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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국의 유초중등 특수교사 8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방안과 학교과정별로 의견의 차이를 조사하였
다. 연구 결과,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순회교육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되 담당 학생 수를 1-3명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자
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업 시수도 최소화하는 한편, 적절한 처우와 보상에 대한 대
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통
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이나 역할 수행을 위한 체제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 마련, 지침과 매뉴얼
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제도 운영 방안 및
이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 일반학급 배치, 통합교육 지원교사,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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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철학을 넘어 보편적이고 타당한 실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해
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66,499명으
로 2018년의 64,443명에 비해 2,056명이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특히, 일반학급에서 전
일제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 5,110명에서 2019년 15,68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한국교육개발
원, 201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16.9%, 일반학
교에 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3.6%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는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부터 일반학급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환경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과 배치는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정도나 학부모의 요구 등에
따라 일반학급에서 전일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관
계없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반학급 수업에 전일제로 참여하게 되
는 경우로 주로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고 학령기 인구가 적은 농어촌이 해당한다.
이러한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배치는 완전통합이라 언급되기도 하지만 완전통합이란 특
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를 위하여 학생 개별적인 요구가 일반
교육환경 내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되고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이원화된 서비스가
아닌 하나의 체제 내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교수하는 것(Fuchs &
Fuchs, 1994)을 전제한다고 볼 때, 현재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물리적 통
합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의미 있는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을 통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효과적인 통합교육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통합학급에
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숙향과 이효정(2017)에 따르면 전체 1,737명의
유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중 54.7%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특수학급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에 대한 중요성과 실행 정도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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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반면 통합학급에 대한 수업지원은 실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들은 통합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수업을 단순한 참여에 의미를 둔다고 보고하였
으며(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조성지, 박승희, 2018), 많은 경우 통합학급 수업에 대
한 것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승희, 이효정, 허승준,
2015; 전은영, 노진아, 류명옥, 2015).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들은 특수교육 관
련한 장애 영역과 지원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이지선, 박승희, 2009; 전은영, 노진아,
류명옥, 2015)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통합
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은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권현수, 2016). 이러한 상황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특수학급 배치 학생들에 비해 실제적으로는 더욱 제한적인 여건에
놓이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교육현장은
입시로 인해 더욱 경쟁적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며 교과별 구분과 전문성이 명확해 지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있어 통합교육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박은혜, 이대식, 진창원,
2015).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5조 1항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해서도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관
련서비스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특수학급 미설치교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를 통해 직ㆍ간
접적인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회교육 시간의 부족과 공간적인 제약, 순
회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다른 업무와의 중복으로 수업 준비의 부족, 통합학급교사와
의 협력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시현, 2013). 그리고 순회교육에 대한 다
른 규정들이나 운영이 학교를 출석하지 않는 재택(분리교육형) 순회교육을 중심으로 제시
되어 있고 학교를 출석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일수나 규정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
게 제시된 바가 없어 순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뿐만 아니라 순회교육 미신청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교육적인 성과를 최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혜정, 2015; 한혜진, 2013).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인 경우에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은 학
교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특수학급 설치교의 경우에는 순회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은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을 지도하
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지도하기에는 여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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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거나 그들이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ㆍ학습
지원이나 사회적 관계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통합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를 산정하는 특수학급
의 학생 수에서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제외되어 실제로 특수학급의 특
수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
우도 많아 특수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의
실제와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명확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반학급 배치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가 부족하여 현장에
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
안 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박민희, 2016; 박진영, 2018; 이은별, 2019; 정주한, 한경근,
2012).
이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에서는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교
원 연수 등을 통한 일반학교의 관리자와 일반교사 및 특수교사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
는 한편, 특수교사의 증원을 통한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통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7).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전일제로 일반학
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사로서, 일반학급 배
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통합교육형 순회교사를 말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5차 특수교
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우선적으로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순회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최대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새로운 직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활용하
여 통합교육형 순회교사 제도를 특성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합교육 지
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의 철학을 실현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의 과정
에서 모든 관련인의 노력이 최선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는
통합교육을 향한 변화의 과정을 준비하고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도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
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된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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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교육 제도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
구에 적절한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과
관련한 경력, 연수 이수 등의 자격,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배치와 소속, 담당 학생 수나 시
수 등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기준, 근무조건에 대한 제도적인 운영 방안, 법적인 근거 등
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통합교육을 위해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고 업무를 수행
하게 될 특수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
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
생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국
의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공문을 발송하여 특수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
록 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수는 총 809명이었다. 이 중 여성과 남성의 비
율은 각각 86.8%와 13.2% 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42%, 40대와 20대가 각각 24.2%,
23.4%의 순으로 나타났고 50대가 10.4%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학사가 73.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통합교육 경력은 1-6년 미만이 46.5%로 가장 많았으
며, 소속 기관은 특수학급이 94.2%, 담당과정은 초등과정이 55.6%로 가장 많았다. 설문 조
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기본 인적사항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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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수교사의 기본 인적사항
구분
성별

연령

최종학력

통합교육 경력

소속기관

담당 과정

(N=809)

내용

응답자수 (명)

백분율(%)

남

107

13.2

여

702

86.8

20대

189

23.4

30대

340

42.0

40대

196

24.2

50대 이상

84

10.4

학사

597

73.8

석사

205

25.3

박사

7

0.9

없다(0-1년 미만)

154

19.0

1-6년 미만

376

46.5

6-11년 미만

138

17.1

11-16년 미만

80

9.9

16년 이상

61

7.5

특수학급

762

94.2

특수교육지원센터

26

3.2

교육청

16

2.0

기타

5

0.6

유치

85

10.5

초등

450

55.6

중등

274

33.9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
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 개발을 위
해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현황과 요구,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과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권현수, 2016; 박
승희, 홍정아, 최선실, 2012; 이숙향, 이효정, 2017; 이시현, 2013)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와 별도로 이루어진 특수교사와 전문직,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그룹 면담의 분석 내용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 현장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 협의회를 통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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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질문지는 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과 특수교사 2명(석사 이상)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토의견으로는 1) 일부 표현이 모호한 문항의 수정과 2) 유사
한 문항의 통합, 3)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제도에 맞추어 연도 또는 기간 표기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9개 문항(주관
식 8개 문항과 자유의견 1문항)과 인적사항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표 2> 특수교사용 설문지 구성
영 역

문항 수

응답 방식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및 행정지원

8

선택형, 기입형

자유의견

1

기입형

개인 인적사항

10

선택형

계

19

3. 자료분석
설문 조사 응답 결과는 자료분석을 위해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크리닝 과정을 거쳐 설
문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 중 결측치가 있는 표본 2개가 있었으나
해당 표본들은 한 개의 선택문항에서만 미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에 포함하기로 하
였고, 최종적으로 809개의 표본을 분석하였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특수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 형태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사들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410명, 50.2%)’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에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에 상주(355명,
44.2%)’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더 많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 7 -

통합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표 3>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 형태
(N, %)

내용

학교과정별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

1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26(29.4)

240(53.0)

144(52.2)

410(50.2)

2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에 상주

57(68.2)

184(40.9)

114(42.3)

355(44.2)

3

기타

2(2.4)

26(6.1)

16(5.5)

44(5.6)

85(100.0)

450(100.0)

274(100.0)

809(100.0)

전체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 형태에 대해 ‘일반
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에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에 상주(57명,
68.2%)’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 수에 비해 순회지원(26명, 29.4%)’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등 교사들과는 다른 의견으로 초등과정 특수교사들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240명, 53.0%)’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배치학생이 1명
이상일 경우에 학생수와 상관없이 학교에 상주(184명, 40.9%)’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보
다 더 높았으며, 중등과정 특수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144명,
52.2%)’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에 상주(114명, 42.3%)’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 형태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통합교육 지원교사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특수학급 교사 추가 배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만 배치, 일반학급 배치학생의 인원수, 장애정도,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마다 지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한 학교에 상주해야 혹은 순회지원, 학생의 장애 정
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 학부모의 지원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치 등으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실정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2.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소속(배치의 형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형태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특
수교사들 410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
(배치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165명, 41.5%)’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지원)청(76명, 19.2%)’, ‘일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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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교)(54명, 13.1%)’, ‘일반학교(특수학급 미설치교)(51명, 12.9%)’ 등의 순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하는 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소속
(N, %)

내용

학교과정별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

1

교육(지원)청

3(12.5)

38(16.2)

35(25.0)

76(19.2)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

5(20.8)

34(14.5)

12(8.6)

51(12.9)

3

일반학교 (특수학급)

5(20.8)

32(13.2)

17(12.1)

54(13.1)

4

특수교육지원센터

7(29.2)

101(43.0)

57(40.7)

165(41.5)

5

특수학교

2(4.2)

7(0.3)

4(0.7)

13(0.8)

6

거점센터 (예. 통합교육지원센터)

3(12.5)

30(12.8)

18(12.9)

51(12.7)

전체

25(100.0)

242(100.0)

143(100.0)

410(100.0)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들 중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
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배치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7명, 29.2%)’
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학교(특수학급 미
설치)(5명, 20.8%)’, ‘일반학교(특수학급)(5명, 20.8%)’ 등의 순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
치하는 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서 초등과정 특수교사들 중 통합교
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배치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한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101명, 43.0%)’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
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지원)청(38명, 16.2%)’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일반학교(특
수학급 미설치)(34명, 14.5%)’ 등의 순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하는 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등과정 특수교사들 중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배치의 형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지원센터(57명, 40.7%)’에 배치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지원)청(35명,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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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거점센터(18명, 12.9%)’, ‘일반학교(특수학급 설치교)(17명, 12.1%)’ 등의 순으로 통
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하는 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3.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운영형태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특
수교사들 410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
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통합교육 지원교
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는 ‘1-3명(213명, 51.9%)’이 적절하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명(148명, 36.5%)’이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
(N, %)

내용

학교과정별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

1

1-3명

18(72.0)

133(54.9)

62(44.0)

213(51.9)

2

4-6명

5(20.0)

85(35.2)

58(41.1)

148(36.5)

3

7-9명

0(0.0)

14(6.1)

11(7.1)

25(6.1)

4

10명이상

0(0.0)

5(2.1)

7(4.3)

12(2.8)

5

기타

2(8.0)

5(1.7)

5(3.5)

12(2.8)

25(100.0)

242(100.0)

143(100.0)

410(100.0)

전체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중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
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3명(18명, 72.0%)’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6명(5명, 20.0%)’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초등과정 특수교사들 중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3명(133명, 54.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4-6명(85명, 35.2%)’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중등과정 특수
교사들 중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지원 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
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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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3명(62명, 44.0%)’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6명(58명, 41.1%)’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할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에 대한 특수교
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배치, 학
교 수나 학생 특성에 따라 배치 결정 등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만일 통합교육 지원의
역할만 한다면 학생의 통합교육 참여도를 참조해서 학생 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
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경우 2명 이하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4.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주당 책임 수업 시수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주당 책임 수업 시수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한 결과, ‘주당 3시간(216명, 26.7%)’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학기당 10시간 이하(209명, 25.8%)’, ‘주당 2시간(152명, 18.8%)’ 등의 순으로 적정
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주당 책임 수업 시수
(N, %)

내용

학교과정별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809)

1

학기당 10시간 이하

24(28.2)

108(24.1)

77(28.1)

209(25.8)

2

주당 1시간

18(20.5)

55(12.3)

33(12.4)

106(13.1)

3

주당 2시간

20(24.7)

80(17.7)

52(19.0)

152(18.8)

4

주당 3시간

17(19.6)

129(28.7)

70(25.5)

216(26.7)

5

기타
전체

6(7.0)

78(17.2)

42(15.0)

126(15.6)

85(100.0)

450(100.0)

274(100.0)

809(100.0)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학기당 10시간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4명
(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당 2시간’(20명, 24.7%)’, ‘주당 1시간(18명, 20.5%)’과
‘주당 3시간’(17명, 20.0%)’ 순으로 응답하였다. 초등과정 특수교사는 ‘주당 3시간(129명,
28.7%)’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기당 10시간 이하(108명, 24.1%)’,
‘주당 2시간(80명, 17.7%)’, ‘주당 1시간(55명, 12.3%)’순으로 응답하였다. 중등과정 특수교
사는 ‘학기당 10시간 이하(77명, 28.1%)’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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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70명, 25.5%)’, ‘주당 2시간(52명, 19.0%)’, ‘주당 1시간(34명, 12.4%)’ 순으로 응답하였
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주당 책임 수업 시수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학생의 장애와 통합교사의 요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 학
부모의 희망 등에 따른 주당수업시수가 결정이 필요하며, 또는 협력교수 또는 장애인식개
선교육 등 교육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대상 학생별로 주당 1회 이상은 수업 지원 또는 참관이 필요하며, 통합학급 교사
또는 특수학급 교사와 비슷한 시수(주18시간 이상)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5.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에 대해 조사한 결
과,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354명, 43.7%)’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경력 5년 이상(204명, 25.2%)’,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10년 이상
(197명, 24.4%)’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
(N, %)

내용

학교과정별
유치원

초등

중등

전체

1

특수교육경력 5년 이상

20(23.5)

119(26.5)

64(23.4)

204(25.2)

2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

46(54.1)

188(41.8)

120(43.8)

354(43.7)

3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10년 이상

15(17.6)

113(25.2)

70(25.5)

197(24.4)

4

기타

4(4.8)

30(6.5)

20(7.3)

54(6.7)

85(100.0)

450(100.0)

274(100.0)

809(100.0)

전체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46명, 54.1%)’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
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경력 5년 이상(20명, 23.5%)’,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10년
이상(15명, 17.6%)’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초등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
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188명, 41.8%)’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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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경력 5년 이상(119명,
26.5%)’,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10년 이상(113명, 25.2%)’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
타내었다. 중등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
(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120명, 43.8%)’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경력 10년 이상(70명, 25.5%)’, ‘통합교육(특수학급) 경력 5년 이상(64명,
23.42%)’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경력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
보면, 통합교육 경력 외에도 전문적으로 통합교육을 위해 노력한 경력과 통합교육 관련 의
지와 태도, 철학 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수교육 및 특수학급 경력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특수교육경력 10년 이상, 통합교육 경력 5년 이상
의 경력이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의견으로 많은 경력이 필요한 특
수교육지원센터 팀장에 신규특수교사가 임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반드시 경력 교사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6.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에 대해 조사
한 결과,

‘통합교육 관련 연수 60-120시간 미만(220명, 27.2%)’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209명, 25.8%)’, ‘통합교육 관련 연
수 30-60시간 미만(25.0%)’순으로 연수 경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 <표 8>과 같다.

<표 8>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경력
(N, %)

내용

학교과정별
초등
28(6.1)

중등
23(8.4)

53(6.6)

46(10.1)

28(10.2)

90(11.1)

전체

1

통합교육 관련연수 1-15시간 미만

유치원
2(2.4)

2

통합교육 관련연수 15-30시간 미만

16(18.8)

3

통합교육 관련연수 30~60시간 미만

28(32.9)

99(21.9)

75(27.4)

202(25.0)

4

통합교육 관련연수 60~120시간 미만

21(24.7)

132(29.8)

67(24.5)

220(27.2)

5

통합교육 관련연수 120시간 이상

17(20.0)

125(27.8)

67(24.5)

209(25.8)

6

기타

1(1.2)

20(4.3)

14(5.0)

35(4.3)

85(100.0)

450(100.0)

274(100.0)

809(100.0)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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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 관련 연수 30~60시간 미만(28명, 32.9%)’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 관련 연수 60~120시간 미만(21명, 24.7%)’, ‘통합교육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17명, 20.0%)’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서
초등과정 특수교사는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 관련 연
수 60~120시간 미만(132명, 29.8%)’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
로 ‘통합교육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125명, 27.8%)’, ‘통합교육 관련 연수 30-60시간 미만
(99명, 21.9%)’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중등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
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에 대해 ‘통합교육 관련 연수 30~60시간 미만(75명, 27.4%)’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 관련 연수 60~120시간
미만(67명, 24.5%)’과 ‘통합교육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67명, 24.5%)’이 적절하다는 의견
을 나타내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필요한 연수 경력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통합교육 지원교사들은 매년 혹은 격년으로라도 통합교육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 통합교육 및 상담 관련 연수 120시간 이상의 많은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다
수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수시간보다는 연수의 내용과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원격
연수가 아닌 집합연수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실정을 모르
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통합교육 뿐만 아니라 일반초등교과 관련 연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합교육 연수 보다는 특수학급 경력 등 통합교육 경험이 더 중
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7.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 형태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합교육 지원교사 수당 지원(388명, 48.0%)’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 ‘특수교육 부장 교사 보직 및 보직 수당 지원(177명, 21.9%)’, ‘통합교육 지원교사 가
산점 지원(121명, 15.0%)’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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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 형태
(N, %)

내용

학교과정별

전체

유치원

초등

중등

1 통합교육 지원교사 수당 지원

47(55.3)

213(47.5)

128(46.7)

388(48.0)

2 통합교육 지원교사 가산점 지원

10(11.8)

64(14.0)

47(17.2)

121(15.0)

3 부장교사 보직 및 보직 수당 지원

24(28.2)

103(23.0)

50(18.2)

177(21.9)

4 교사연구년 지원

3(3.5)

48(10.5)

20(7.7)

71(8.8)

5 기타

1(1.2)

22(5.0)

29(10.2)

52(6.4)

85(100.0)

450(100.0)

274(100.0)

809(100.0)

전체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 형태에 대해 ‘통합
교육 지원교사 수당 지원(47명, 55.3%)’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
음으로 ‘특수교육 부장 교사 보직 및 보직 수당 지원(24명, 28.2%)’ 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초등과정 교사들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의 보상 형태에 대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수당 지원(217명, 47.5%)’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 부장 교사 보직 및 보직 수당(105명,
23.0%)’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중등과정 교사들도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
형태에 대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수당 지원(128명, 46.7%)’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 부장교사 보직 및 보직수당 지원(50명, 18.2%)’, ‘통합
교육 지원교사 가산점 지원(47명, 17.2%)’ 순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보상형태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담당 업무이므로 별도의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였으며 여러 가지 중 개인 선택,
성과급 우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순회교사의 형태로 실시된다면
그에 준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되었다.

8.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안
유초중등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
도에 대한 지침 마련(552명, 케이스 백분율 68.5%(백분율 26.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528명, 65.3%(24.9%))’, ‘통합학급교사(일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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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수 강화(418명, 52.0%(19.9%))’ 순으로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0>
과 같다.

<표 10>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안
(N, %)

학교과정별
내용

1 법률적 근거 마련

유치원

초등

전체

중등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빈도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65
(27.5)

76.5

288
(24.0)

64.1

175
(26.0)

63.9

528
(24.9)

65.3

2

통합학급교사(일반교
사) 대상 연수 강화

45
(19.1)

52.9

236
(19.7)

52.5

137
(20.4)

50.0

418
(19.9)

52.0

3

특수교사 대상 연수
강화

25
(10.6)

29.4

141
(11.8)

31.5

65
(9.7)

23.7

231
(11.0)

28.9

4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
도에 대한 지침 마련

53
(22.5)

62.4

317
(26.4)

70.5

182
(27.0)

66.4

552
(26.1)

68.5

5

통합학교 관리자 대상
제도적 책무성 강화

47
(19.9)

55.3

202
(16.8)

44.9

107
(15.9)

39.1

356
(16.9)

44.4

1
(0.4)

1.2

16
(1.3)

3.7

7
(1.0)

2.6

24
(1.2)

3.1

236
(100)

277.7

1,200
(100)

267.2

673
(100)

245.7

2,109
(100)

262.2

6 기타
전체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과정 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
안에 대해 ‘법률적 근거 마련(65명, 76.5%(27.5%))’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
었고, 그 다음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53명, 62.4%(22.5%))’, ‘통합
학교 관리자 대상 제도적 책무성 강화(47명, 55.3%(19.9%)) 순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서 초등과정 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317명, 70.5%(26.4%))’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288명,
64.1%(24.0%))’, ‘통합학급교사(일반교사) 대상 연수 강화(236명, 52.5%(19.7%))’ 순으로 제
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중등과정 교사들은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182명,
66.4%(27.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적 근거 마련(175명, 63.9%
(26.0%))’, ‘통합학급교사(일반교사) 대상 연수 강화(137명, 50.0%(20.4%)’ 순으로 많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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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제도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기타 자유의
견 내용을 분석해보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 관리자와 모든 교사
대상의 연수 등 일반학교에의 정확하고 면밀한 홍보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위치에 대한 보
장, 특수학급 설치교에서의 특수학급 교사와의 업무 분담 명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의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서의 개별화교육을,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통합교육과 장애이해교육을 담당하는 이원체제가 필요하며,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조언하고 지원해 줄 전문적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초중등과정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
도 운영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시,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통합교육 관련 경력을 갖
춘 특수교사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순회
교사의 경우, 신규임용교사 또는 저경력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
우가 많아 우리나라의 교직 문화를 고려할 때 일반교사 자문이나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적
절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 지원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통합학급 수업시간 중 대상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서
개별지원 하는 서비스 유형(pull out) 등 통합교육 실효성과 관련하여 효과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현집, 2010; 김혜정, 2015; 한혜진, 2013). 통합교육 지원은 특수교육대상학
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교육과정에 접근하고, 학교와 학급의 구성
원들과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
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일반교사들과의 협력과 자문 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인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학생 및 학교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및 특수교육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순회교육 형태
로 근무하게 될 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통합교육 지원
교사의 교직 경험과 역량은 통합교육 지원의 효율성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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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적절한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로 배치되
기 전에 통합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교육 순회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순회교사들의 경
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일반교육과정의 교육내용지식(PCK) 및 교수전략, 보
조공학 등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적절한 직무 연수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김혜정, 2015). 효과적으로 통합교육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필요
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 연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기타의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연수는 일정 연수를 이
수한 자에 대한 자격 부여 보다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전연수로 진행되어 통합교육 지원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 및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일반학
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만큼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및 교수 적합화, 협
력교수 등에 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권현수, 2016; 김혜정, 2015; 이숙향, 이효
정, 2017),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학교과정별 특성에 따라 실제 적용 가능한 방안들로 구
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기존의 특수학급 교사와 비교하여 직접적인
교수보다는 일반교사, 학교 관리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등 여러 관련인들과 협력하
고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역할이 주요할 수 있으며, 특정 학교에 소속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하여 여러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여러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
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에서는 협
력 및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성애, 2008;
김주혜, 2009; CEC, 2004).
셋째,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과
배치에 대해서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순회교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2%,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로 나타났으며, 순회하는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소속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적절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요구, 혹은 전학 및 졸업 등의 현실적
인 측면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
상학생 수 혹은 장애 정도를 고려한 순회 배치는 중간적인 단계이며, 궁극적으로는 통합교
육 지원교사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상주하는 것
이 이상적일 것이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사와는 다르게 순회교육보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 상주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치원의 수업은 활동중심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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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운영되고, 1교실 2교사 또는 협력교수 형태 등의 통합교육 지원이 초중등보다 보편화
되어 있어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순회할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미설치교를 우선으로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하되 학교별 상
황에 따라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수학급 설치교에도 통합
교육 지원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학교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제안
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특별한 지원
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로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
는 모든 일반학교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추연구, 2011), 독일과 같이 1교실
2교사 제도 등의 체계를 갖추어(이주화, 2011) 통합학급에서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
력이 용이하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와 책임 시수는 일반학급 배치 특수
교육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상황에 따라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순회교육 실태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순회교사들이 담당하는 학생들
은 약 5-6명으로 특수학급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순회교육 횟수는 5-10
회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서종숙, 2002; 한혜진, 2013). 이는 5개 이상의 학교를 다
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 협력해야 하는 순회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개별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담이 되며, 일반교사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계획
하고 통합교육을 이끌어 가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는 통
합학급교사를 위한 자문, 학부모 상담,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 등 일반학급 배
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교수보다는 통합교육을 위한 간접적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근무 조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
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 지원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한 학교 수와 거리 등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에서 제시된 학교과정별 학급당 인원수도 장애의 중도 중복화, 교육의 효율성 등
에 대한 이유로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영국(추연구, 2011)이나 독일의 사례(이주화, 2011)
에서와 같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및 사회적 관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교육 시간 외의 역할들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담당 학
생 수와 책임 시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줄이
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 -

통합교육연구 제15권 제1호

다섯째,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며, 통합교육 지원교사 수당 형태의 보상 혹은 부장 교사의 보직과 함께 보직 수당을 제
공함으로써 통합교육 지원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역량 있는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를 위해서는 담당 역할에 대응되는 합당한 처우 및
인센티브,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한 여건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
재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팀장 및 순회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실제 담당 업무에
서 요구하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집,
2010).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통합교육 지원교사 보상 체계 중 가산점 지원에
대한 응답이 수당 지원이나 보직 부여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성과급 등에서의 고려 등
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특수학급 교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승진과 보상체계의 미흡으로 보고한 김애영과 이승희(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
에서 해석될 수 있다.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에
서 요구하는 경력과 능력을 갖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
터 업무에 대한 조정 및 방학 중 근무 등에 대한 조건 등이 현실적인 상황 내에서 협의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담
당 역할에 대응되는 합당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명확한 지침
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교육 지원
교사의 개념, 임용과 선발, 배치와 소속, 담당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역할과
책무성, 연수 등에 대해 통합교육 관련 법 조항 개정 및 제도적인 지침이 체계화되어야 한
다. 현재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에서 특수교사들의 우려와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으
로 법적인 근거와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투입이 될 경우
본질적인 역할보다는 특수교사가 보조인력처럼 인식될 수 있으며 통합교육 지원교사 개별
적인 역량에 따라 통합교육 지원의 질이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순회
교사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규정이나 지침은 재택(분리교육) 순회교
육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통합 상황의 순회교육 지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
이다. 영국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SENCO)의 자격과 역할을 교원양성위
원회(Teacher Training Agency)와 SENCO의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지원교육 코디
네이터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 지역별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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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구, 2011). 이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 제도 운영
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자격과 역할, 운영 방침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곱째, 통합학급교사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간 협력 관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통합교육 상황에서 특수교육적 서비
스를 요구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이것은 통합학급 교사와 통합교육 지원교사가 함께 특
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해 책무성을 가짐을 의미한다(김희규 외, 2019). 통합교육
의 성공적인 실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교사에게서 발
견되는 주인의식의 결여가 지적되면서, 그들 간의 협력 관계 형성이 통합교육의 질적 성과
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다(Odom et al., 2001; Snell & Janney, 2005). 특수교육대
상학생의 통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지원교사와 통합학급교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통합학급교사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간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통합교
육 운영계획의 준비와 실행, 평가 단계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
상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준비와 실행, 평가 과정에서의 공통의 책무성과 협력을 강화하
는 1교실 2교사제 적용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이 요구된다(권현수, 2010). 교사들 간의 협
력이 통합학급교사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위한 체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제시되어
야 한다. 현재 교육부(2017)에서는 ‘정다운 학교’ 운영을 통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력 수업 등의 다양한 협력 모델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초ㆍ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 북(교육부, 2017) 등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확대되고 통합교육의 성과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요구가 아닌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라는 측면에서 일반교육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며, 일반교사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간 협력
관계 조성이 가능한 기본적인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들의 학생임에 분명하다.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통합학급 수업에 대한 상황
과 특수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의 한계,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들의 요구 등을 고려
할 때,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특수교육적 서비스가 필요 없으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투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버리
고 특수교사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과 이를 통한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를 위해서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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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수교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 일방의 노
력이 아닌 일반교육과의 합의 속에 공동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의 확대 배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
의 확대와 모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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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n an Opera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ced in General Class
Kim, Joohye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Kim, Heegyu (Korea Nazarene University)
Park, Chanyoung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the
operation of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system for effective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placed in general class and to propose an operation plan of the
system based on this. An online survey to examine the potential detailed pla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system, as well as the difference in
opinions between various school curriculums, was carried out on 809 from preschoo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roughout the nation. The
research revealed that while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s should be placed at the Office
of Education or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to provide support in an itinerant education
form, they should be responsible for only between 1-3 students and have their class hours
minimized. Moreover, it suggested that the relevant measures for the appropriate treatment and
compensation will be required. Moreover, the need to prepare a structure and the relevant legal
basis and develop a guideline and manual for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s’ roles and
role fulfillment was suggested for the realistic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system. Based on the results, an operation plan for the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system and relevant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general class placement, inclusive education support teacher, inclus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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