통합교육연구 제1권 제1호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2006, Vol. 1, No. 1, 63-81

통합교육의 최근 이슈와 동향

이 신 동*(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김 경 희 (천안교육청)

<요 약>
본 논문은 통합교육에 대한 최근의 이슈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우선
본 논문은 통합교육에 대한 최근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런 요구들이 타당한 것이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통합교육에 대한 5가지 이슈들을 검토하였는데 첫째, 통합교육은 교육적 산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통합교육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가? 셋째, 이중 교육체제(분리교육)은 나쁜
것인가? 넷째, 교사들은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을 모두 잘 가르칠 수 있는가?, 다섯째,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등이다. 이어서 미국과 영국의 최근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네 가지, 영국의 경우는 세 가지 중요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로 중요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첫째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점, 둘째는 통합학급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셋째는 일반학교의 장애 학생
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핵심어 : 통합교육의 이슈, 통합교육의 동향, 통합교육의 요구

Ⅰ. 서 론
학문영역으로서의 특수교육은 다양한 타 학문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많은 인접 학문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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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영향을 받아 왔고,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와 토론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은
학교체제와 사회체제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경향과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런 움직임이나 경향 중에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통합교육에 관한 것이다. 통합
교육이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인간 개인의 교육권과 관련지어 전체 교육체제와
사회체제 내에서 주요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사회적
으로 혹은 교육적으로 장애를 가진(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교육의 주류에서 벗어난 아동들을 위한 은신처가 아니다.
특수아동이나 청소년들은 특수 교사들만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일반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거리이다. 이런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특수교육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볼 때, 1990년대 후반에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통합교육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는 특수교육의 변화는 다양한 교육적 이슈를 낳았다. 통합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사
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개혁 운동은 특수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일반 학생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병원 혹은 종교
단체의 시설에서 치료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아왔다. 이것은 특수교육의 특성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리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
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특수교육을 마치고 사회의 한 구성
원이 되려고 할 때 일반인들과 함께 하게 되는 사회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일반인들과 다른 교육을 받은 탓에 일반인들의 사회적 기술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들은 다시 특수
교육 기관으로 돌아오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 기관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일
어났다. 즉 장애 아동들을 특수 기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
서 정상화(normalization)운동이란 장애 아동을 사회적 기능 면에서 정상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특수교육의 목표로 삼아 장애인의 교육, 직업 고용, 사회적 조건 등을 일
반인들과 가급적 유사하게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교육체제 안에서 장애 학생을 정규학급 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낳았으며 이런 사회적 공감 속에서 主流化(mainstream) 운동이 가속화되었다. 주류화 운동은
개별화 커리큐럼을 통하여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급 속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일부의 과목에서는 특수교사와 함께 특별자료실에서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
를 만족시키는 활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장애학생은 더 많은 시간을 일
반학생과 함께 할 수 있고 일반학생의 사회적 기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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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은 휴머니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소외
된 집단들이 사회의 주류에 통합됨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의 분열
과 대립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일반 학생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반 교
사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1972년 이런 맥락에서 미국 공법 94-142가 제정되었는데 이 속에 장애인들의 통합교육
과 관련있는 최소제한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급적 제한적인 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두지 말고 일반적인 교육환경
에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명기한 것이다. 최소제한 환경에 포함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학생은 가능한 일반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장애의 정도나 장
애의 특성 상 필요한 경우나 혹은 일반 학급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장애
학생을 일반 학생과 분리하여 교육한다. 셋째, 장애 학생은 가능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
치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에 대한 이런 법적 지원이 있었지만 실제로 통합교육의 실천은 대단히 소극적이
었다. 특히 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 완전히 통합하자는 ‘일반주도교육운동’이 일어난 후에
도 장애 학생을 일반 학급에 배치하기보다는 특수 학급에 배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런
영향에 의해 1990년대 이후 완전통합(full inclus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전까지만 해
도 통합교육이란 용어로 영어의 ‘integration’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inclusion’ 혹은
‘full inclusion’이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전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 아직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여 한국의 통합교육
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통합교육의 이슈와
논쟁거리들을 문헌을 통해 재정리해 봄으로 통합교육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려
는 목적을 갖는다.

Ⅱ. 통합교육에 대한 최근 이슈들
60년대와 70년대에 특수교육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이슈들이 주로 장애 학생들의 주류화
와 관련된 것으로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이슈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최
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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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교육은 교육적 산출(결과)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1980년대 동안 교육적 투자에 대한 산출은 교육개혁의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이런 관심을
불러온 요인들로는 현행교육체제에 대한 불만,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과 산출에 대한 대중적
관심, 생활방식과 가족구조의 변화, 시장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 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유입, 높은 실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학교의 교육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
교교육의 질적 문제와 관련있는 새롭고 급진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
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 부모참여, 협동학교(collaborative school), 기초기능의 회복(back to the
basic) 등이 그것이다.
통합교육(inclusive schooling)도 이런 맥락에서 나타난 용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은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을 지적하는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다. 또한 공교육에서 소외된 집단의 특별한 학습요구를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통합교육운동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이란 용어는 문화적, 사회적, 언어적, 인종적, 정신적, 혹
은 물리적 차이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이든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이든,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이든 간에 학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모두 일반학급에 소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
합교육이란 비단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Winzer, 2000).
1980년대 동안 일반 교육은 강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나, 특수교육 분야는 비교
적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때 교육 비판가들은 특수교육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특수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제
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수용되면서, 많은 특수교
육 관련 연구자 및 실천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며 일반학교의 교육개혁에 동조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 기초적 재개념화(fundamental
re-conceptualization), 급진적 재구조화(radical restructuring) 등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였다
(kauffman, 1993).
통합교육이란 용어는 특수교육 내에서 대단히 복잡한 시대적 문제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하여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즉 장애를 가진 학생들
은 통합교육에서 수업의 효과를 얻기 어렵고, 풀아웃(pull-out 정규교실 밖에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며, 분리교육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통합교육을 하는 특수학급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
며, 특수교육을 마치고 졸업하는 장애 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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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통합교육의 지지자들은 통합교육이 분리교육보다 교육의 산출측면
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통합교육
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적용하려면 이런 의문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에서의 통
합교육의 실천은 소규모의 부분적인개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적 위
상과 교육권이 달려있는 근본적이며 개념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교육은 새
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혁신이 아니라 학교의 재구조화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초점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커리큐럼, 교육행정가, 교육정책, 학
생평가방법 등에 고루 맞춰져야 할 것이다.

2. 통합교육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가?
통합교육은 우리가 정상인이던 혹은 아니던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통합교육은 아동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한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람직한
교육 목표는 사회정의와 민주사회의 실현이다. 완전통합이란 용어는 가치판단과 윤리적 문
제의 측면에서 도적적 정당성을 가지며,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理想)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교육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도덕적 질문에
의해서 대답 될 수 있다. 도덕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볼 때 통합교육의 지
지자들은 교육적 성과가 연구의 결과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 교
실에서 학업적 성취의 보장에 대한 의문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고 하며, 통합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일반학교에 통합된 것은 일반적인 삶
의 경험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학업적 성취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는 없
다고 주장한다(Shaw, 1990).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듣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현장의
보고서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합교육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도 있지
만, 이런 주장은 교육의 이상적인 측면만을 본 것이지 교육의 실천적인 측면을 본 것이 아
니다. 이런 도덕적 명제는 일반 학생들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될 수 있다. 즉 일반 학
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啓發)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통
합교육을 지지하는 학자인 Dane Bricker는 “지난 십 여년동안 완전통합의 논리는 점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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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잃고 있으며,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만을 생각하고, 단순하며, 너무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하였다(Winzer, 2000).
단지 도덕적인 대답으로만 통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런 주장은 단순하고 둘 중
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은 동
전의 양면처럼 정반대로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 통합주의자들은 자주 설득력 있는 논
리로 폭력에 대한 상징적 비유와 장애아들에 대한 압박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들은 ‘통합’이라는 표현이 ‘분리’라는 언어적 표현과 상반되어 사용될 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들은 모욕적이고,
소외되고, 버려진 학생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볼 때,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통합교육의 실천을 주장하는 것은 아
직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문
제이다. 이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로 통합교육의 최근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선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3. 이중 교육체제(분리교육)는 나쁜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이중 체제로 발전되어 왔으며 특수교육은 특수
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어서 전문적인 신념, 교육방법, 교육
법 등이 특별하게 운영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중 교육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
문을 제기한다.
교육 개혁가들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은 이제 더 이상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다. 이들은 가장 적절한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즉 모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통합된 환경에서 적
용가능 한 교육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이 최초로 언급되었지만 그때는 아주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 하였다. 1980년대 후반, 모든 학생들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교육적 지원을 제
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보상교육, 일반교육이 서로 연합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 전통적인 특수교육의 체제보다 일반교육에서 교육방법과 학습방법을 변화시켜 학교 프
로그램을 우수학생, 평균학생, 지진학생들 모두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대두되었다. 분리된 교육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하나의 제
도 속으로 묶는 구조적 조정을 요구하였다. 완전 통합의 지지자들은 특수교육의 시설이나
조직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그들은 이중 교육체제를 버림으로써 교육
이 발전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리된 이중 교육제도는 중복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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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요구되어 학교가 비경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내에서의 프로그램은
단편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오늘날의 교육 행정가들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분리교육은 효
율적으로 자원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입장의 지지자들은 통합교육이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진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런 통합교육의 배경이 바람직한 것인가? 경제적 주장에 반
대 입장을 가진 교육자들은 이런 통합의 기저에 있는 가정은 경제적 정당성이지 교육의 질
적 측면의 개선이 아니라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교실 수준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효
율적인 상호보완이 아니라 두 집단의 충돌이다. 통합교육의 지지자들은 일반 교사들이 통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일반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철학적 배경에는 동의하지만 통합교육을 수행하는 과정
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1,492명의 캐나다 교사들 중 2/3가 통합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
를 가진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 교
사들의 90%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사회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Galt, 1997).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교사들은 통합교육의 철학적 입장은 지지하지만,
통합교육의 실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 교사들은 자신의
교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애의 유형에 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장
애의 정도나 유형을 제한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일반 교사들은 장애의 정도
가 심할수록 장애 학생들을 자신의 교실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예비 교사든 경
험이 많은 교사든 모두 학습이 가능하고 동료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더 긍정
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일반 교사들은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Wilczenski,
1992).
일반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합교육 교실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문제이다. 일반
교사들은 이런 장애 학생들의 행동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동적·
정서적 장애 학생들의 통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일
반교실에 남겨두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행동적 문제를 가지 학생 자신
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4. 교사들은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을 모두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교실에 통합되었을 경우에 일반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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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만 준비를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특수교육이 일반
교육과 거의 유사하며 근본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도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기초적인 교수방법, 교육에 대한 태도와 신념은 학
생의 특성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효과적일 것이며, 만일 일반 교사들이 기본적 교수행동들(긍
정적인 피이드백 제공, 높은 참여유지)만 잘 준수한다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학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
고 생각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유연한 커리큐럼을 가
진 융통성 있는 학습환경이라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라면 학생들은 적절한 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런 교육목표를 달
성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모든 교사들이 모든 학생을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학생을 잘 가르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모든 학생을 다 잘 가르치기
는 어려울 것이다.
통합교육의 지지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교사들이 장애학생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
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에
게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 팀티칭, 문제해결, 커리큐럼 구성 등에서 깊이 있는 재교육이 요
구된다. 그러나 일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재교육을 받으려 할지 혹은 실제로 이런 변
화에 동의할 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 교사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통
합교육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통합교육을 패러다임의 변화라 생각하지만 현장 교사들
은 아직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관련 문헌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도덕
적·윤리적 정당성과 실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런 정당성에 대해 강
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통합교육 지지자들은 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
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일반 교사들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를 가
르쳐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의 측면에서도 문제는 많다. 일반 학급 속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기본적인 수업
만을 받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영양결핍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반 교사들은 일반학생의 수
업에 더 많이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장애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수업 내용만을 제공할 것이
다. 따라서 장애 학생들은 전통적인 일반 교사의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
면, 따라하기(recitation), 강의(lecture), 단순 암기(rote memory) 등이 대부분인 정규 수업에서 장
애 학생들이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장애 학생들은 교사가 적절히 커리큐럼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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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공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개인적인 학습 요구에 맞추어 줄 경우에만 성공적인 학습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으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업기술은 대단히 복
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장애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요구되는 이런 기술들을
습득하려 하지 않고 있다(Winzer, 2000). 또한 교실 속에 있는 소수의 장애 학생들을 위해 교
사들은 많을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교사
들에게 너무 많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교사들이 기꺼이 장애학생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좋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통합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이 주제와 관련된 이슈는 모든 교사들이 모든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문제와 중복
되는 부분이 있다. 만일 교사들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잘 가르칠 수 있다면, 특수교
육을 위해서는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이 더
일반적인 교육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 위축시켜 더 일반성을 가지고자 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까지 특수교육이 추구해 온 특수교육의 전문성
제고라는 노력과 상반되는 것이며 만일 통합교육을 계속 강조하게 된다면, 특수교육은 더
이상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 모두에게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에는 더 이상 전문
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실제 특수교육에서 주장하는 본질적인 생각과 배치되는 것
이다.
실제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간에는 공유되는 영역도 많다. 현장 연구들은 이들 간에 많
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Winz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서는 많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 교사들의 초점은 교수방법, 커리큐럼 구성,
학습자료 개발, 학생에 대한 기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수교육의 본질은 집중적
이며,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수업에 있다. 일반교육과 비교해 볼 때, 특수교육은 더 긴
급하고, 집중적이며, 더 높게 구조화되고, 더 직접적이며, 더 통제적이어야 한다. 즉 특수교
육에서 사용하는 교수 기술들은 일반교육과 다른 면이 많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유사한 교육적 성취를 얻으려 한다면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별교실과 자료실도 역시 장애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학습장애나 정서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특수 교사들과 일반 교사들은 분명히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을 지도할 때와 일반아동을 지도할 때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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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교육에서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Ⅲ. 미국과 영국 통합교육의 최근 동향
세계 각국은 통합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과 영국의 통합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미국의 동향
통합교육이 일반 교육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러나 통합교육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통합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상당한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 지지자들,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들,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 통합
교육을 받는 학생들, 성공에 대한 기준 등은 순환적인 변화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계
속적인 변화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통합교
육의 최근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과 철학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은 실제보다 개념적 측면에서 더 잘 받
아들여지고 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차별화 된 교육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바
람직한 것이지만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개혁하려는 노력은 전통적인 학교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었다(Lupart, 1998).
둘째, 일반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통합교육의 지지자들
은 일반 교사들이 그들의 개념적 지식과 교수역할을 바꾸고, 수업에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일반 교사들은 집단 수업에서 잘 따라 오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수업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교사들의 일차적인 책무이지만, 현재 미국의 일반 교사들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에서 요구되
는 기술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대단히 소극적이다.
셋째, 통합교육은 교육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조직에 대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논쟁의 핵심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교육 서비스를 함께 받는 장소에 대한 것에
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바뀌고 있다. 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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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그 자체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다. 통합교육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이 앉아 있는 장소(통합된 장소) 그 자체
가 아니라 장애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교육자들은 통합교육의 철학은 지지하지만 통합교육을 장애 학생들이 직면하
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열쇠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수업환경을 재구조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수교육의 전통적 경향을 따르기보다는
다양한 수업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중재를 강조한다. 장애 학생은 이러 이러한 환경
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좀더 융통성 있는 생각이 요
구된다. 즉 장애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잘 학습을 할 수 있는가? 라
는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넷째,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예견하기는 아직
이르다. 통합교육이란 교육적 이념은 아직 성숙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교육적 이
념인 분리교육이 오늘날에는 배척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통합교육이 미래에는 또 다른 어떤 교육적 이념에 의해서 대치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에게 좋은 사회적 학업적 처방전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혼란스러운 교육철학으로 남을 지도 모른다
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2. 영국의 동향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통합(full inclusion)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영국은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통합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합교육에 적절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는 주장
이 상충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
을 실천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특별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영국에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통합교육
에 대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최근 통합교육에서 배제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의뢰기관(pupil referral units)의 설치
가 지방교육청의 의무조항이 되었다. 즉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류화
에서 배제된 아동들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문제 때문에 주류화에서 배제된 학생들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어 왔다. 영국은 1993년도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의뢰기관을 지방교육
청 산하에 1개교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행동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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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주류화에서 배제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다.
이런 기관들은 대체로 소규모 학교들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지방교육청들은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확보와 정책 수립에 있어
소극적이다. Evans와 Lunt(2002)에 따르면, 영국과 웨일즈에 있는 지방교육청들(연구대상에 포
함된 곳)의 50%는 통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37%만 문서
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13%는 통합교육에 대한 초안수준의 정책만을 가지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심은 높지만 실제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청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통합교육에 대한 강한 교육적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지방교육청의 68%는 통합교육에 대한 예
산도 확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과 웨일즈에서 실제로 수
행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형태는 대체로 6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 주류화를 시행하는
학교 내에서의 시간제 학급편성(78%),둘째, 특수학교에서 통합교육 실천학교로의 확대(60%),
셋째, 주류화를 시행하는 학교 내에서의 특수학급운영(92%), 넷째, 주류화를 위한 시설의 변
경(76%), 다섯째, 주류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실 운영(80%), 여섯째, 기타 주류화를 지원하
는 시설(96%) 등.
셋째, 통합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6가지를 꼽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의 지방 교육청들
은 통합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사 및 교육 행정가
들의 태도와 신념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확충되
어야 한다. 현재 부적절한 재정지원과 필요한 정책의 부재로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셋째, 지방교육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기관과 관
리가 허술하다. 넷째, 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어야 한다. 부모들이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합교육 대상자들은
동료 집단이 부족하고 사회적 소외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학교설비를 확충
해야 한다.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차별화 커리큐럼을 제공해야 한다. 영국
과 웨일즈의 통합교육은 현재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변화의 과정 중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최근 동향
장애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1970년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특수학급 개설을 시작으로 해마다 특수학급 수를 크게 늘려나갔고(2003년 4월 4,102
학급), 특수학급 아동에게 시간제로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노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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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이 때문에 통합교육의 시작을 특수학급 실재의 역사와 동등한 것으로 보는 경향
이 있다(박승희, 2003). 그러나 70~80년대의 특수학급은 주로 일반학급의 아동을 특수학급으
로 분리시키거나 단순히 장애 학생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 하였
다(김승국, 2003).
한국의 통합교육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물리적 통합' 의 차원을
벗어나서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 상호간 사회적 통합과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 그리고 여전히
분리교육의 장으로 남아있는 특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대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1994년 이후부터 최근의 일이다.
그렇지만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일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관건임에도 여전히 우
리나라에서 통합교육은 주로 특수교육계에서만 논의되어 오고 있는 까닭에 일반교육계와 특
수교육계의 통합교육 공동참여는 미진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지금 우리의 통합교육 현장에
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우
리나라 통합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 교육의 확대
2003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년~2007년)’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1학기 1회 이상 장
애이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거나(46.4%), 장애관련 심화보충 자료를 개발․보급하거나 (21.2%),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29.0%), 또는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와 자매결연을 실시(8.6%)하는 등(200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비장애 학생의 장애 학생을 위한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통합교육을 받는 일반 학생들의 의식
이다. 박중백(2003)에 따르면, 실제로 통합학습의 경험이 있거나 장애 학생과 친교 경험이 있
는 학생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통합교육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통합학급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통합교
육을 실시했을 때 일반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가’라는 문항에서 통합학급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장애 학생과 친교 경험의 유무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장애학생과 친교경험이 있는
일반 학생일수록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장애 학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학생을 위
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친교 경험이 없는 학생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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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통합 학급에 특수교사의 보조지원이 우선 필요하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접촉 경험은 상호간의 수용 가
능성을 훨씬 높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통합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왜곡된 사고와 편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체험 및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 학생의 장애 학생에 대한 선행지식과
이해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이 통합교육의 환경을 넘어서 장애,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이
르기까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혜숙, 2003). 이를 위해서 교육
인적자원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학교별로 1교 1장애인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학생의 장
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의 심화 보충자료 및 장애이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일반학생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점차 중점을 두고 있다.

2. 통합학급 운영관리의 강화
작금의 특수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분리교육보다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19,399개 통합학급 중 1,579개 학급이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 받는 완전통합 학급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나머
지는 운영시간의 일부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통합 학급(17,518학급) 또는 특
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와 협력하여 통합교
육을 실시하는 통합학급(30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도 특수학급 학생수는
26,868명으로 2002년도 26,925명에 비해 57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특수학급보다 일반 학생
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19.099명 교원 중 특
수학교 1,2급 정교사 자격증은 2.8%, 특수교육 60시간이상 연수자는 13.8%이고 나머지 83.4%
교원은 어떤 특수교육연수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통합교육이 일반학
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합교육은 일반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나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교육 분야 내에서만
통합교육 논의의 대부분을 전개해 온 우리의 통합교육이 통합교육 현장에서 이제 문제점으
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통
합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일반학교의 준비부족,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기초지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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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꼽고 있다(박승희, 2003).
특히 통합학급의 질적 운영을 제고해볼 때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공유된 책무성 및
각자의 교수 수행 능력 부족으로 실제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 시간이 장애학생에게는 '교
수의 사각지대' 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일반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수교사와 충분한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장애학생은 일반학급에서의 통
합교육 시간에 그야말로 ‘교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을 받는 학생들 중 ‘치료교육’(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필요한 학생들이 현재까
지는 치료교육을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박승희, 2003) 이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특수
학교 대신 통학학급을 택한 장애 학생들이 오히려 특수학교보다 총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통합학급의 기능적인 학급운영 실태를 보면 일반교사의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작성 사례가 거의 없으며(92.60%)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는 주로 문제행동 수
정 중심(45.87%)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위해 교사들이
취한 전략은 주로 1:1 짝짓기 및 1:1 역할부여 였으며(43.58%), 통학학급에 대해 학교당국이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83.48%)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일반 교사들에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서광남, 2003). 이런 식으로 통합학급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많은 일반
교사들은 아직도 장애학생의 교육은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
다(송영옥, 2003).
이와 관련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중학교 일반교사의 인식에 관한 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수
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통합교육은 비장애 학생에게도 이
익이 된다’ 그리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문항에
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백은희, 2003). 이것은 일반 교사들의 통합과
특수교육에 관련된 연수 기회제공 확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과 교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며 이는 곧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교육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지원
을 위하여 일반학교 내 특수교사 배치를 늘여나가고(2005년 관련법령 개정, 2006년 초등학교
부터 특수교육 교사 배치 연차적으로 확대), 통합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반학교 관리자의
통합교육 연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선택 가산점 부여를
확대하며, 특수교육학 과목을 일반교사 양성교육 시 교직과목으로 제정 및 시행하려는 움직
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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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 노력
2003년 7월 전국 10,571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매개시설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경우 출입구/출입문 설치, 복도 손잡이 설치, 경사로/승강기/휠체어 리프트 설
치, 위생시설의 화장실 대변기 설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
균 설치율은 32.8%이며, 그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46%, 특
수학급 미설치 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28.3%였다(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03). 일
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물리적 접근권 및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하에 2004~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하고, 2007년부터는 특수학급 설치학교 외에 모든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계적으
로 설치한다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통합학급에 입급하는 학생들의 장애영역 중 정신지체와 학습장애가 많은 편이라
는 것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 학급의 학생 수의 감축이라 할
수 있다. 통합 학급의 학급당 특수교육 요구 학생 수는 평균 1.0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교사
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반학급의 학생이 30여명인 환경 하에서 끊임없이 교사의 주의
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장애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은 제공되기 힘들기 때문이
다(서광남, 2003). 이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외 일반학급에의 입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저시력 아동을 위한
확대교과서의 중`고등학교 과정(초등학교 과정은 2002년 제작․보급)의 전 교과의 교과서 보
급, 제작 역시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시급한 것이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장애 학생들이 통합교육 안에서 이러한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교육 환경에 적절
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운영자료, 학습자료의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과정 연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의 현실적인 지원에 점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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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issues and trends of inclusive education

Shin-dong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Kyung-hee Kim (Cheonan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paper is to comprehend the recent issues and trends of inclusive education. First of all, the
recent need of inclusive education are analysed and whether these needs is valid or nor i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m, the five issues of inclusive education are reviewed. First, is inclusive
education effective on educational products? Second, whether inclusive education has moral and social
equity or not? Third, is dual educational system(separate educational system) wrong? Fourth, can
regular classroom teachers teach general students and exceptional students together or all? Fifth, is
there no any more the speciality in the special education? etc.
In next, the recent trend of inclusive education of U.S.A. and U.K are reviewed. The four unique
trends of U.S.A. and the three of U.K. are proposed.
In conclusion, the recent trend of inclusive education of our country are reviewed. First, the
education of understanding exceptional students is being increased nationwide rapidly. Second,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inclusive classrooms is being strengthened. Third, the learning environment
of exceptional students in regular classroon is being renovated nationwide.
key words : Issues of inclusive education, trends of inclusive education, demands of inclu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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