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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차원에서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찾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과제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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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2007년 5월 2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칭한다.)’이 공포
되었다. 본 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긴 최초의 법이요, 그것은 지금
까지의 전문가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당사자 중심으로 실천되도록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특수교육법으로 말미암아 0세 이상 생애주기별 특수교
육, 조기발견 및 진단체제의 확립과 실천,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화,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
교사의 질과 책무성, 학교기관 외 특수교육 환경의 다양화, 국가의 특수교육 지원 의무 강
화, 3세 이상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 실시로 인한 특수교육 수혜율의 급격한 증가, 관련
서비스 지원의 의무화로 인한 특수교육의 다학문적 접근 실현, 고등교육 지원 강화로 인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제고, 부모 및 당사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유아특수교육 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그에 따른 특
수교육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 면에서 많은 부분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본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 의무교육 부분 만 놓고 볼 때, 교육
수혜율의 증가라는 밝은 면 뒤에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 진단․평가의 정확성 문
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판단,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제(김원경․한현민,
2007), 위헌 가능성, 그리고 유아통합교육의 비활성화 및 분리교육 가능성(김윤태, 2007) 등
의 비판적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자의 양육 행복권을 존중하기 위
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 질 높은 교육 인프라의 구축,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 체
제의 확립방안,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규정,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장소의 논란,
학교 외의 유아특수교육 장소에서의 지원방안, 유아통합교육의 장소 확보와 통합교육 방안,
다양한 차원의 역할을 수행할 교사의 질, 방대한 특수교육법의 실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김성애, 2007b)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UN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장
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를 가진 인간은 ‘생물학적인 손상을 가진 자’ 보다는 ‘사회 속에서
의 개성적인 인간’으로 자리할 것을 강조한다(김성애, 2007b). 이렇게 볼 때, 특수교육법은
보편적인 교육현장에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협력하는 인간상을 위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형성을 부각시키고 통합의 필수적 과제를 해결할 역사적 사명을 함께 가
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육의 활성화와 발달지체 유아의 교육적 성과를 위
해 유아특수교육 관련 법 내용을 해석하여 법이 담고 있는 모순적이고 악법적인 요소를 제
거하고 제도적 보완 방도를 찾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교육법이 지향하는 대
로, 그것이 교육대상자의 최상의 발달과 사회통합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과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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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공헌하며 이 시대가 요청하는 인간상을 길러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관련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조망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법의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조망할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이론적 근거에 따라 특수교육법에서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
이며, 그에 따른 제도적 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II. 특수교육법의 유아특수교육 관련 내용 조망을 위한 이론적 관점
본 절에서는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된 특수교육법을 조망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관점을 약
술하고자 한다. 그 관점은 우선, 특수교육법 제정에 공헌한 바가 큰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
결정 차원이다. 둘째는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권의 보장 차원에서이다. 셋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른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역할 재인식과 연관된 구성주의적 인식론적 입장
이다.
당사자의 참여는 현재 미국 등지에서 일어나는 “Disability Studies”를 배경으로 하였다. 장
애를 사회적 및 문화적 차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운동이 등장함에 따라 장애 전반
에 대한 인식과 그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동기가 병리적 차원에서의 그것과는 그 양상을
매우 달리한다. 발달권의 보장은 유아특수교육의 가장 핵심으로 현재 발달지체 유아가 가
진 장애경감, 심각한 발달지체, 혹은 장애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그의 이 후의
삶을 독립적이고 기여적이 되도록 하여 궁극에는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식론적 관점은 21세기 시대정신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요
구하는 인간상 육성을 위해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고 통
합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다음의 내용은 상술
한 세 가지 관점의 내용을 약술한 것이다.
첫째, 당사자의 참여와 자기결정이다. 미국 “Disability Studies” 관련 슬로건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출처: http://www.uic.edu/orgs/sds/articles.html) 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참여 없이
는 아무리 그들을 위해 그 무엇을 논하거나 준비하거나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의 내용면에
서나 당사자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논자가 특수교육 당사자
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가치 속에서 자신의 존재
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삶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최
근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의 대학에서는 “Disability Studies”를 하기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연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University of Michigan Initiative on Disability Studies(MInDS)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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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Disability Studies는 미국장애인법(ADA) 실행, 미국 인구 20% 정도가 장애인이며 그
수치는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0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장애를 하나의 요인으
로 포함한 것, 2001년 WHO에 장애를 의학적 상태로 보기 보다는 참여와 환경으로 개념정
의를 수정한 것, 2002년 UN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정한 것 등과 나란히 등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www.umich.edu/～uminds/dis_studies_def.html). 또한 S. Linton(1998)은 Disability Studies
는 전통적인 장애이해 교육(연구)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통적인 이해교육에는 장
애를 개인적이거나 가족의 문제로 보고 있고 장애는 적어도 어떤 “문제”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장애를 하나의 현상이나 문화나 구조로 보기 힘들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전통
적인 장애이해 교육(연구) 속에는 장애를 가진 개인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목소리가 부재되어 있으며, 장애는 단지 학문적인 차원에서 객관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통적인 장애이해 교육이 Disability Studies가 아님을 강조한다.
요약하면, Disability Studies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단지 의학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적, 사
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장애가 더 이상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손상이나 결손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온전한 역할을 하는 인간의 특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는 보편성의 추구 차원에서 장애를 ‘비정상’으로 보는 것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그
것은 UN(2006)이 장애인권리협약을 선언한 것처럼 장애를 하나의 특성으로 가지는 개인의
사회참여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보편적인 개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위하여 장애인의 행복권과 자아실현을 위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
고 다양한 제공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기회가 그들 스스로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유아의 발달권 보장 차원이다. 발달기에 있는 유아는 최상의 발달권을 부여받아 현
재 및 향후의 독립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면서
도 개성 있는 발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속에서 발달지체 유아는 일반 유아
교육에서 길러져야 하는 인간상 중 창의적 인간의 육성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역할 할
수 있다. 발달지체 영․유아는 인간이다. 그에게는 모든 일반인에게 다 있는 온전히 자신을
성장․발달시킬 호르메 Horme(M. Montessori, 1993; 조옥희, 2001)를 가지고 있고(김성애,
2006), 이 세계를 자신과 연결시켜 온전하게 인식할 의향성 Intention(Husserl, 이종훈 역,
1997)도 있다(김성애, 2007a). 이러한 속성을 가진 영․유아의 발달기는 가능성의 시기요 온
전히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만들어낼 시기이다. 아이가 태어나서 6세가
될 때까지의 발달이 중요한 이유는 그 기간의 발달의 질이나 양의 상태가 그 사람의 전 생
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뇌의 발달 속도 면에서나 뇌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기회 면(Dodge, D. T., Heroman, C., 1999)에서나 0-6세의 시간은 매 초가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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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호흡할 공
기”와 같다. 그들이 제 때에, 질 높은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발달 패턴
은 미발달 혹은 왜곡된 발달의 양상을 낳아 이 후의 삶의 길을 훨씬 “더디 가게” 할 것이
다.
그런 맥락에서 논자는 Feuser(1989)의 발달이론에 동의한다. 그는 장애란 생물학적-의학적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교육자나 일반인의 편견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진 학
습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자극을 제공하지 않아 그가 가진 발달 가능성을 최대한 발
휘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적인 상태라고 규정한다(김성애, 2002c). 그러므로 유아가 자기의
발달가능성을 다 발휘할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아는 가장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적인 자극이 제공되어야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이어야 한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은 그가 속한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교육환경의 풍부성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Bronfenbrener
(1979)의 이론을 근거로 장애를 가진 학습자의 통합교육을 강조한 Sander(1988)는 장애는 의
학적인 손상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불편한 상태로 개념
규정한다. 이것은 발달지체 유아가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되 일반 유아가 체험하는 다
양한 교육 및 교육 외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
고 그것을 위해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수-학습적인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발달지체 유아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일반유아에게 제공되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자극을 제공받는다면
Bronfenbrenner(1979)의 이론처럼 발달지체 유아는 가장 최상의 발달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요구하는 인간상을 기르기 위한 유아특수교육의 역할이다. 포스
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인간상은 창의적이고 협동하는 인간이다. 그것은 유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21세기의 유아교육은 자율적이고 독립
적이며 창의성이 강조되는 열린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Dewey, Piaget, Vygotzky등의 이론
이 이 점에서 부각(김규수, 2001; 황윤세․양옥승, 2002; 송언근․이보영, 1999)되고 있다고
하겠다. 열린교육은 행동주의가 아닌 구성주의 심리학을 기저로 삼는다. 지식은 인간의 내
면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인 유아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성주의 심리학에서는 인식의 틀이란 “새로운 것을 인식할 때 작용하는 자신의
선행 경험, 지식, 체험, 생물학적 감각․지각의 특성 등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같은 자극
에도 저마다 다른 형태로 인식하게(김성애, 2007a)” 되며, 인간의 인식은 자신의 삶의 과정
안에서 자신의 내적세계를 끊임없이 만들어 냄의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형
성된 독특한 지식은 개개인에 의해 언제나 새롭고도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김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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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a).
Maturana & Varella(1987)의 이론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이며
저마다 다른 온전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근거에서 보면, 발달지체 유아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손상을 입어 인식에 결손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개성
적 인식을 만들어 내는 온전한 인식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편적인 인식의 틀을 가진 일
반유아에게 자신의 인식을 확장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유아특수교육은
발달지체 유아가 일반유아의 보편적인 인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적 환
경으로 역할 하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Ⅲ. 특수교육법의 영․유아 교육 관련 핵심 내용, 제도적 과제 및 해결방안
유아특수교육 대상자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의 일차적 조성은 제도가 맡아야 할 것이다. 상술된 이론적 근거 속
에서 논자는 특수교육법이 유아특수교육 학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환경
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발달지체 영․유아의 인권과 발달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장애나 발달지체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 환경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
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서 오는 행복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안전하
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도는 최대한의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마련해 두
고 부모와 유아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며 생활연령에 맞는 최대한
의 통합교육 환경과 최상의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유아특수교육 관련 특수교육법 내
용을 조망하면서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본 절에서 선택된 법의 내용은 앞
절에서 기술된 유아특수교육 당사자(보호자)의 참여와 결정, 유아의 발달권 보장, 포스트모
더니즘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하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간상을 위해 발달지체 유아의 존
재와 역할이 재조명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 강조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선택되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자 및 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립과 교육 참여 등을 실천
할 보호자의 절차상 청구권을 포함한 진단 및 배치, 개별화교육계획, 가족지원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발달권 보장을 위해 법의 정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교육지원, 관련서비스,
교사의 자질 내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유아특수교육 대상자가 온전한 인식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부여될 수 있도록 통합교육, 교육과정, 개별화교육계획, 등의 내용
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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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언급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법 해석 및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여 이론적 근거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거나 해석과 함께 첨언하지 않기로 한다.
1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자가 법의 목적을 해석하고자 한 것은 본 법의 목적이 담고 있는 법의 철학적, 교육
패러다임적인 내용이 논자가 조망할 관점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 속에는 유아특수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제도
적인 방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다음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을 본다. 첫째,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대한 법의 의지이다. 자아실현은 당사자 개인의 생의 행복과 안녕
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회통합은 이웃과 사회에 개인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미칠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이 내용은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연결된다
고 하겠다. 둘째, 본 법의 목적을 달성시키도록 하는 최우선 교육방법으로 통합교육을 들고
있다. 모든 개인이 달성해야 할 교육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이자 동시에 21세
기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이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법의 목적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생애주
기별 교육의 보장이다. 이것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연령 폭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특수교육은 0세 부터의 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극복하거나, 제2, 제3의 장애를 예방하
거나, 발달지체의 폭을 줄이거나 극복할 가능성을 높여 일생동안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가능성을 얻게 된다. 넷째, 본 법의 목적은 유아특수교육대상자에게 최고의 적절한 무상 공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특수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의지를 강하
게 표현하는 것임과 아울러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최고의 적절한 교육적 중재가 보장될
수 있다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유아특수교육이 달성되어야 할 교육 대상자의 발달권이 보
장되고, 교육 대상 유아에게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일반유아의 인식을 확대시킬
기회가 제공되고, 그리고 유아가 21세기 사회에 완전히 통합하고 자아를 실현 할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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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정의
본 절에서는 특수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교
원, 특수교육기관의 내용만을 선정․해석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법의 각종 정의 중 특히
그 항목들은 하나의 정의가 다른 정의와 연결되어 각각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며, 내용들이
특수교육의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정체성에 대해 총체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1) 특수교육대상자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
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
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
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우선,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영․유아기는 발달 가소성과
발달 가능성을 지닌 시기이므로 “장애”라는 결과적인 용어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법의 지원을 받을 유아특수교육대상자는 발달이 지체가 되는 영․유아 외에도 0세에서
6세 내지 학령기전까지에 나타날 소위 “at risk” 상태에 처해있는 영․유아도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를 굳이 규명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발달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영․유아가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지
체되었거나 장애 위험 상태에 놓인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미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장애 혹은 발달지체를 발견하여서 장애가 있거나 발달지체가 있다고 판별하는 데
에 그 정확성 면에서,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을 지원해야 할 발
달지체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와 관련하여 장애, 발달지체, 장애위험 상태에 따
른 용어의 해설과 그 정도범위에 관한 법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2) (유아)특수교육의 정의
제2조 (정의)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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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교육은 분명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이다. 여기서 본 법이 가지는 특수교육 정의의 애매함과 그로 인해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게 미칠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본다. 즉, 관련서비스의 기능은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제2조 3호 참조). 그런데 본 정의에서는 관련서비스가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활동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아특수교육은 지금까지
의 단일의 교육적 지원 보다는 의료적 지원과 가족지원 및 가족상담 등 다양한 학문적 접
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유아특수교육을 지원할 다양한 관련서비스가 유
아특수교육 그 자체로 자리 잡게 될 위험성과 그로 인해 유아특수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
이 큰 혼란을 빚을 우려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에, 유아특수교육은 교육적 지원
이라는 확고함 위에 다른 전문적 지원을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관련 부처나
기관, 그리고 전문가간의 밀접한 협력 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의 대상 연령인 0-6세 내지 학령전 기간은 의료적 접근과 가족지원,
상담, 보육지원과 매우 밀접하게 공존할 필요가 있는 터라 교육적 접근인 교육과정 운영을
제외한 다른 지원이 관련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아특수교육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것이다.
특수교육법으로 인해 유아특수교육이 이전의 단일의 교육 패러다임 중심에서 다학문적 접
근, 다중 패러다임으로 옮아갈 계기가 마련될 것은 유아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더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접근 모델간의 패러다임
차이로 인하여 지향점과 방법 면에서 상호 갈등구도를 나타낼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명실
공히 다학문적 접근을 위한 학문간, 부처간, 기관간, 전문가간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자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3) 교원에 대하여
제2조(정의)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상술한 특수교육의 정의에서 유아특수교육이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통한 교육활동이
라고 정의된다면 유아특수교육 교원의 역할은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 규
정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서비스의 운영이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 다양한 관련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의미하는 것
이어야 한다. 만일 유아특수교사가 관련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 유아
특수교사의 역할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큰 혼돈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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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원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유아특수교사의 역할을 교육과정 운영, 다학문적 지원팀
구성,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규정할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4) 특수교육 기관
제2조(정의)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
한다.

상술한 특수교육의 정의와 관련해 볼 때, 제2조 제10호에 언급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는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교육 장소이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비스
지원이 교육활동과 연계되거나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치료지원의 경우
지원의 질적 제공과 교육 패러다임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이
용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특수교육에 관한 개념정의가 관련서비스 지원의 위치를 혼란스
럽게 하고 있고 그 영향이 특수교육 기관 정의 해석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유아특수교육의 대상이 0세 이상이라는 것과 관련하면
유아특수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교육기관은 가정을
포함하여 보육시설에서 교육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일반유치원을 통합교육 차원에서 교육
기관으로 인정하여 만 3세 이상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간주해야 한다. 단, 일반
유아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이상 유아통합교육 기관을 확정 및 강제 지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일반 국․공․사립유아교육
현장에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와 사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환경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부
처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 유아특수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및 제도
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있는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발생할 교육의 질 문제를 예상하고 유아특수교사
의무배치를 포함한 보육시설의 의무교육 기관 선정에 따른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
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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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부담한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
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ㆍ무상교육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해 제
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
세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수교육법의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다. 유
치원과정의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매우 낮은 비율의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수혜율이 상당
히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미래를 보다 풍요롭고 독립적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교육 차원에서의 유아특수교육은 그 투자가 빈약하여 유아
특수교육 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약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나는 유아특
수교육 대상자의 수를 공교육이 감당해야 한다고 볼 때, 본 논자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아특수교육의 질”의 저하와 대상자의 “인권” 및 “부모 양육의 행복권 보장”의 상실이다.
모든 특수교육의 질 제고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특
수교육의 질은 대상 유아들의 발달과업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면에서 “생명”을 책임질 “양
식”과도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만
큼이나 “최상의 질의 지원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본 논자는 의무교육 시행과 동시에 나타날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그들에게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제도적 방안의 고려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첫째, 부모의 양육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아특수교육이 담고 있는 교육의 중요
성, 교육내용 및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을 부모들에게 인식시켜 부모로 하여금 유아특수교
육을 제공받는 것이 자녀와 가족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최대한의 설득과 홍보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과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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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여 부모가 스스로 유아특수교육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과, 의무교육 대상
자 선정에서 되도록 대상자가 가질 장애 라벨링을 자제할 방안, 또는 다양한 차원의 부모
교육 및 홍보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관련부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여러 층으로 홍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의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공교육기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과 아울러 엄정한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 유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가능한 통합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질 높은 유아특수교사를
배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 의무교육은 단순히 대상유아의 양
적 배치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고 지원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발견, 진단 및 배치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
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예상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각급학교
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
장․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
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
육장․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특
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ㆍ평가의 과정에서는 부
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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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
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과 진단․판별의 시기는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래야만 유아특수교육의 조기화에 입각한 만3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 무
상교육 확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대상자 발견 및 진단이 의무교육 대상
자 선정의 엄정성 및 정확성과 맞물려 있으므로 조기발견 및 진단체제의 구축은 물론이고
양질의 진단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구성할 것인가 가는 데에 있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대
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발견 및 진
단․판별 과제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진단․판별
에 따른 중요성 및 현실성을 가지고 본 논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대상자의 발견 및 진단체제를 마련하되,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체
계적으로 구상하고, 각 기관에서의 역할과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련 기관의 구성원들
을 교육할 방안을 구안한다. 병을 앓거나 출산 즉시 장애를 가진 것이 판명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교육 대상자가 발견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정기적인 개입(예: 정기진단,
혹은 발견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문가가 개입될 방안에 대하여는
각 부처별로 상세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발견 및 진단도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유아들의 지원을 최대화해야 한다. 셋째, 발견 및 진단체
제를 총체적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예를 들어, 관련 부처 간의 진단을 위한 협력 체제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각 부처 간의 지
방자치단체 행정관할 기관들의 협력 및 연계체제를 마련하며 해당 역할의 책임자를 명시한
다. 유아특수교육 실행 부처에서는 지역교육청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차원에서의 담당자
를 구성하여 타 부처와의 협력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담당자는 지역교
육청 혹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담당자를 두어 진단 수행 전문가
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부모에게 알리고 유아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개별화교육계획 팀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한다. 넷째,
발견 및 진단평가 할 전문가 자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전문인 양성 방안에 힘써야 할 것
이다. 다섯째, 보호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할 각종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모
의 자의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안 강구한다. 의무교육 대상자를 부모에게 통보할 경우 부모
가 가질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가장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
을 위한 교사의 교육이 필요함으로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판별을 위한 각계각층의 홍보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대상자 발견 및 진단․판별이 진행되고 특수교육 제공 여부가 결정이 되면 되도록 빠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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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위해서 IFSP나 IEP를 작성할 팀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그 연계방안 내지는 협력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여덟째, 발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정
을 포함하여 발견될 가능성의 기관들 간의 발견시스템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 의료센터, 보육시설,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가정, 동사무소 등
의 연계 등. 또한, 발견 즉시 진단․판별이 이루어지도록 의뢰할 곳과의 연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홉째, 발견-진단․판별-지원내용 및 배치 결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
로, 그것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치의 최종 결정자는 발견
및 진단․판별, 서비스의 지원내용 결정, 개별화교육계획팀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새로운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등을 하
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의 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기관의
역할공백을 없애고 일의 중복을 막으려면 기관간의 이음새 없는 긴밀한 협력이 최우선 과
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과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5. 교육지원
1) 교육지원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
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
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
원과정이나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
영아가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
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제2조제6호의 규
정에 따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
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
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영아란 장애만 가진 영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지체 및 발달에
위험을 가진 영아들 또한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 3세 이하의 지원은
다학문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교육, 보육, 상담, 가족지원 등의 면을 복합적
으로 지원할 보다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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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해 본 논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화가족지원계획
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그 안에 총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을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
하여 지원에 원활함을 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관련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만 3세 이하 영아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서 영아 교육지원 환경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제도적 차원에서 뚜렷이 계획되어야 한다. 다섯째, 영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일반 운영에 따
른 다양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의 선정과 제공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교육프로그램의 연장화 및 다양화에 따른 질 관리 방안이다. 여기서 교육과 보육의 연
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동시에 부모나 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다 나은 다양한 지원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담당자의 선정과 시간, 서비스
연계 방법 등이 효율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만3세 이
하 영아 교육지원을 위한 유아특수교사 수행능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른 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2) 통합교육
제2조제6호.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19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
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통합교육은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는 물론 일반 영․유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발달을
장려하는 교육환경이므로 일반유아교육과의 제도적 협력은 매우 긴밀해야 할 것이다. 법
상으로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내용인 입학허가, 교육가정 운영,
교사의 질제고 등이 언급되어 통합교육의 실행을 보증하도록 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
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은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재구조화, 장학, 통
합교육 연구회 활성화와 같은 소위 “통합교육 행정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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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실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자는 영․유아기 대상자를 위한 통합교육 실천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을 유아통합교육의 장소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을 적극
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유아교사와의 협력을 위한 유아교육과의 행정적인 협
력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에게
적절한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위한 연수 및 직전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반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규
정에 따른 유아특수교육 인프라 구축 및 통합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행정 및 제도적인 방
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유아특수교육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참조: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특히, 일반유아교육 현장에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배치될 경우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며, 일반유치원에 유아특
수교육대상자가 입원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교육을 위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예: 유아특수교사의 배치, 교재․교구비 지원 등) 교육지원의 질적 제고를 꾀할 제
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통합교육의 실제 운영에 대한 각종 행정지침이 법적 및 제
도적인 근거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
습계획, 다양한 관련서비스 지원, 학생배치 비율 조정 등의 학교재구조화 방안 등) 여섯째,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교육대상의 질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책
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일곱째, 교사의 통합교육 수행의 질 제고
를 위하여 교원양성과정, 교사의 연수 및 장학지도에 관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여덟째,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체제의 통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3) 교육과정 운영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영아
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
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
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생활연령과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
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발달기는 영․유아에게 있어 성장 가능성의 최적기이다.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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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발달을 위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계획된 교육적 자극으로는 유아기 발달의 최대
화를 그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Feuser, 1989). 학습이 인지적
발달과정으로 국한되어서는 인지에 제한성을 가진 발달지체 영․유아의 교육과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모든 학습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할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습자가 함께 학습할 학습방안으로 지각영역의 체험과정을 학습으로 인정해
야 할 것이다(김성애, 2006; Merleau-Ponty translated by C. Smith, 1999).
그러므로 유아특수 교육과정은 동일한 생활연령의 일반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발달지체
유아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동일한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동일한 활동 속에서 개별적으로 서
로 다른 교육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아특수교사에게는
교육과정 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과교육 직전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사양
성대학의 일반유아교사 및 유아특수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검토․개혁할 것과 교육청 차원
에서의 교육과정 연구회를 활성화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4) 순회교육
제2조 8.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6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
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관련서비
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아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환경 즉 가정, 병원, 보육시설 등
에서 제공될 순회교육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내용으로 그 역할이 주어진다. 즉,
교육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순회교육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교육의 질적 제고를 고려한 다
음의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순회교육 시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방안이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회교육 지원 내용에 관련서비스 지원 및 제공방안의
패키지 구성, 그것의 책임자 규정, 가족지원 실천을 위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0세 이상 영․유아의 가정, 보육시설, 병원 등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는 실제적인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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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한다. 가정의 경우 가족지원,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과의 연계, 병원의 경우 의료지원과
의 협력관계를 가질 행정지침 마련도 중요하다.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순회교육을 위한 수
행능력 제고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만3세 이하를 위한 특수교육 기관의 운
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5. 개별화교육계획
제2조 7. “개별화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
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관련서비스 등
이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의해 계획․수립․실천되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21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관
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 개별화교육은 그 시기와 실시 방안이 다른 특수교육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개별화교육계획에 비해 보다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 내용에는 유아의 발견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배치 및 서비스 구성내용을 담은 IEP를 작
성해야 한다. 특히, 만 3세 이하 대상자를 위한 IFSP도 가족지원을 중요시하는 영아 특수교
육에서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므로 그것의 실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
적인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0세부터 만3세 이하에 발견되어 유아특수교육이
제공될 경우 IFSP를, 3세 이상일 경우 IEP를 계획․제공할 방안을 시기, 구성원, 책임자 등
으로 나누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다학문적 지원체제, 관련서비스 지원 등과
연결하여 총체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화교육계
획팀은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가, 개별화교육계획의 주관은 누가할 것이며 소속
은 어디인가, 발견에서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개
별화교육계획의 실행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그 내용으로 규
정되어 실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적용에 두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에 근거한 지원할 서비스의 내
용과 지원방안, 지원강도, 제공할 교육환경, 발달 및 장애 극복에 근거한 목표설정 등의 선
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욕구 파악에 따른 가족지원 방안이 그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개별화교육계획 회의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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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서비스
제2조(정의) 2. “관련서비스”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등을 말
한다.
제28조(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
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
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
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
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
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인적자
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
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
각 정한다. ⑦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
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법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련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이 법에서는 특수교육
에 관련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지원할 내용이나 특
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인 차원의 상황에 따라 관련서비스 내용이 다양해 질 것이다.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특수교육 지원이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교육행정은 교육과정
지원과 함께 매우 정교하고 조화로운 운영 기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영의 복
합적인 지원은 영․유아 특수교육에서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마련은 매우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자는 다음과 방안
을 제안한다. 첫째, 관련서비스가 특수교육 지원에 보다 강도 높게 자리하게 됨으로 관련서
비스 지원을 유아특수교육에서 활용할 다양한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각 관련서
비스별 전문 지원 영역 내지는 역할의 개념을 규정한다. 특히, 상담, 가족지원, 치료 영역의
역할 분담과 지원방법 등을 교육과정 운영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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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적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인력의 직업은 교사의 역할과
충돌․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되게 한다. 셋째, 유아특수교육 내의 교육과
정 운영과 다양한 관련서비스의 이용을 유아별로 가족의 요구별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
록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관련서비스의 지원으로 말미암아 유아특수교육의 다양한 학
문적 접근이 시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특수교육 내에서 상이한 지원 패러다임이
존재하게 되어 지원 간의 협력 보다는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은 물론, 특수교육을 관
련서비스 지원으로 대체해도 될 것이라는 교육 지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오해되어 교육의
본질적인 지향점이 크게 흐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성 간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
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제도적 지침이 요구된다.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마련은 교육지원과 관련서비스 지원이 각각의 전문적인 특성을 보유하면서도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의 최상의 교육지원을 위해 조화로운 지원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다.
여섯째, 일부 관련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의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좋은 질의 지원을 이동
지원을 통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일곱째,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기 및 장
소 그리고 책임자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되 IFSP와 IEP의 실행과 연계하여야 한다.

7. 교사의 자질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해 특수교육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의 자질에 관하여서는 앞 서 여러 군데서 강조되었다. 그러한 강조는 유아특수교육
의 실천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공교육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
으로 유아특수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본 논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양성과정의 평가
및 프로그램 재구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사의 수행능력은 인간에 대한 이
해, 인간중심의 교육자 태도, 발달기 영․유아의 최상의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능력, 일반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가족지원 능력, 다학문 협력체제 관리 능력, 지역사
회 자원 활용 능력, 발견 및 진단 과정을 관리할 능력, 유아의 교육수행 및 지원을 위한 교
육진단 결과해석 능력,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능력, 통합교육 수행능력, 유아특수교
육 정책 입안을 위한 의견제공 및 비판 능력 등 매우 다양하다 할 것이다. 둘째, 특히 의무
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수혜자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특수교사가 아닌 다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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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교육수혜자를 지원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므로 교육제도권 안에서 유아특수교사 양성
에 대한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8. 국가의 의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
수 6.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
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대책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의 강
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비스 지원대책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긴밀
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유치원 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에 따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실행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의
무는 매우 강화되었다고 본다. 본 논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한
유아특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최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할 제도적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유아특수교육의 실천을 위한 빈약한 인프라를 직시
하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나타날 수혜율의 증가에 대비해 최상의 질 높은 교육지원을 제공
할 인프라 확장에 전력할 제도적 방안을 충분한 재정 확보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발견에서 지원
까지의 과정마련; 최대한 통합된 지원환경 보장 방안; 지원의 다양화 방안; 지원을 위한 교
사의 질적 양성 관리방안; 전문가 간의 협력체제 확립 방안; 행정부처간의 협력 방안; 협력
체제 구축 시 이중․중복지원 관리 방안;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지원 전문가 간의
역할 혼동 방지 방안 등이다.
9. 학교 외 기관에서의 지원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

- 131 -

유아특수교육연구, 제7권 제3호

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
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지역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법에서 나타난 또 다른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발견에서부터 배치, IEP계획, 교육지원 등 다
양한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특수교
육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도록 제도적인 방향 전환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다른 특수교육 내지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단일
교육기관과의 지원서비스 중복이나 지원의 공백, 또한 지원 내용이 형식적일 수 있는 것 등
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자는 효율적인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제안한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나의 조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구화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경우 그 최고 운영자를 지정하는 부분과 조직
체계도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다양한 역할 확대를 위한
조직체제의 구성과 그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 둘째, 특수교육지원
센터가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발견부터 진단 및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 과정을 상
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할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전문 지원인력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곳에 배치할 것인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게 할 것
인지,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별 전문성 및 자격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등의 상세한 내용
을 담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행정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그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본 법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모든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및 진단을
지원․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과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제
3의 기관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협
력할 방안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보호자의 절차상 청구권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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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
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한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이하내용생략)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
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제28조에 의한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
업참여 배제,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작성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법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내용으로는 보호자의 절차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다. 이것을 계기로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특수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전문가의 주
도에 의해 움직여 오던 것이 당사자 내지는 가족 중심으로 바뀌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절차상의 청구권이 강화된 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유아특수교육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가족의 참여와 가족지원의 실천이 강
화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 때, 이 규정은 유치
원과정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실행 속에서 부모 및 가족이 자녀를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
로 인정하는 과정과 교육환경 선택, 그리고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의 결정에서 나타날 교육
공급자와 부모 및 가족이 빚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모의 욕구와 의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에 관
한 내용을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에게 최대한으로 알릴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를 통합교육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 배치시킬 권리; 부모가 자
녀의 지원내용을 결정할 권리; 부모가 자녀의 지원 결과를 관리할 권리; 부모가 자녀의 최
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지원 받을 권리; 국가가 자녀를 최상으로 지원할 의무;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기록을 열람할 권리; 자녀의 기록을 허락 없이 다른 전문가와 나누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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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최상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담당자와 협력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사항 등이 모
든 것을 내용으로 담고, 다양한 의의 신청을 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행정지침을 마
련하고 그 내용을 홍보한다.

Ⅳ. 결 론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해석된 특수교육법이 당사자의 참여 차원에서, 유아의 발달차원
에서, 인식론 차원에서 발달지체 유아의 교육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술된다.
우선, 당사자의 참여 면에서 특수교육법은 다양한 조항에서 유아특수교육대상자 부모 및
가족의 참여권과 선택 및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유아특수교육 전문가와 가족이
하나의 파트너가 되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계기로 만
들 수 있다. 하지만 법상에는 교육기관과 가족의 힘의 균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교육 결정권의 무게중심이 가족에게로 쏠려 가족의 무리한 요구에 교육기관이나
교육제공자가 끌려가는 양상을 보일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교사와 가족이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동등한 질의 파트너로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둘째, 유아의 발달권 보장 차원이다. 특수교육법이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질적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자는 특수교육법이 교육대상자의 최상의 발달을 보장할 내용과 그렇지 못할 내용을 동시
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수교육의 정의의 모호성, 통합교육을 지향하
면서도 분리교육 현장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선정하여 질 좋은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소지
를 만들어 두는 것, 교사의 자질을 언급하면서도 단순히 교육과 연수를 해야 한다는 항목
만 나열하여 그 구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등의 내용들은 유아특수교육의 질을 담보하
지 못할 부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교육법이 통합교육의 기회부여 및 질적 운영의 강
제성, 다양한 관련서비스 지원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가족참여 및 결
정권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아특수교육이 현재보다 훨씬 질 높은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법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갈등요소들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적 인식론적 차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개
념정의를 결손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온전한 개성창출의 인식자로 인식할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 즉, 교육대상 유아가 그의 발달을 최대화 하고 그가 창출한 인식을 보편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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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인 일반유아와 나눌 장을 마련하여 일반유아의 인식을 한층 더 확장시킬 동력의 존재
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통합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특수교육법
은 통합교육의 철학과 실행을 위한 완전한 장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통합교육은 유
아특수교육 차원에서만의 노력으로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 일반 유아교육
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수교육법에는 일반유아교육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대
한 근거마련이 모호하여 일반 및 특수교육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확실하게 담보할 근거
를 마련할 수 없다. 아울러 특수교육법에는 통합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행정지원체계
마련이나 학교 재구조화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통합교육의 실행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한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법이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제공하는 제도적 과제는 상당히 많다. 첫째,
만3세 이하의 교육과 만3세 이상 의무교육의 차이성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과 만3세 이하
교육에서 만3세 이상 교육으로의 전이(transition) 계획이다. 만3세 이하의 교육과 만3세 이상
의 교육은 교육환경 면에서나 교육 중점 내용 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육에 처한 영․유아들이 발달기에 제공되는 상이한 교육환경 사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 행동이나 학습 면에서 문제를 보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충격을 아울러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어울리는 제도적 교육환경을 구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관련서비스 지원과의 연계(다학문적 협력)에 따른 복합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관협력이다. 유아특수교육은 다학문적 접근이어야 한다. 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할 전문가들
은 다양할 것이다. 발견 및 진단부터 지원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학문적인 전문가가 참여한
다. 전문성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은 개별 영․유아의 최대한의 발달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
고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팀웤 속에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유아특수교육은 복합
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으로나 부처 간의 협력체
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기관협력이 요구되는 유아특수교육의 시
스템 운영의 주도기관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특수교육 대상자가 본격적인 지원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을 관련 부처와 그에 속하는 관계 기관이 어떻게 “물 흐르는 듯한”, “이음새 없는” 운
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각 부처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부처의 역할을 초월한
부처 간의 협력체계를 위한 원리적 끈 들을 엮기 위해, 각 부처마다의 관련법(모자보건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이에 합당한 내용
의 언급과 협력방안이 구상되어야 한다. 셋째, 가족참여 및 지원, 보육과의 연계이다. 유아
특수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가족지원이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 실제에서는 가족지원은 고사하고 부모의 교육에 참여하
는 정도도 매우 부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법은 이러한 우리의 교육 속에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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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가족참여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것
은 0세부터 유아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가정도 만 3세 미만의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는 것, 특수교육에 가족지원을 관련서비스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가족지원은 가족복지를 품고 있다. 가족의 욕구 안에는 자녀의 교육적 욕구
충족을 위한 요구 뿐 아니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 받고자 하는 요구도 함께 들어 있
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유아특수교육은 보육과의 연계성을 강력히 필요로 한다. 유아특수
교육 대상자의 보호를 전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은 무리다. 우리 사회의
건강이 개별 가족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해당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별 가족에게 맡기기에는 그들이 떠안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다.
여기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에게 ‘교육적 중재’와 ‘보육지원’의 분
명한 구별이다. 유아특수교육은 그 질적인 제고 면에서도 ‘보육’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이 장애의 극복이나 제2, 제3의 장애의 예방, 그리고
발달지체의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데에 있다면, 양질의 지원서비스 체제가 준비되어야 하
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물론 보육 현장에서도 유아특수교육은 가능하
다. 그것은 유아특수교육이 보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아가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곳’에 유아특수교육 지원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법에서 유치원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증가될 유아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기준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있는 의무교육 대상 유아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혹시라도 보육과 교육이 혼동을
빚는 일과 그와 관련된 지원에서 “낮은 질”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부처 간
의 협력, 부처별 고유 역할의 확인과 부처별 역할 중복으로 인한 갈등요인 제거, 가장 좋은
질의 지원제공을 위한 협력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유아특수교육은 개별 영․유아를 위한 하나의 최고의 질을 가진 “시스템”으로 역할 해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자신의 발달권 보장과 통합된 사회에서의 자아
실현을 이룩하기 위해서 조성되어야 할 최고 양질의 시스템 조성의 일차적 책임자인 제도,
특히 특수교육법은 상술된 모든 내용의 유아특수교육 관련 과제를 해결할 심도 있는 방안
마련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유아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들이 학문적으로 충분히 논
의되어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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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al Tasks & Their Solutions
on Futur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Based
on the New Special Education Law in Korea

Sung Ae Kim

The Article shows effects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from the new Special Education Law
and suggests new tasks and their solution on futur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s a
consequence of the law. First of all, the author describ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terms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family-participation, basic child development, and roles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post-modernism, so that it becomes a view points on the new special
education law. Discussed subjects are definition of children special education needed; definition 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pecial teacher, special education institutes; carrying out
child-finding & evaluating; educational supports; inclusion; curriculum management; IEP; related
services; higher qualified teacher; the political duties; supports from non-school institutions; due
process etc. As a result, the study describes on the bright sides of the law, and the negatives as
well, in terms of promotion of family participation and self determination, facilitation of child
development.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Law,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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