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009, Vol. 9, No. 2, 43-73.

장애 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한 민 경*․ 이 미 숙**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통합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의 실제
및 유아통합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중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관찰경험이 있으며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유아들을 통합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마친 예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
담을 실시하였으며, 삼각측정을 위해 심층면담자료와 더불어 예비유아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안, 반
성적 저널, 아동 관찰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문제에 관련된 각각
의 주제어들을 상위 특성들의 의미로써 재범주화 한 후, 맥락에 따라 분류된 하위주제를 토대로 연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하기 전 형성하
였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이상과 통합교육의 현실의 차이와 의 괴리 속에서 유아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인적 및 환
경적 요인들에 의해 장애유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비교적 방치되는 경향이 크다고 인식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
하였으며, 성공적인 유아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교수능력을 갖
춘 유아교사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정책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종합
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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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특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아교육분야에서도 일반학급 환경에 배치된 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연구한 결과, 어
릴수록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발달정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만
3세 일반 유아들은 장애 유아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과 똑같은 친구로 인
식하고 만 4세와 만 5세의 일반 유아들은 장애 유아를 거부하기보다 그들과 자신의 유사점
을 발견하려는 특성이 있었다(강희연, 2006; 정선진, 2001). 이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
견이 형성되지 않은 유아기에 장애 유아들이 일반 유아들과 함께 어울려 집단생활을 시작
하며, 상호작용을 가장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의미하며(정계숙, 최은아, 김미
정, 2008; 한석실, 김영한, 2007) 유아기의 단계에서 조기에 어떻게 올바른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전달할 목적으로, 국내에
는 유아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학 내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특수교사들이 더 이상 특수학교와 같은 분
리된 환경에서 장애 유아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합된 환경에서 장애
유아를 교육하고 일반 유아 교사들과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갖도록 요구된다. 또한 유
아특수교사들은 장애 유아의 가족, 일반 유아 교사, 유아의 부모 등과 함께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요구받게 되었다. 이상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변화로 인해 교육과학부는 2009학년부터 유아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전공과목을 의무적으로 개설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특수교육
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대학(교)에 지침을 전달하였다(정계숙, 최은
아, 김미정, 2008).
우리나라에서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됨에 따라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제도화되었고, 장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유아교육기관은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일반 유아를 가르치느냐 특수 유아를 가르치느냐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
라, 교사의 책무는 바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아
동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든 아동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므로, 교사
들은 일반적인 교육적 지식들 이외에도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이나 테크날
러지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지식들을 가질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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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06년 현재 26개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거나, 일반교육과 특수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이중의 유아교사자격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Miller & Stayton,
2006).
특히,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유아의 개념을 발달지
체로 새롭게 정의하며, 유아통합교육의 개념을 특수적인 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으로써
인식하는데 강조를 두었다. 현재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대상으로써 장애 유아의 개념은 유
아에게 특수교육 관련 법률에 명시된 장애 판별기준에 의하여 장애를 지닌 유아로써 표찰
시키며, 인간발달의 가소성을 간과하게 되어, 이들의 발달적 잠재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발달지체라는 개념은 미국 장애인 교육법에서 제시하는 개념으로 유아들에게
장애명이 아닌 발달영역에 있어서의 지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지체를 가진 유
아들이 발달상 적절한 환경에서 유아의 욕구에 맞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서비스
를 제공받을 경우, 충분한 발달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오늘날 유아통합교육은 통합의 수준을 논함에 있어서도 단지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를 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만을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물리적 통합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적, 교수
적,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해되어 지고 있다(DeVore & Russell, 2007).
이러한 유아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 IDEA의 개정판인 2004 IDEI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2004)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는
지역 어린이집(child care)과 유아ㆍ유치원(preschool)에 다니는 출생부터 6세에 해당되는 유아
들이 자연적이며 최소제한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 배치될 것을 법적으로 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연적이며 최소제한환경이라 함은, 장애 유아가 또래의 일반 유아와
함께 지내면서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ADA에서는 유아교사 및 유아보호 제공자들이 비차별 정책에 따라 장애 아동을 통
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한편, 유아통합교육의 실행은 복잡한 과정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ricker, 1995; 원종례, 엄수정, 2007에서 재인용).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들에서 ‘교육의 질
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 재 증명하며 유아통합교육을 실행하는
교사의 자질이 영향이 절대적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통합교육의 의의, 필
요성 및 일반 유아 및 장애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
지고 있을 때, 질 높은 유아통합교육이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양진희, 2005, 이승연, 2007;
정계숙, 고지민, 2001; 정채옥, 2006; 오승인, 정진자, 2008; Gunsberg, 1991; Ramsey & Williams,
2003; Robert & Zubrick, 1992; Weiner, 2003).
이들 연구들에서는, 통합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일반 유아교사
가 가지는 장애 유아 통합에 대한 인식(원종례, 엄수정, 2007; 양진희, 2005b; 양진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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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sse, Wesley, & Keyes, 1998), 일반 유아교사와 특수(유아)교사의 협력 과정의 질(박소영, 신
현기, 2007; 정영용, 조윤경, 2008),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김미정, 1995)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는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권창길, 2005; 원종례, 엄수정, 2007).
통합교육의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은 일반 유아교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교사 자신부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교실
에서 진정한 의미의 장애이해 교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장애 유아의 적극적 참여를 지지
할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태도는 학급전체가 장애 유아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오승인, 정진자, 2008; 원계선, 정경희, 이진숙, 2006; 양진희, 2005b, 이승연,
2007; 정계숙, 고지민, 2001; 정채옥, 2006; Gunsberg, 1991; Ramsey & Williams, 2003; Robert &
Zubrick, 1992)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권창길, 2005;
김미수, 2007; 임병미, 2003; 위미경, 2006; 최지영, 2001; 홍유숙, 2003)을 살펴보면, 통합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태도 및 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 유
아와 일반 유아가 분리된 상황에서 교육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통합교육이 장애 유
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교육이 장애 유아 및 일반 유아의 사회성 및 또래관계, 이타심, 독립성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다른 연구들(이소현, 부인앵, 2004; 이승연, 2007)에서 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통합의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장애
유아를 자신의 학급에 배치 받았을 때 당황스러움과 장애 유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도해
야 할지 몰라 혼란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이 보고되고 있다. 장애 유아의 통합
교육에 대한 일반 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장애를 가진 유아들의 지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며, 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효능감이 매우 낮다고 느끼고
있었다(김명희, 1992; 정수경, 2005). 이에 대해 일부 연구들(김은영, 2001; Mandel & Strain,
1978)에서는 예비 및 현직교사가 장애 유아를 교육했던 경험의 질(quality)이 장애 유아 통합
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은 유아교사양성과정 및 현직
교사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를 성공적으로 지도할 만한 충
분한 준비와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음에 기인할 수 있다(이승연; 2007; 정수경, 2005).
이와 더불어 교사의 태도 및 전문지식들의 요소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의 경험에서 가장 많
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바람직한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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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교육과정 개발능력, 교수전략 및 기술들을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위미경, 2006; Tumbull, Winton, Blacher & Sallcind, 1983). Smith & Smith
(2000)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장애통합에 요구되는 단순한 교수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유아
통합교육 실습경험을 통해 미래의 유아통합교육을 이끌어갈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와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아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인 교사의 장애
통합에 대한 태도, 인식 및 책임은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예비교사들이 경험하는 교육내용
및 유아통합교육의 총체적인 경험 간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유
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제 장애 유아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을 경험하며 통합교육의
실천에 대한 자신만의 태도 및 의미를 형성하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교육현장은 교사들
의 이론적 지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불
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을 특징으로 하므로(서경혜, 2005, Schön, 1983), 실제 교
육현장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훨씬 역동적이며 복잡한 과정이다(Sanders & McCutcheon, 1986).
예비유아교사에게 교육실습이란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사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비
롯하여 배움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독창적으로 찾아서 적용하는 총체적 과정을 경험하는 배움의 장이다. 특히 이러한
실습의 경험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형
성하게 되며, 이후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 중요성과 더불어 현장에 있는 실제 일반교사들이 통합에 대하여 어
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수행된 바가 있지만, 예비유아교사들이 통
합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특히 통합된 교
육현장에서 처음으로 장애 유아를 접할 수 있는 교육실습에서의 통합에 대한 경험은, 이후
예비특수교사가 통합을 이해하고 통합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이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통합교육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통합교육의 실제 및 통합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통
합교육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교육실습 교육의 구성에 대한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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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통합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의 실제에 대
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사전이해와 보육실습
을 통해 경험한 통합교육 실제 간의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가?
3.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유아통합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반성적 사고수준이 높고 연구에 참여의
사가 있는 예비유아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목적표집방법으로 이루
어졌다. 이는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
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으며 연구문제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례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김영천, 2006; Creswell, 1998; Stake, 1995). 이에 D시에 위치한 대학의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중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관찰경험이 있으며 장애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
유아들을 통합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마친 예비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 과정에서 이들이 보육실습을 한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을
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보다
는 부모의 장애 유아 입학 요구에 의해 유아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어린이집에
서 보육실습을 한 예비교사만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 등을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
도록 예비유아교사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처리하고,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의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의 참여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이 보육실습을 시작하기 약 8주
전인 2007년 10월 27일부터, 보육실습을 마친 후 약 8주 뒤인 2008년 4월 23일까지 이루어
졌다(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보육실습을 시작한 시기는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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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

담임교사 통 예비유아교사

학급 내 장애 유아의 수

참여교사 이외의

및 유아의 장애유형

학급인력 구성

만 5세

1명(정신지체)

X

X

만 4세

1명(정신지체)

X

O

X

만 4세

1명(자폐증)

X

D

X

X

만 5세

1명(의사소통장애)

X

E

X

X

만4, 5세

2명(발달장애)

X

F

X

X

만4, 5세

2명(ADHD, 의사소통장애)

보조교사 1명

G

X

X

만 4세

1명(의사소통장애)

X

H

X

X

만 3세

1명(정신지체)

X

예비유아

합교육 경험

통합교육

교사

여부

경험여부

A

O

X

B

X

C

담당학급

대략적으로 2007년 12월 말부터 2008년 2월 말 사이에 5주간의 보육실습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답을 얻고자 연구대상과의 개별적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시행하였으며, 면담자료와 함께 연구 참여자들이 실습 전, 중간, 후에 지속적으
로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반성적 저널을 주된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실습
이 시작되기 전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
는 주제에 대해 구체적, 지속적으로 반성적 저널을 작성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실
습 전,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저널 작성에 대한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몇 편
의 저널 예시를 함께 읽고 토의하면서 실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써보도록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실습 전, 실습 중간, 실습 후에 수시로 이루어졌다. 실습
전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의 장애 유아 및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실습 중간에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유아통합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경험과정에서 경험한 유아
통합교육의 실제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면담을 수행하였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유아통합교육의 실제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실습 후 이루어진 심
층면담에서는 실습 전과 실습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의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
로, 면담질문을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가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하며 형성한
통합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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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면담 외에 메일이나 전화로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반성적 저널을 읽으며 생긴 추
가적인 질문이나 자세한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대화하였다. 이상의
자료수집과정에서 개별연구 참여자들과 각각 3-4회씩 공식면담이 실시하였으며, 1회 면담은
최소 50분에서 최대 1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면담이 끝난
직후 전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사본을 공유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받았다.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과정동안 예비유아교사가 작성한
활동계획안, 반성적 저널, 아동 관찰기록 등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획득하여 심층면담
자료와 함께 병행하여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공식적 면담이후 추가적인 질문
이나 면담 내용 및 수집된 자료의 자세한 의미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이
메일을 통한 비공식적 면담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에 대해 분석된 자료들은 다음 자
료수집의 보충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예비유아교사들과의 면담 자료 중에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 및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이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반응, 그리고 예비유아교사의 인식과 해석이 드러난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
러 번의 집중된 읽기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를 규명하고 도출하기 위하여 문단분석(paragraph analysis)을 하면서 자료에서 드러난 공
통적인 주제들을 유목화 하였다. 유목화 된 자료들을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료의 내용
이 뜻하는 것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핵심어들을 번호
별로 기록하고, 각 항목별로 반복되는 핵심어들을 유사한 개념으로 재분류하며, 그 내용을
대표하는 주제어를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예비유아교사
들이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통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패턴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주제어들을 상위 특성들의 의미로써 재범주화 한 후, 맥
락에 따라 분류되어진 하위주제를 토대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자
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
학과 교수 1인과 지속적인 협의(peer checking)를 통해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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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예비유아교사의 장애 유아 및 통합교육 정의에 대한 인식
1) 장애 유아에 대한 정의: ‘정상’에서 벗어난 유아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과정에서 경험했던 장애 유아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들이 어떻게 장애 유아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
아를 ‘정상’에서 벗어난 발달적 특성을 가진 유아로써 바라보았다.
우리 반에 있었던 장애 유아는 소리에 너무 “집착” 해서, 항상 수업시간에 조그만 통
에 뭐든지 넣어서 흔들어 보고. 하루 종일 그런 소리만 만들어 내어서 시끄럽게 해요. 그
런데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장애 유아가 자꾸 이상한 소리 낼 때 마다 정상 유아들이
자꾸 그쪽으로 쳐다보고 해서, 수업시간에 여간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비유아교
사 C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1. 19)
우리 반에 있었던 아이는 정상 아이들이 먹지 않는 이상한 것들을 먹으려 들고, 다른
친구들 과자도 그냥 아무 허락 없이 먹고, 풀도 뜯어서 먹고, 심지어 본드도 먹어서 제가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예비유아교사 C와의 면담. 2008. 2. 3)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위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일반적으
로 장애 유아를 ‘정상’아동과 비교했을 때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문제 행동
을 보이는 유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소리에 집착하는 자기 자극적 행
동이나 이상 음식물을 섭취하는 잘못된 섭식행동을 지적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이
러한 문제행동들이 유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정상이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의 기준을 정상의 행동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
고 있었다.
2) 통합교육에 대한 정의: ‘물리적’ 통합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통합교육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났
다. 먼저 보육실습을 나가기 전 이들은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평소에 이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 보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통합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물리적 공간에서의 통합만을 통합교육이라고 인식
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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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아통합교육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어요. 뭐 유아통합교육에 또 굳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장애 유아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유아는 일반 유아 교육기관이 아닌 전문적인 특수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요. (예비유아교사 A와의 면담. 2007. 11. 30)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 그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같
이 있다보면 일반 유아가 형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장애 유아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해요. (예비유아교사 D와의 면담. 2007. 12. 5)
정책적으로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와 일반아가 함께 한 원에 배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통합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들이 일반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맡아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유아교사 H와의 면담.
2007. 12. 7)

이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 이전에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 평소 전혀 관심을 갖
지 않거나, 장애 유아들이 일반 유아들과 함께 동일한 학급에 배치되는 것을 통합교육에
대한 의미로 인식하였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이 물리적 공간에 장애 유아와 일반 유
아를 함께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들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통합을 통합교육
의 전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2. 보육실습에서 경험한 통합교육 실제에 대한 인식
앞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장애 유아와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예
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실제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아통합교육을 경험한
이후 이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매우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예를 아래의 인용을 통해 살펴보자.
사실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책에 있는 내용처럼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휴.....제가 경험한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책에서 보면, 통합교육을 통해 장
애 유아는 사회성 발달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일반아이들은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장
애인들과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절대 현실
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비유아교사 B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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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을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무엇을 경험
하였으며, 어떠한 경험들에 의해 그들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통합교육의 모습이 이
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고 여겼던 것일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예비유아교사가 실습을 통해 경험한 유아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1) 교실 내 투명인간으로서의 장애 유아: 방임과 방치
보육실습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장애 유아들이 일정 시간동안 일반
유아와 동일한 환경에 배치되어 시간 및 공간적인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통
합된 환경에서 장애 유아에게 적합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교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방임과 방치라는 수준에서 통합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담임교사가 바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을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
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방치라고 할 수 있어요. 교실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
가 무슨 말을 하던지 어떤 행동을 하던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수업시간 중
에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아이를 참여시키기 보다는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일반 아이들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예비유아교사 A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2. 16)
장애 유아가 수업시간에 너무 교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장
애 유아가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면 담임선생님이 아예 교실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럼
장애 유아는 몇 번 문 두드리다가, 혼자서 화장실로 들렸다 교무실도 들렸다 하면서 여
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죠. (예비유아교사 F와의 면담. 2008. 1. 2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것이 바로 통합학급 내에서 장애 유아에 대한 방치이고 방임이었다.
예비교사들이 경험한 유아통합교육의 현장은 일정 시간동안 장애 유아들을 일반 유아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환경에 배치하는 시간적, 공간적 통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장애 유아
를 위한 교수적 통합이나 사회적 통합은 전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 환경 내에서 장애 유아가 일반 유아와 적합한 또래관
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반 유아들은 장애 유아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애 유
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특히 일반 유아들의 장애 유아에 대
한 이러한 태도 형성은 담임교사가 장애 유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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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였다.
장애 유아가 혼자서 막 떠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일반 유아들이 그 아이를
보며 “너는 경찰아저씨가 와야지 진정이 되지.”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실습교사인 저에
게도 “이 아이는 경찰아저씨가 와야 하니까.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아이들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니?”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우리반 선생
님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저 아이는 경찰아저씨 와야지 고칠 수가 있다고요.”
(예비유아교사 F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2. 10)
장애 유아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활동에도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를 고립시키고 따돌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놀이에 장애 유아가
참여하고자 하면, 일반 유아는 “너는 잘 못하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있어.”라고 하
며 장애 유아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예비유아교사 B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2. 17)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에서 장애 유아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 다른 일반 유아들처럼 활동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인해 장애
유아가 교사로부터 방임, 방치될 뿐만 아니라, 또래로부터 거부될 수 있음을 경험하며 통합
교육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2) 유아교사들의 장애 유아 및 특수교육에 대한 관련 지식의 부족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사들의 장애 유아 및 특수교육에 대한 관련 지식의 부족이 성공
적인 유아통합교육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
아의 통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의 발달특성,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갖고 있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저희 반에 있는 장애 유아가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여, 제가 담임교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담임선생님은 늘 이야
기하기를 “저도 잘 몰라요.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에요. 그냥 놔두시면 되요"라고 만
이야기하셨어요. 실습생인 저로써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그 장애 유아에 대한 구체적인
발달특징, 교수방법 등에 대해서 배우기를 기대하였는데, 선생님조차도 장애 유아, 통합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알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비유아
교사 C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2. 3)

- 54 -

한민경․이미숙 / 장애 유아 통합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장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전문적으로 장애 유아의 상태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 없이 무작정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주로 교육 경력이 많은 원
감 선생님 반이나 주임 선생님 반에 배치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장애 유아에 대
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장애 유아를 단지 교육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로 맡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비유아교사 D와의 면담. 2008. 1. 25)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 통합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담임교사들은 예비유아교사들에
게 장애 유아의 특성이나 그 아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장애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였을 경우, 장애 유아에 대한 정확
한 진단, 평가 없이, 그리고 장애 유아 학급배치에 있어서도 장애 유아 및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 정도 보다는, 단순히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장애 유아를 맡기는
등, 유아통합교육의 과정에서 장애 유아의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부
재가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현재의 유아교사양성체제로는
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유아통합
교육이나 특수교육 연수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수를 받
는다 하더라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수 있다.
3) 담임교사의 장애 유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예비유아교사들은 담임교사의 장애 유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성공적인 통합을 저해하
는 방해요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담임교사의 장애 유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일반
유아인 또래유아들의 태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또래유아의 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고 언급하였다.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를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았어요. 교사가 장애 유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른 시각, 특
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니 일반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장애 유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
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예비유아교사 E와의 면담. 2008. 1. 26)
저의 학급의 담임선생님은 장애 유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종종 장애 유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일반 유아들도 담임선생님 때문인지 장애 유아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종종 보여주었어요. 실습교사인 제가 일반 유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
고 싶었지만, 저는 실습교사로서 지도교사의 지도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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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언가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예비유아교사 H와의 면담. 2008. 2. 17)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가 일반 유아의 장애 유아에 대
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 유아가 장애 유아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
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유아통합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통합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오직 일반학급 배치만을 주장하는 장애 유아 부모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 부모들의 일방적인 일반 교육 배치에 대한 선호, 그리고 특
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장애 유아로 하여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
고, 또 교사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장애 유아들이 특수교육 시설에 배치되었을 때 장애라는 낙
인이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일반 교육시설 배치에 대한
주장이 장애 유아로 하여금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제가 있었던 학급에서는 장애 유아의 어머니가 무조건 아이를 일반 어린이집에만 보
내기를 고집하셨고, 담임교사가 특수 유치원이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싫어하셨어요. 그 어머니들은 일반 어린이집에만 보
냄으로써, 본인의 아이가 장애 유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일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 일반 아이들로부터 정상적인 행동들을 배워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
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담임교사가 몇 번이나 조심스럽게 특수교육기관의 도
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가 너무 강하게 거부하고 교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니까, 이제 담임교사 까지도 자포자기하고 장애 유아 부모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떨 때는 장애 유아가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물들을 만들
어서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부모들에게
보여줄 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교사가 자기의 왼손으로 글자
를 예쁘지 않게 써 놓고서는 이 아이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비유
아교사 G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2. 27)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현장의 담임교사와 부모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보면
서, 장애 유아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라는 낙인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담임교사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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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가지고 있는 발달 특성에 대하여 올바른 진단 평가 결과를 알려주기 보다는 단지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심시키기 위한 상담들을 주로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예비
유아교사들이 경험한 교사와 부모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관계는, 실제적으로 장애 유아
의 교육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예비유아교사
들은 교사-부모간의 보다 솔직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관찰,
경험하며 유아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통합교육의 실제에 대한 해
석이 가지는 중요성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첫 인상을 가
지게 되며, 이러한 첫인상이 예비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유아통합교육
운영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통합교육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 경험을 통해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그들의 인식
에 대해 언급하였다.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나 태도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1)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태도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책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유아통합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진다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습을 통해 유아통합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는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 책에서 언급되었던 장점들 보다는 실제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더 많은 단점들을 볼 수 있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예비유아교사 E와의 면담.
2008. 3. 14)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 이후, 이전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보다도 교육현장 실제에서는 유아통합교육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태도를 일반 유아 측면과 실습대상자인 예비유아교사의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
먼저,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이 일반 유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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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언급하였다.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일반 유아들의 부정적 영향은 문제행동으
로 인한 수업 방해와 일반 유아의 문제행동 모방이라고 언급하였다.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일반 유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모두 모여야 하는데, 장애 유아 한명이
계속 다른 곳에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다른 일반아이들도 장애 유아와 선생님을 한번 쳐
다보고는 자리에 모이지 않고 계속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비유아교사 F와의
면담. 2008. 3. 12)
장애 유아가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해도 교사
가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아요. 이처럼 장애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교사가 묵
인을 하니까. 일반 유아들도 이러한 선생님의 태도를 보고 자기들도 장애 유아의 그러한
행동을 따라했어요. (예비유아교사 E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3. 12)

예비유아교사들은 먼저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이 수업의 매끄러운 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수업 시간을 통해 일반 유아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익들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또한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들의 문제행동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모방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올바른 행동 표현을 방해하고 행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로 인해 그들의 기대했던 실습 경험
들을 가질 수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그들로 인해 실습생인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장애 유아 뒷바라지 하느라 속상했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바깥놀이를 나
갈 때, 담임교사는 저에게 장애 유아가 위험한 행동을 하니, 따라다니면서 잘 지켜보고,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만 해요. 그럼 저는 실습 나와서 뭘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장
애 유아의 뒷수발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요. 제가 장애 유아 옆에 붙어 따라다니
는 동안, 다른 곳에서 일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도 그쪽
으로 가서 일반 아이들이랑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속상한 거예요. 결국에
는, 이 아이만 아니었다면 내 실습이 더욱 의미 있고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
구요. (예비유아교사 B와의 면담. 2008. 3. 14)
저희 반에 있는 장애 유아가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고 사고를 치니까, 저는 실습 내내
그 아이 한명만 계속 지켜봐야 했어요. 그래서 실습과정동안 일반 유아에 대해서 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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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를 못 한 것 같아 진짜 속상했어요. 어떤 날은 미술활동시간에 장애 유아가 혼자서
온 손에 물감을 다 묻혀서 바닥에 찍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전 그 애만 졸졸 따라다니며
못하도록 하는 게 일이였어요. 물감 묻은 손 씻고, 어지러 놓은 바닥 닦고 돌아서면, 또
물감 묻히고 온 교실을 다니고, 전 다시 씻기고, 청소하고, 몇 번을 그랬는지, 정말 제가
실습 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진짜 허무하고 속상했어요. (예비유아교사 H
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3. 24.)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실습을 통해 일반 아동들의 발달과 교
육에 대해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실습동안에는 담
임교사들이 실습생인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장애 유아를 돌보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그
들이 기대했던 일반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즉, 예비유아교
사들은 유아통합교육현장에서 주로 장애 유아를 돌보는 장애 유아 전담 보조교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에, 장애 유아의 존재자체가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현장에서 일반 유아들
과의 상호작용을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장애 유아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
를 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의 존재 때문에 일
반 유아 및 실습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들은 교육의 대상 및 목표에서 일반 유
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긍정적 신념 및 태도
물론 앞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부정적 인식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비유아교사들 모두가 통합교육현장에서 부정적
인 경험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실습에 참여하였던 일부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 환경
에서의 그들의 경험이 통합교육의 실제를 경험하고 통합교육의 긍정적 측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경험한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일반 유아의 입장과 교육실습생인 본인들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먼저, 일반 유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를 이해하고 이들이 학습 및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제공
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 유아가 학습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때 일반 유아가 장
애 유아를 독려하여 함께 학습이나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 유아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학급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장애 유아가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일반 유아들이 실습교사인 저에게 오히
려 “저 친구는 장애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해해줘야 해요.”라고 하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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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장애 유아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활동시간에 장애
유아가 줄을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일반 유아들이 와서 그 아이가 줄을
서도록 항상 도와주었어요. (예비유아교사 D와의 면담. 2008. 3. 24)

예비유아교사들은 일반 유아로 하여금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데
있어서,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지지해 주는 담임교사의 태도 및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저희 반에는 의사소통도 거의 되지 않고, 수업시간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교실을
자꾸 배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담임교사는 항상 이 장애 유아에게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줬어요. 또한 일반 유아들에게 이 아이를 도와주어야 한
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번은 선생님이 교실에 없는데, 그 아이가 수업시간에
자꾸 돌아아니니까 일반 유아들이 그 장애 유아에게 다가가서 자리에 앉히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손으로 잡아주면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실제로 교사에 의해, 아이들에 의해서 유아통합교육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비유아교사 G와의 면담. 2008. 2. 27)

예비유아교사는 유아통합교육현장에서 담임교사가 장애 유아가 학습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일반 유아들이 이러한 교사의 긍정적 태도를 보며, 장애 유아
를 그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예비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실습경험을 통해서 장애 유아에 대한 새로
운 인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장애 유아를 대하는 교사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유아통합교육이 예비교사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발표회 때 할 연극준비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저희 반에 있던 장애 유아는
갑작스런 행동 등으로 연극공연을 망칠 수 있으니 참여시키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런데, 연극준비과정에서 그 장애 유아를 한 번 연습하도록 시켜봤는데, 옆의 친구들이 하
는 동작들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너무 잘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연습하고, 실제 연극
공연에도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을 때 정말 눈물이 날정도로 감동적 이었어
요. 이 경험을 통해 장애 유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고,
그 일 뒤로 전 장애 유아의 능력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비유아교사 B
와의 면담. 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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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에 있었던 장애 유아는 말은 잘 못하고 의사소통은 안 되는 데, 같은 반 친구
들 이름은 정말 잘 외웠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장애 유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요. 그래서 제가 실습하는 동안에 그 아이를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주니까, 그 아이가 나
중에는 다른 것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장애 유아라고
다 못한다고 생각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예비유아교사 F와의 면담. 2008. 3. 12)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의 능력을 일반 유아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 유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변화 발전되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많
이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실습경험을 통해, 장애 유아들
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이들은 충분히
변화 발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4. 예비유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갈등: ‘현실’과 ‘필요’에서 오는 혼란
보육실습에 참여하였던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 통합 환경에 배치되기 전, 이에 적
합한 실습 사전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보육실습 이후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태도를 양산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이점에 대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들은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의 통합교육이 당위성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인
정하지만, 미래에 교사가 될 그들에게 통합교육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였다.
1) 미래에 유아교사로서 장애 유아를 담당하기를 회피하는 마음
다음의 사례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미래에 자신들이 유아교사가 되어 장애 유아가 자신
의 학급에 배치되었을 때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이다.
장애 유아를 배치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할 것이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장애 유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안가서 지치게 되고 힘
빠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수업시간에 막 뛰쳐나가고 하면, 이상한 소리 지르고 하
면 정말 교사로서 좌절되고 우울할 것 같아요. (예비유아교사 A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4. 5)
장애 유아가 들어온다면, 답답하다. 이제 1년은 고생문이 열렸구나, 왜 하필 우리 반일
까?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 것 같아요. 유아통합교육이 필요한
것도 알지만 나에게만 이라도 장애 유아가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예비유아교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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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면담. 2008. 4. 7)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이 미래에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학급에 가능한 장애 유아
가 배치되지 않기를 바라는 태도가 형성된 데에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실습동안
담임교사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장애 유아는 특수교사의 몫이라는 생각, 우
리나라 통합교육 실현의 현실적 한계라는 인식이 통합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장애 유
아들이 자신들의 책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1) 실습기간 중 담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영향
실습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대부분 통합교육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으
로, 이러한 담임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예비유아교사에게 걸러짐 없이 그대로 영향을 미
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실습기간동안 담임교사가 통합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너무 힘들어하
는 것을 보니까, 아무리 일반 유아나 장애 유아를 위해서 통합교육이 가지는 이점이 많
다고 하여도, 통합교육을 찬성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것 같아요. 실습시간동안 담임교사가
보여주었던 통합교육에 대한 가치나 태도들이 제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비유아
교사 C와의 면담. 2008. 3. 27)
실제로 교사들이 자기 학급에서 장애 유아를 맡아서 교육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러
한 교사들이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실습 중 어느 선생님 한분도 장애 유아가 함
께 통합되어 있는 것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 하신 분은 계시지 않았고, 모두가 통합교육
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비유아교사 F와의 면담. 2008. 4. 11)

이처럼 실습기간동안, 예비유아교사들은 담임교사가 장애 유아나 통합교육에 대해 가지
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 자체가 단지 유아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뿐 아니라 담임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태도까지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라고 하였을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담임교사들에 의해 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받
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실습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통합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 가는 실습생인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2) 장애 유아는 특수교사의 몫
예비유아교사들은 가장 이상적인 유아통합교육의 형태로써, 물리적 통합을 하되, 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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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함께 생활은 하되, 일반 유아의 교육은 유아교사 본인
이, 장애 유아의 교육은 특수교사가 책임지고 맡은 형태로써,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유아교사가 어떻게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까지 전
문가처럼 담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 유아교육에서 특수유아교육을 함께 한다는 입
장보다는 일반 유아교사가 아닌 유아특수교사들이 전담으로 장애 유아를 지도하는 게 맞
는 것 같아요. 유아교사의 역할은 여러 명의 일반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장애 유아
한명이 학급에 들어오면 그 장애 유아 한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하
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비유아교사 B와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4. 18)
근본적으로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 유아가 어떻게 발달
하는지 그 발달 단계를 예측할 수 있지만,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아
교육이 전공인 우리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함께 배운다 하더라도, 특수교육개론처럼
그냥 전반적인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 정도이지, 실제로 장애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제
대로 된 지식은 배울 수 없을 꺼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 유아는 일반 유아교사가
지도하고 장애 유아는 유아특수교사가 지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비유아교사 H와
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4. 11)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를 가르치는 일과, 일반 유아를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대
상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한명의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3) 성공적 통합교육 실현의 현실적 한계
예비유아교사들은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현의 현실적 한계로 변하지 않는 인적, 정책적
환경을 지적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 개인만’의 변화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
을 하며, 근원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아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
한 것은 유아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교사, 장애 유아, 일반 유아, 부모, 정책 등이 모두 변화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수업을 듣고, 유아교사들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나 재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
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학급 내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
고, 개별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지역 내에서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 또 부모들의 인식도 변하고, 통합교육과 관련한 제반의 여건들이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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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름만 통합이지 실제적인 통합교육은 이루어지지 못 할꺼에요. (예비유아교사 D와의
면담. 2008. 4. 17)
제가 있었던 학급에는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었어요. 담임교사 한명이 이 3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장애 유아 한명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을 수
가 있겠어요? 사실 담임교사 1명이 일반 유아들을 관리하면서 장애 유아 1명에 대한 개
별화 교육이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교사들에게
는 지나친 업무의 과중으로 장애 유아를 맡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비
유아교사 F와의 면담. 2008. 4. 11)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유아통합교육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구조적 문제로서 교사 대 학생의 높은 비율을 들며, 이로 인해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업무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업무의 과중으로 장애 유아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적합
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통합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한 예비유아교사는 “컴퓨터의 윈도우 체
제와 비스타 체제의 관계‘라고 표현하며, 장애 유아통합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변화만으
로는 어렵고, 유아통합교육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 사회전체 구성원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무리 교사개인이 노력하고 연수를 받고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고 하
더라도, 환경‘ 체계,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에요. 그러한 점에
서 윈도우체제와 비스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현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윈도
우체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이걸로 바
꿨거든요. 또 이걸 쓰고자 새로 연수도 받고, 비스타 프로그램도 큰 돈 들여서 샀어요. 그
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 체제를 쓰다보니까 제가 아무리 비스타를 잘 운용해
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맞추어서 이 비
스타를 포기하고 다시 윈도우 체제로 바꿔야 해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체제는 장애 유아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지원하는 비스타이지만, 예비유아양성교육/현직교
사 보수교육체제/ 교사 대 아동비율/장애 유아 통합 전문적 지원 체제 등은 완전 윈도우에
요. 아무리 비스타가 좋고, 활동을 하려해도, 다른 사람들이 윈도우 체제에 머물러 있다면,
비스타가 어떻게 활용이 되겠어요. 아무리 비스타를 활용하고자 노력해도, 결국 대세에 휩
쓸려 저 스스로가 오히려 윈도우로 바꿔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바로 비스타 체제
(성공적 유아통합교육 체제)로 갈려면 이 체제를 모두 바꾸어야 해요. 전체적인 개혁이 일
어나지 않는 한은 어려워요. (예비유아교사 A의 면담과 반성적 저널. 200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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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통합교육의 성공이 교사 혼자만의 변화로는 역부족
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및 통합교육 환경에 대한 변화가 함
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예비유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교사의 역할 강조
예비유아교사들은 앞서 이야기되었던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언급하였지
만, 통합교육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즉, 예비유아교사
들은 장애 유아통합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는
찬성하였으며, 장애 유아 분리교육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오히려 장애 유아들을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등 분리된 교육환경에 배치하기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애 유아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반 유아교육기관
에서도 특수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분리된 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비유아교사 D와의 면담. 2008. 4. 23)
아무리 유아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애 유아에 대한
분리교육보다는 일반 유아들과의 통합교육이 훨씬 아이들 교육에 이점이 많은 것 같아
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통합교육을 반대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
고 있다고 해서 통합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예비유아교사 G와의 면담.
2008. 4. 9)

이처럼 유아통합교육의 당위성에 강조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성공적인 유아통합교육
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일반 유아들
이 장애 유아를 또래로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교사가 적극 지원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장애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를 바
라보는 관점을 결정지어 주는 것 같아요. 또 담임교사가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를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면 일반 유아들도 교사의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만약 교사가 장애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대한다면,
그러한 교사의 태도에 일반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비유아교사 B
와의 면담. 2008. 3. 2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적 통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유아교사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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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질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고, 장애 유아의 또래인 일반 유아에게도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
회가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애 유아 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전혀 배우지 않은 것
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것이랑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다
르니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 아이와 상호작용
하고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저 자신도 훨씬 편하고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유아교사 B와의 면담. 2008. 3. 27)
유아교육과에서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었으면 해
요. 장애 유아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면, 실습이나 자격증 취득 후에 실제 현장에 배치되
었을 때, 장애 유아를 처음 접하더라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을 들어서 장애 유아가 어떤 아이들이고 일반아이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거니깐, 조금 더 장애 유아를 그들의 특성에 맞추어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유아교사 G와의 면담. 2008. 4. 9)

위의 내용은, 예비유아교사들은 예비 및 현직 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 교
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유아교사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
과목을 개설하여 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장애 유아 개개인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
적용에 관한 기술을 공부하고, 기본적으로라도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현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발달적인 결
함이 있는 ‘정상’에서 벗어난 것, 통합교육이란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한 물리적 공간에
서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원종례, 엄수정(2007), 양진희(2005b)의 연
구에서 밝혀진 예비유아교사 및 현직 유아교사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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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것으로써, 대부분의 예비 및 현직유아교사들은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해서 협소한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들이 교원양성과정 및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장애 유아 및 통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통합교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장애 유아에 모든 아동들이 가진 다양한 학습적, 행동적, 심리적 요구의 한 측면으로써 ‘다
양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통합교육을 장애 유아를 단순히 일반 학급에 ‘포함’시키는 물
리적 통합만이 아닌 ‘사회적 통합’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원종례,
엄수정, 2007; 양진희, 2005b; Oyler, 2006)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한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통합교육의 현실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지식의 부재 및 부정적 태도로 인해,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적절한 교사의 중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로 인해 일반 유아는 장애 유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를 잠재적으로 학습하며, 장애
유아는 방치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계숙, 고지민(2001), 양진희(2005a)의 연구에서도 일
관적으로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천에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중재
하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예비 및
현직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장애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유
아의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장애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장애 유아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특성과 상관없이 일반학급에서 무조건 함께 생활
하기만을 바라는 점, 그리고 유아교사들이 통합교육의 부정적 현실을 감춘 채 부모에게 유
아통합교육의 효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모습을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
아교사들은 우리나라 일반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유아통합교육활동은 실상은 없고 이름
뿐인 명존실무한 통합(양진희, 2005a)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유아뿐만
아니라, 그 유아들의 가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통합교육 실천에 앞서 통합교육 관계자들
은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 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장애 유아 및 일반 유아 부모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들은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
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원양성과정에서는 통합교육을 실천 또는 실

천하게 될 현직 및 예비 유아교육기관 원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 유아의 부모, 형제,
가족들의 심리적 특성, 발전적인 부모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개발, 실행해야 한다.
넷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실행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질이 부족함을 경험하
며, 이 과정에서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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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가 일반학급에서 보이는 문제행동은 일반 유아들
의 수업을 종종 방해하거나 일반 유아들이 장애 유아의 문제행동들을 따라한다는 점 등을
들며 통합교육이 일반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였
다. 이 연구결과는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사가 얻게 되
는 부정적인 경험과 장애 유아의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아교사들이 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서현아, 송은희,
2002; Mandell & Strain, 1978), 그리고 교사가 가진 장애 유아의 통합교육의 경험여부는 장애
유아 및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및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최지영, 2001)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유아교사들이 통합교육환경에서
장애 유아가 보이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일반 유아에 비해 더 많은 인내력을 가져야
하며, 장애 유아가 교사의 시간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유아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인식하
였다(서현아, 송은희, 2002). 또한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보육실습과정에서 통합
교육환경에 참여하게 됨으로, 많은 시간을 장애 유아를 돌보는데 할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 실천의 기회가 부족하여 실습의 질과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장애 유아에 대해 일반 유아와 교사가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통합 환경에서는 장애 유아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의 양적 및 질
적 수준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장애 유아의 부정적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점(정계숙, 고지민, 2001; Gresham, 1982)에 비추어 볼 때, 통합교육이 시행되
기 전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관계자, 즉 일반 유아, 장애 유아, 교사, 장애 및 일반 유아의
부모, 그리고 정책 입안자 또는 관계자의 지원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신중하게
계획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 실습 경험 이후, 예비유아교사들은 이
론을 통해 이상적으로 가져왔던 통합에 대한 그림이 현실에서의 통합에 대한 실제를 경험
하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괴리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였다. 즉, 통합교육 담당교사의 특
수교육 및 통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와 더불어 주의 깊은 사전준비와 계획 없이 이
루어진 통합교육으로 인해 장애 유아, 일반 유아, 교사, 장애 유아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경험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은 장애 유아 및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나아
가 학습된 무기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혼돈은 단지 혼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근원적인 부정으로 연결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
들(김은영, 2001; Harsymiw & Home, 1976; Mandel & Strain, 1978; Voeltz 1980)에서도 유아교
사가 경험한 유아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이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형성(긍정 혹은 부
정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유아교사가 장애 유아를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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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습득한 부정적인 지식과 경험이 교사로 하여금 통합교육의 의의 및 효과에 대
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보고하고 있다.
모든 교사들이 오랫동안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각자 자신만의 아동에 대한 믿음,
가치, 태도,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활동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Hair, 2002; Han, 2006),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통합교육에 대해 가지
는 태도 및 인식들은 앞으로 그들의 통합교육의 실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수업, 교육현장의 실습경험 등이 이들의 학생, 교
육에 대한 믿음과 가치, 태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추후 교사가 되고 나서의 그들의 교
육과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Olyer, 2006; Rodgers & Dunn, 1999; Sullivan, 2005)
을 감안할 때,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제공되는 통합교육의 실습의 장(場)과 실습교사의 선정
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현장은 교사들의 이론적 지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통제된
상황이 아니라, 불확실성, 불안정성, 특수성, 가치갈등을 특징으로 한다(서경혜, 2005). 이러
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유아통합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아
통합교육환경에서 실습을 통해 학습한 이론들을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해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수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찰 하는 반성적 사고를 시행하며, 궁극적으로 통합
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Chaille, 1997; Han,
2006; Rodgers & Dunn, 1999).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을 교육하는 교사교육자들부터 장애
유아 및 유아통합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태도, 나아가 개인의 실천적 지식에 대해
서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부정적 또는 올바르지 않은 지식 및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
은지 반성적으로 고찰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3세부터의 장애 유아 교육이 의무화
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합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된 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경북지역 한 대학의 예비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
는 예비유아교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예비유아교사들의 실제 교수행동 및 사고에 대한 관찰에 기초한 자
료가 부족한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함하
여, 연구문제에 대한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반성적 일기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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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spectives of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on their Intern Teaching Experiences in
Inclusive Child-Care Centers: A Qualitative Inquiry

Han, Min-Kyung ․ Lee, Misuk

The study investigated the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s, which were experienced
in their intern teaching, regarding inclusiv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study
included eight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who completed the intern teaching in inclusive
child-care centers, and the study deeply interviewed the preservice teachers. In the results, the
preservice teachers indicated the factors that prohibited the successful inclusion in the child-care
centers. The factors included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knowledge about disabilities and inclusion,
the teachers' negative attitude toward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carce of the policy
support fo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acilities. Due to these negative factors, the preservice
teachers considered that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left alone without the interactions with
their peers as well as the appropriate education from their teachers.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ived
that there were gaps between inclusion in reality and inclusion in an idea. As well, this perception
even made the preservice teachers be confused about the effect of inclusion which were already
proved in educational settings. The study suggested the practical ways for the successful inclus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and for the substantial teacher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 inclusiv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intern teaching,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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