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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습장애아교육의 동향
- 일본 문부과학성 정책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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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부과학성 정책문서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학습장애아교육에 대한 논의와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0년을 기점으로 학습장애와 그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공
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현재 일본은 특수교육으로부터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기에
있으며 이는 학습장애아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기존의 특수교육 대상에 더해 학습장
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고기능 자폐증의 아동을 새로운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확대한 점
이 특별지원교육의 중요한 골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학습장애에 대한 교육지원체
제의 정비를 위한 모델사업이 문부과학성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어 : 일본, 학습장애아교육, 특별지원교육

* 쯔꾸바대학 대학원 인간종합과학연구과 심신장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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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잘 알려진 것처럼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라는 용어는 1960년대 초기 미국에서 경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장하였다. 일본은 1970년대 초기 learning
disabilities의 개념과 용어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였다. learning disabilities의 용어는 도입된 당
시 ｢학습능력장애｣로 불리워졌으나 이후 ｢학습장애｣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최근
에는 학습장애와 함께 ｢LD｣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학습장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학습장애
전문가, 연구자, 부모 등의 계몽활동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학교교육에 학습장애의 개
념이 도입되기까지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日本LD学会, 1996, p.ⅰ). 일본의 학습장애아
교육은 1990년대에 들어서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게 된다.
1990년에 학습장애아의 보호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관계자의 노력의 결실인 ｢전국 학습장
애아․인 부모회 연락회｣가 발족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의학, 심리학, 언어 등 여러 영역
에 걸친 전문가, 학교교육 관계자,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는｢일본LD학회｣가 설립되었다.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행정 측이 학습장애의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이다.
우선 1992년에 문부성(文部省)1)에 설치된 통급학급(通級学級)2)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
의가 ｢통급학급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 심의의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크게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 ｢학습장애아동에 관한 대처
방안｣을 다뤄, 공적인 정책문서에서는 처음으로 학습장애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보고를
기초로 1992년부터 문부성은 ｢학습장애 및 이에 유사한 학습상의 곤란을 가지는 아동생도
(児童生徒)3)의 지도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설치하였다. 위 조사연구협력자회의
는 1995년 3월 27일의 ｢학습장애아 등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중간보고)｣를 거쳐 1999년 7월
2일에 ｢학습 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 (보고)｣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를 토대로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학습장애아(LD)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1990년에 접어들어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학습장애
아 등의 경도 장애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1) 우리 나라의 교육자원부에 해당하는 중앙관청. 2001년부터 이전의 문부성에서 문부과학성으로 명
칭을 변경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의 기술에 있어서는 문부성을, 그 이후에 있어서는 문부과학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통급학급은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아동 중 특별한 배려나 대응이 필요한 아동을 일정 시간, 특별한
장소에 추출하여 지도하는 학급을 말한다. 통급에 의한 지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는 언어장애, 정서
장애, 약시, 난청 등이며 지적장애는 제외된다.
3) 일본에서는 소학교의 학생을 ｢아동｣,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을 ｢생도｣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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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널리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편 문부과학성의 조사연구협력자회의는 2001년 1월에 ｢21세기 특수교육의 방향에 관하
여-각 아동의 필요에 응하는 특별한 지원의 방향에 관하여-(최종보고)｣를 제출하였다. 또한
문부과학성은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2003년 3월에 ｢금후의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에 관하여
(최종보고)｣를 완결하였다. 이 두 보고서에 있어서 학습장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문제
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문부과학성의 여러 시책에 있어서도 학습장애, 주
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 고기능 자폐증 등의 경도발달장애아의 문제가 거론되
어 그러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국적으로 검토,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정책문서 분석을 통해 일본의 학습장애아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관해 파악하고자 한다. 1999년의｢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보고)｣는 현재
일본의 학습장애의 교육진단과 교육적 지원의 기본지침을 나타내고 있고, 2003년의 ｢금후
의 특별지원교육의 위상에 관하여(최종보고)｣는 특별지원교육의 대상에 학습장애아동이 포
함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등, 이 문서들은 일본의 학습장애아교육에 관한 최근의 논
의와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일본의 학습장애아교육의 제도화를 향한 인식, 시도, 경험,
결정과정 등의 일면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학습장애아교육 및 그 시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학습장애의 교육진단 및 교육적 지원의 기준
-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보고)｣를 중심으로 1999년의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보고)｣(이하, 보고)에는 ｢학습장애의 정의｣,
｢학습장애의 판단·실태 파악 기준｣,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방법｣,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
도의 형태와 장(場)｣에 관한 심의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1992년의 ｢통급학급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 심의의 요약｣(이하, 통급학급보
고)과 1995년의 ｢학습장애아 등에 대한 지도에 관하여(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를 참조하
는 한편 기본적으로 ｢보고｣(1999년) 의 항목에 따라 일본의 학습장애의 정의, 교육진단, 지
도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학습장애의 정의
｢통급학급 보고｣(1992년)에서는 ｢학습장애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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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왔으나, 전문영역이나 연구자에 따라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다｣라는 전제
하에, 학습장애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의학적ㆍ교육적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의학
적 정의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병명을 진단할 때 국제적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ICD-10(1990년 5월판), 미국 정신의학회가 미국 국내 진단에 있어서 병명·장애명의 표준
으로 정하고 있는 DSM-Ⅲ-R(1987년)에서, 학습장애는 ｢특이성 발달장애(specific developmental
disorders)｣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적 정의로서는,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수정(1975년)의 ｢특이성 학습장애아(children
with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의 정의를 소개하는 한편, 미국 국내의 학습장애와 관련되는
8개 단체로 구성되는 전미 학습장애 합동위원회(NJCLD-National Joint Commitee on Learning
Disabilities)가 이전부터 검토해 오고 1988년에 수정을 가한 새로운 정의안(定義案)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동 합동위원회에 의해 합의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의 언급에 그치고 있었다. ｢중
간보고｣(1995년) 에서는 일본의 학습장애 관계자들이 학습장애의 정의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 지도 내용과 방법 등이 크
게 변화하는 점을 들어 교육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였다.
학습장애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발달의 지체는 없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산하기, 추론하기 등의 특정 능력의 습득과 활용에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다양한 장
애를 가리킨다. 학습장애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며 학습장애로
인한 특정한 학습상의 곤란은 주로 학령기에 출현하나 학령기 이후에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학습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박약4), 정서장애 등의 상태 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상태나
요인과 함께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행동의 자기조정(自己調整), 대인관계 등의 문제가
학습장애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정의는 전술한 ｢통급학급보고｣(1992년) 에서 언급된 네 개의 대표적인 학습장애의 정
의를 참고로 하였고 그 중 상기의 두 개의 교육적 정의에 비중을 두어 검토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1990년에 미국 국내의 많은 전문가 단체로부터 넓게 수용된 전미학습장애 합동
위원회의 정의에 의존한 바가 컸다고 밝히고 있다. ｢중간보고｣(1995년) 의 학습장애의 정의
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학습장애의 교육적 정의가 공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보고｣(1999년) 에서는 ｢중간보고｣의 정의의 명확화를 의도한 정의가 제시되
었고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학습장애의 정의는 1999년의 ｢보고｣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정
4) 1995년 당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재했으나 1998년에 제정된 ｢정신박약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거해 현재는 ｢지적 장애(知的 障害)｣라는 용어가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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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사용되고 있다.
학습장애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지적발달의 지체는 없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산하기 또는 추론 능력 중 특정 능력의 습득과 활용에 현저한 곤란을 나타내는 상태를
가리킨다. 학습장애는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며 시각장애, 청각장
애, 지적장애, 정서장애 등의 장애나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니다.

前川(2003)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가 이 정의에 사용된 중요한 요소이다. (1) 특정 기초
교과학습의 곤란, (2) 개인 내(內)능력의 현저한 차이(지능과 학업성적), (3) 제외조항(지적 장
애, 감각장애, 자폐증 등이나 환경요인에 기인하지 않을 것), (4)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학
습에 필요한 인지능력의 내적인 장애). 또한 특히 중요한 점은 지능과 학업성적의 차이이며
전반적인 지적발달 수준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에 도달되지 않은 상태
라고 지적하고 있다(p. 150).

2. 학습장애의 판단, 실태파악 기준
｢통급학급보고｣(1992년)에서는 학습장애아를 판별할 때 제한적인 검사나 행동관찰의 결과
에만 의존하지 말고 아동의 생육력, 의학적 검사 결과, 학업성적, 일상의 행동관찰 등 다양
한 관점에 입각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중간보고｣(1995년)와 ｢보고｣(1999년)에도 일관된 인식이다.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실태 파악의 방법과 관련하여 학습장애의 실태 파악을 위한 내용
으로 지적 발달상태, 교과 기초능력 문제, 개인 내 능력의 불균형, 원인의 추정, 중복장애
유무, 행동상의 문제 등을 들고 있다. ｢중간보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보고｣에서는 시안(試案)으로 학교와 전문가 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
인 학습장애의 판단, 실태 파악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안은 크게 ｢판단, 실태 파악의 체
제, 방법｣과 ｢판단, 실태 파악의 기준과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단, 실태파악의 체제, 방법｣에 있어서 우선 각 학교에 대해 아동의 실태파악을 위한
교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 교내에 교육상담을 위한 위원회 등이 이미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교내위원회의 구성
원은 교장, 교감, 담임교사, 그 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학년주임, 교육상담 담당교사, 양
호교사, 이전의 담임 등)이며 교외(校外)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
다. 또한 실태파악의 계기로는 담임교사가 특정 학습곤란을 인지하는 경우와 보호자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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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토도후켄 (都道府県)5) 등의 교육위원회에 설치되는 전문가
팀에게는 ｢학습장애 유무의 판단｣｢바람직한 교육적 대응의 내용｣을 전문적 의견으로 제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팀의 구성원은 교육위원회의 직원, 특수교육 담당 교사, 일반학
급의 담임교사, 심리학 전문가, 의사 등이다.
다음으로 ｢판단, 실태파악의 기준과 유의사항｣에 의하면 교내위원회는 특정 학습곤란, 다
른 장애나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학습곤란은 국어
또는 수학의 기초 학력에 현저한 지체가 있으며 전반적인 지적 발달에는 지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 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의 현저한 지체라는 것은 소학교 2, 3학년에서는 1학
년 이상의 지체, 소학교 4학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서는 2학년 이상의 지체라고 한다. 그러
나 학습장애의 여부는 학교가 아닌 전문가팀에 의하여 판단된다. 한편 전문가 팀에 의한
판단기준으로는 우선｢지적 능력의 평가｣와 ｢국어 또는 수학의 기초 능력 평가｣가 요구되어
진다. 지적 능력의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지적 발달의 지체가 없는 것과 인지능력의 불균형
을 명백히 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 의견의 내용으로는 (1) 학습장애로 판
단한 근거, (2) 지도에 적합한 교육형태, (3) 교육내용에 관한 지도조언, (4) 교육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의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3.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방법
｢보고｣(1999년)에서는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방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
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즉, (1) 특정 능력의 곤란에 기인하는 교과학습의 지체를 보완하는
교과 학습이 중심이 될 것, (2) 동일한 능력에 곤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학습상의 곤란
등은 다양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실태에 맞는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
며, 개개의 아동의 인지능력의 특성에 착목한 지도내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점, (3) 구체적인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조사ㆍ연구 협력학교나 독립행정법인 국립특수교육
종합연구소 등에 의한 연구가 참고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중간보고｣에 있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계산하기, 운동·동작, 행동의 7항목
에 걸쳐 곤란을 나타내는 아동의 특성과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그 중 각 항목에 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듣기 곤란
주의를 환기하여 집중시키고, 음성만이 아니라 동작이나 문자정보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

5) 우리 나라의 특별시ㆍ광역시ㆍ각 도(道)에 해당하는 일본의 행정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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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좋다. 또한 여러 가지 문자의 조합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지도,
같은 발음의 단어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알리는 지도 등 음과 의미의 통합을 강조하는
지도, 들은 내용을 동작이나 문자와 관련지어 더욱 깊은 의식화를 도모하는 등 청각적인
언어를 듣고 이해하기, 언어의 의미나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도내용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말하기 곤란
우선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신변 이야기 등을 말하게
하여 스스로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말하기 곤
란을 나타내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시각적으로 말하는 내용의 순서나 구성 등을 제시하여 단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말하기
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논리적인 말하기의 패턴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아동이 말하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기기를 이용하거나 말의 내용의 요점
을 정리하여 판서하는 등 시청각적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지도내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읽기 곤란
예를 들어 형태가 닮은 문자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형태의 차이를 강조
하는 지도를 하고 행을 건너뛰어서 읽는 경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
보이지 않게 한 행만 보이도록 하여 읽히는 지도가 효과적이다. 또한 아동이 흥미,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의 문장을 선택하여 읽기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
전(事前)에 읽기 쉬운 부분을 말로 설명시키거나 재독시키는 등 의식의 심화를 도모한다.
내용의 요점을 필요에 따라 확인해 가면서 읽기를 진행 시키는 등 개개 아동의 학습상의
곤란의 상태에 따라 지도내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쓰기 곤란
문자나 문장 등의 시각정보를 그림이나 표 등 다른 시각정보와 관련시켜 제시하거나 음
성 등에 의해 언어화하거나 눈과 손의 운동의 협응을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의
능력을 관련, 통합시키는 지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문자를 베껴 적는 일명 복사과제(複写
課題) 그리고 들은 내용을 받아 적게 하는 일명 청사과제(聴写課題)의 수행에 차이를 나타
내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관점도 지도의 전개에 있어서 필요하다. 또한 글씨 쓰기에 곤란
을 나타내는 아동 중에는 그림그리기 등이 능숙하지 않은 아동들도 많다. 그 때문에 쉬운
그림그리기 과제를 도입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 글씨 쓰기를 위한 운동기능에 곤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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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아동에게는 워드 프로세서등을 이용하여 문자를 쓰게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문자
로 표현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5) 계산하기 곤란
계산하기나 추론하기의 곤란은 수학 학습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복합
적인 원인이 작용할 때가 많고, 아동에 따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달라 원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수학 학습에서 보이는 문제는 양적인 개념이나 이론조작의 추상적 사고력에
관한 장애 때문에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해야 한다거나, 올림이나 내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공간적인 인지 장애 때문에 도형이나 자리수의 이해에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기억력의 장애 때문에 암산에 약한 경우 등 다양하다. 또한 계산 능력은 있으나 읽기 능력
에 장애가 있어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기인하는 경우, 논리적인 사고가 약해서 쉬운
문장의 의미도 틀려 버리는 등 추론하는 능력에 큰 곤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
우라도 각각의 학습상의 곤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곤란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최대한 구체
적인 지도를 단계를 따라 전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6) 운동·동작 곤란
팔다리의 교치(巧緻)운동이나 눈과 손의 협응 운동의 조정력(調整力)을 높이는 지도와 함
께 전신을 사용한 협응 운동의 문제를 극복하는 세심한 단계를 거친 지도가 필요하다. 또
한 거울이나 VTR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부위나 움직임을 의식시키는 지도도 효과적이다.
7) 행동상의 문제
문제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훈계를 하거나 본인의 노력 부족 또는 가정교육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학습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수용하여 해결의 방향을 모
색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4.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의 형태와 장
｢통급학급 보고｣(1992년)에서는 통급에 의한 지도가 학습장애아를 위한 유효한 지도방식
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과 동시에 그를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그쳤다. ｢중간보고｣(1995년) 에서는 ｢학습장애아 등에 의해 출현하는 학
습상의 문제나 곤란, 행동상의 문제는 다양하며 따라서 이러한 곤란이나 문제의 개선을 도
모하는 지도를 함에 있어서 개개 아동의 실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도의 형태
나 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습장애의 장애상태는 매우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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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애와 중복된 상태까지 다양하므로 장애의 상태에 따라 일반학급, 통급에 의한 지도,
특수학급, 양호학교 등 다양한 장에서의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1999년) 에서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의 형태와 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도의 장에 관해서는 (1) 일반학급에서의 지도, (2) 일반학급 이외의 장에서의 지도,
(3) 전문가에 의한 순회지도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1) 일반학급에서의 지도에 있어 학습장애아의 지도를 담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
교전체가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담임이 배려해서 지도하는 것과 팀티칭에
의한 지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2) 일반학급 이외의 장에서의 지도에서는 일
반학급의 수업시간 이외의 개별지도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특별한 장에서의 개별지도의 필
요성이 지적 되었다. 또한 학습장애아 중 언어장애나 정서장애를 중복하는 아동은 학습장
애아라 하더라도 각각 통급에 의한 지도에 있어 언어장애나 정서장애에 필요한 지도를 받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3) 전문가에 의한 순회지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교
사에 대해 아동생도에 관한 지도방법 등을 직접 지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필요에 따
라 전문가가 직접 아동을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Ⅲ. 학습장애아에 대한 교육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한 활동
문부과학성에서는 ｢보고｣(1999년)를 토대로 ｢학습장애아(LD)에 대한 지도 체제의 내실화
사업｣을 2000년부터 15지역을 선정해, 2001년부터는 다른 36지역을 포함해 실시하였다. 즉
일본의 전 토도후켄 등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사업이 시작된 15지역에서는 2001년
중에, 후발 지역에서도 2003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내실화사업은 [그림 1]과 같은 구
조를 가진다.
우선 각 토도후켄은 조사연구운영회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의는 학교 교육위
원회 관계자, 학식 경험자, 관계 기관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또한 교육위원회에는 학습장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전문
가팀이 설치되어 소학교, 중학교에 설치된 교내위원회로부터의 상담에 대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내위원회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습장애아의
실태 파악과 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순회상담 사업으로는 학습장애에 관
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순회 상담원이 소학교, 중학교를 순회하며 지도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내실화사업의 연구내용은 ｢보고｣(1999년) 에 의해 제안된 학습장애의
판단기준과 실태 파악의 체제에 관해 그 유효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소학교, 중학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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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위촉

보고

토도후켄(都道府県)
학습장애의 판단․실태파악체제 등에 관한 모델사업
조사연구담당회의를 설치
(구성원)
학교ㆍ교육위원회 관계자
학식경험자, 관계기관의 직원 등

보고
전문적의견

지정․연구실시 의뢰

보고
소ㆍ중학교

전문가 팀
(구성원)

전문적

교내위원회

의견

(구성원)
교장ㆍ교감ㆍ담임교사 등

학습장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실태파악 및 지도
상담

순회상담사업

학습장애아

지도․조언

순회상담원
학습장애에 관계된 전문적
지식ㆍ경험을 갖고 있는 자
[그림 1]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사업

하여 실천적인 연구를 하여 그 조사연구를 토대로 각 학교의 학습장애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文部科学省, 2002).
2002년에 문부과학성은 선발 15지역의 사업의 활동상황을 요약하여 ｢학습장애에 대한 교
육적 지원: 전국모델사업의 실제｣라는 책자를 간행하였고, 그 후 2003년에 후발 36지역의
성과를 그 속편으로 발간하였다.
Ⅲ에서는 선발 15지역의 사업의 성과에 한정하여 일본의 학습장애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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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이 있었고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에 관해 검토하도
록 한다.
책자는 ｢내실화사업의 목적과 전체상｣, ｢내실화사업의 활동상황｣, ｢전국의 학교사례｣,
｢내실화사업의 요약｣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내실화사업의 활동상황｣은 ｢운영위
원회의 설치와 역할｣, ｢전문가팀의 설치와 역할｣, ｢판단・실태 파악기준의 설정과 운영｣, ｢
순회상담의 역할｣, ｢전문가팀과 교내위원회의 연계｣, ｢연수 방안｣의 항목으로, ｢전국의 학
교 사례｣는 ｢교내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교직원의 교내 연수｣, ｢개별지도계획의 작성과
운용｣, ｢순회상담원의 역할과 전문가팀과의 연계｣, ｢보호자와 PTA와의 연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로 여러 지역과 학교의 예가 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각각 하나
의 사례만을 예시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략할 수가 있다.

1. 사업의 활동 내용
1)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역할
토쿄토(東京都)에서는 전문위원회(전문가팀의 동경도의 명칭)와의 연계에 있어서 ｢학습장
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학습 등의 체크리스트, 실태 파악을 위한 기입용지, 그 외 필요한
자료에 관해서 검토가 진전되었으나 학습장애와 전반적 발달장애 중 어느 장애인지를 뚜렷
하게 구별하기 힘든 상태를 나타내는 아동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기에 엄격한 판단을 제시
하는 것보다 학급에 있어서의 지도와 배려의 내용, 통급에 의한 지도의 여부 등을 제시하
는 것이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출되었다｣라며 학습장애 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여러 장애에도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전문가팀의 설치와 역할
요꼬하마시(横浜市)에서는 ｢전문가팀은 대상 아동의 평가·판단과 학습 상의 배려사항이나
지도방법에 대해 지도 조언하며, 순회상담에서는 교내에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의 사례검토
도 포함해 교내위원회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과 담임 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다. 한
편 직접 담임이나 아동에 대응할 수 있는 등 보다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금후 학교에의 방문의 기회가 많아질 전문가팀의 구성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순회
상담에 의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3) 판단・실태파악기준의 설정과 운용
카나가와현(神奈川県)에서는 실태 파악에 있어서 학습장애의 정의에 근거하여 심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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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에서 요구되는 각종 검사를 검토하며 그 외로 ｢개인표｣, ｢개별 교육시트｣, ｢구체적
자료｣를 더한 것을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하고 있다. 또한 교내위원회에서의 검토
과정과 그 결과는 교내위원회의 조정(調整)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 전문가팀회의에 참가
하여 보고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팀에 의한 전문적 의견에 의해 각 학교에서는 개별교
육계획을 작성하였고 전문가팀의 구성원 또는 순회상담원이 이를 지원하였다.
4) 순회상담의 역할
코오베시(神戸市)에서는 전문가팀과 동일한 구성원이 순회를 해서 판단에 따르는 절차를
간략화할 수 있었고 연구 전체의 조정, 협력체제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었다. 상담원의 역
할은 학습장애 등에 대한 교내(校内)의 이해 계발(啓発), 해당 아동의 실태파악과 평가, 일반
학급에 있어서의 지도 내용 또는 지도 방법, 학교의 지도 체제의 구축에 대한 조언, 개별적
인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 보호자와의 상담 및 지도 등 여러 회기에 이른다. 또한 연구협
력학교 이외의 250개 정도의 소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는 지도주임을 중심으로 순회상담 또
는 교내 연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연구협력학교 이외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하기 위
해서는 학식경험자 등의 전문가에 의한 순회상담도 필요하나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더욱 원활하게 상담 또는 지도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이나 지도력을 가진 교원
을 양성 배치해 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면 대책으로는 가까운 대학과 연계하
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생에 대한 장의 제공과 학교 지원을 위해 교원에 대한 보조원의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5) 전문가팀과 교내위원회와의 연계
토찌기현(栃木県)에서는 ｢실태 파악표｣의 작성과 활용, ｢개인판단서(個人判断書)의 작성과
활용 및 학교방문에 의한 협의를 중심으로 전문가팀과 교내위원회와의 연계를 이루었다.
실태파악표 및 개인판단서는 전문가팀이 작성하였다. 실태파악표는 우선 담임에 의한 기입
과 교내위원회에서의 검토 후 전문가팀에 제출되며 그 후 전문가팀이 학교를 방문(1회)하여
수업참관 등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전문가팀이 개인판단서를 작성하였다. 학교를 방문(2
회)하여 판단서의 내용설명 및 지도와 대응에 관해 협의하여 학교에서 개별지도계획을 작
성하여 그 계획을 실천하였다. 전문가팀이 다시 학교를 방문(3회)하여 수업참관과 협의를
통해 실천의 검증 및 평가를 하여 금후의 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6) 연수
와까야마현(和歌山県)에서는 현내(県内)의 10개 소학교의 일반학급 담임을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급에서 일정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약 5% 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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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그러나 교원 개개인에 있어서 경도 장애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 교원의 학습장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현내를 일정 구획으로
나눠 각 구획별로 연구회를 열었고 그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지도주임에 의한 강의를 중심으
로 하는 연수회를 여는 등 연수방법에 대해 궁리를 하고 있다. 구획 별 연수회에서는 현내
전 지역으로부터 참가자가 있었고 특히 작은 초손(町村)6)으로부터의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2. 학교에서의 활동
1) 교내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A중학교에서는 기존의 분장(分掌)인 교육상담부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각 학년의 교육상
담의 담당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교내에서의 연수회, 생도의 실태파악,
지도내용·방법의 검토 추진, 전문가팀과의 연계,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순회상담일에 보호자에게도 학교를 방문할 것을 권해 순회상담원으로부터 전문가팀의
판단과 의견을 전달받으며 조언을 듣도록 하였다. 한편 현교육위원회, 시교육위원회, 학교
가 각각 보호자에 대한 이해·계발을 힘쓰고 있으나 이해를 얻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고 교
내위원회나 교직 연수회에서 더욱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2) 교직원의 교내연수
G소학교에서는 각 교직원간의 이해의 차이가 크므로 우선 전 직원의 동일한 이해에 근
거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학습장애의 바른 이해로부터 연구를 시작했
다. 그 후 학습장애의 판단·실태파악기준(시안)의 내용 검토, 지도방법에 관한 연수, 보호자
에 대한 설명 방법, 심리검사의 이해 등 다기에 걸쳤다. 1년째에는 9회의 전체연수가 개최
되었다. 2년째에는 지도법의 연수가 중심이 되었으며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지도에 임했다. 또한 항상 모든 직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구획의 회의를 설정하
여 지도의 효과나 과제에 관해 소규모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구획의 회의 별 활동은
전체 연수에서 소개되어 공동의 이해를 도모했다.
3) 개별 지도계획의 작성·운용 및 지도
L소학교에서는 통급지도교실 등이나 팀티칭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급에서 순회
지도원과의 회의를 통해 개별 지도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때 몇몇 체크표의 활용과 심리검
사의 실시를 통한 면밀한 평가에 의해 인지적 차이에 의한 특성이 판명되었다. 또한 수업

6) 우리 나라의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구획

- 135 -

학습장애연구, 제2권 제2호

에 있어서의 지도의 순서를 생각하기 위해 생활면, 언어, 학습면, 정서나 행동, 운동의 각
영역에 대한 희망을 보호자로부터 청취함과 동시에 담임의 입장으로부터도 기술하였다. 그
리고 개별교육계획의 작성으로부터 실시까지를 돌아보면서 일상의 지도에 있어서 교사가
아동의 지적능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특성에 맞는 지도의 방식을 택해야 한
다고 하였다.
4) 순회상담원의 역할과 전문가팀과의 연계
M중학교에서는 교내위원회에 순회상담원이 참가함으로 지도의 진행방법, 보호자의 아동
에 대한 대응의 방법, 아동의 변화의 확인, 가정에서의 대응의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원이 보호자와 상담하여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앞
으로의 대응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한편 학습장애 여부의 판단 및 바람직한 교육적 대응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해당 생도를 직접 관찰하여 그 지도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전문가팀도 학교를 방문하였다. 과제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① 학습장애 뿐만 아니라 ADHD 등에 관해 더욱 명확히 이해하여, 그에 해당하는 것으
로 여겨지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적합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요청이 없는 생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③ 교내위원회의 내실화와 보다 기능적인 교내조직의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5) 보호자와 PTA와의 연계
O중학교에서는 교내위원회, 순회상담, 전문가팀의 각 역할 중 보호자와의 연계의 방법을
고민하였다. 판단과 지도․조언에 관한 전문가팀의 보고서에서 ｢가정에서의 유의사항｣에서
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생활기능의 향상을 도모한다｣, ｢대인관계의
기초를 다진다｣ 등 구체적인 기술을 염두에 둔 활용하기 쉬운 형식이 되어 있다. 또한 경
우에 따라서는 교내위원회에서의 보고뿐만 아니라 순회상담에 의해 보호자에 대한 면담에
의한 조언 등도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리하여 입학 당시에는 학력에 관해 불안을 품고 있
던 보호자가 그 후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 가정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하고 있다.

Ⅳ. 특수교육으로부터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
1. 21세기의 특수교육의 방향에 관하여(최종보고)
현재 일본은 기존의 특수교육으로부터 새로운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기에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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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살펴본 일련의 학습장애를 둘러싼 움직임과도 관련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6일에 중앙행정부의 재편에 의해 문부성은 문부과학성으로 바뀌고 문부성의 특수교육과는
특별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새로 생긴 문부과학성 특별교육지원과 산하에서 조
사연구협력자회의는 2000년 11월의 중간보고를 거쳐 2001년 1월 15일에 ｢21세기의 특수교
육의 방향에 대하여-각 아동의 필요에 응하는 특별한 지원에 대하여-(최종보고)｣(이하, 21세
기의 특수교육최종보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개인의 필요를 파악하여 그에 대응하는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점이며 특수교육을 장에 규정하는 교육으로부터 개개인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에 응하는 교
육으로 전환하려는 점이다. ｢21세기의 특수교육최종보고｣는 금후의 특수교육의 방향에 관
한 기본적인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노말리제이션의 진전을 위해 장애가 있는 아동 등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사회 전체
가 생애에 걸쳐 지원한다.
(2) 교육, 복지, 의료, 노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유아기로부터 학교 졸업 후까지 장애
가 있는 아동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한다.
(3) 장애의 중도·중복화 및 다양화를 고려해 맹ㆍ농ㆍ양호학교 등에 있어서의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일반학급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등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 아동의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 취학지도
의 방식을 개선한다.
(5) 학교나 지역에 있어서의 참신하며 특색 있는 교육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교
육에 관한 제도를 재평가하여 시초손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한다.

(3)의 후반부의 ｢일반학급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생도 등｣을 ｢21세기
의 특수교육최종보고｣에서는 ｢학습장애, ADHD, 고기능 자폐증의 아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세 장애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 소
학교, 중학교 등의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학습장애아나 ADHD아, 고기능 자폐증아 등 특별
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기존의 특수교육이 맹ㆍ농ㆍ양호학교와 특수학급 등에 취학하는 아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소학교, 중학교 등의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학습장애아, ADHD아, 고기능 자폐증아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
요로 하는 아동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특수교육최종보고｣는 ｢보고｣(1999년) 등의 성과를 토대로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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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관해 전교의 지원체제, 통급에서의 지도, 순회지
도, 팀티칭, 비상근 강사 및 특별 비상근강사 또는 고령자 재임용제도 등의 활용, 맹·농·양
호학교의 특수교육센터 및 상담센터적 기능에 입각한 상담, 지원 등을 지적하고 있다.

2. 금후의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에 관하여(최종보고)
｢21세기의 특수교육최종보고｣ 발표 후 문부과학성의 조사연구협력자회의는 ｢소·중학교
등에 있어서의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작업부회(作業部会)｣와 장애종별(種別)의 틀을 벗어난
맹·농·양호학교에 관한 작업부회｣를 설치하여 금후의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에 관해 연구했
다. 그 성과는 2003년 3월 말에 ｢금후의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에 관하여｣(최종보고)(이하, 특
별지원교육최종보고)를 통해 발표되었다.
｢21세기의 특수교육최종보고｣에서는 학습장애아나 ADHD아 등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교
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그쳤
으나 ｢특별지원교육최종보고｣에서는 학습장애, ADHD, 고기능 자폐증에 대한 대응을 포함
하여 종래의 특수교육을 특별지원교육이라는 명칭 하에 크게 개혁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다. 清水가 ｢이 개혁의 실현은 각 지방자치제의 진력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
기는 하나 그것이 확실히 실현된다고 하면 중대한 변혁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清水,
2003, p. 107)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지원교육으로의 방향전환은 현재 일본의 특수교육
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점이며 일본의 전통적인 분리특수교육 그 자체를 재고하는 역사
적 개혁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별지원교육 최종보고｣에는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특별한 장에서 지도하는 『특수교
육』으로부터 장애아동생도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 『특
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육｣이라고 하지 않
고 ｢교육적 지원｣이라고 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뿐
아니라 복지, 의료, 노동 등의 여러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文部科学省、2004).
｢특별지원교육최종보고｣에서는 ｢특별지원교육｣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
별지원교육은 종래의 특수교육의 대상인 장애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ADHD, 고기능 자폐증
을 포함하는 장애 아동생도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위해 그 개개인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
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과 학습상의 곤란을 개선 또는 극복하기 위해 적절
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지원교육최종보고｣에서는 금후의 특별지원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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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복지, 의료, 노동 등이 협력하여 유아기부터 학교 졸업 후까지의 일관된 지원
을 위해 ｢개별교육계획｣을 작성한다.
(2) 장애가 있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 내 또는 관계기관이나 보호자와의 연락 조
정의 역할을 위한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가칭)｣를
학교의 교무(教務)로써 명확하게 위치시킨다.
(3) 각 토도후켄의 실태에 따라 일정규모의 지역을 ｢지원지역｣으로 설정해 ｢지원지역｣
내의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광역특별지원연락협의회(가칭)｣를 설
치한다.
(4) 종래의 장애종별의 맹·농·양호학교가 아닌 장애종별에 구애되지 않는 ｢특별지원학
교(가칭)｣을 설치해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교(同校)가
지역의 소ㆍ중학교 등에 있어서 특별지원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5) 소ㆍ 중학교에 ｢특별지원교실(가칭)｣을 설치하여 일반학급에 재적하여 장애에 따른
교과지도나 장애에 기인하는 곤란의 개선, 극복을 위한 지도를 필요한 시간만큼 행한다.

특별지원교육의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학습장애, ADHD, 기능
자폐증을 새로운 특별지원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장애에
관해서는 ｢보고｣(1999년)에 의해 그 정의, 판별기준(시안), 지도방법 등이 제시되었으나 ｢특
별지원교육 최종보고｣에서는 ADHD, 고기능 자폐증에 관한 정의, 판별기준(시안), 지도방법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특별지원교육최종보고｣에 있어서는 2002년에 문부과학성이 조사연구회에 위촉해서
실시한 일반학급에 재적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생도에 관한 전국 실
태조사｣의 결과가 제시되어 학습장애, ADHD, 고기능 자폐증을 포함하는 특별한 교육적 지
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약 6%의 비율로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
고 있다. 특별지원교육 체제의 정비로써 학습장애아에 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사업｣이 실시된 것은 전
술한 바와 같다.
한편 2003년부터는 학습장애 뿐만 아니라 ADHD, 고기능 자폐증의 아동을 포함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지원교육추진체제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
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사업에서 성과가 확인된 교내위원회의 설치, 교육위원
회에의 전문가팀의 설치, 순회상담이라는 세 가지 내용을 이어서 실시함과 동시에 ADHD나
고기능 자폐증에 대한 판단기준·실시파악의 관점(시안)의 검증,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의
지명과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도체제의 내실화사업에서
는 각 현의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이 사업에서는 전국의 소, 중학
교 약 33,000교 중 10%를 넘는 약 3,600교가 대상이 되어 2007년까지 모델 지역에 학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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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ADHD 고기능 자폐증의 아동생도에 대한 지원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文部科
学省、2004).

Ⅴ. 결 론
일본의 학습장애아교육에 관해 문부과학성의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에 들어 일본에서는 일반학급에 재적하고 있는 학습장애아 등에
관한 적절한 지도 및 지원이 긴급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어 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
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학습장애아 등을 새로운 교육대상으로 포함하
는 특별지원교육으로의 전환을 표명함으로 일반학급에서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왔던 학습
장애아 등에 대한 교육적 지원체제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4년에 성립된 ｢발달장애인지원법(発達障害者支援法)｣7) 은 학습장
애를 비롯한 발달장애아(인)의 지원을 위한 법률의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아의 조기발견, 조기교육, 학교교육에 대
한 지원, 취로지원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념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질적인 지
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
고 아동별 지원 프로그램의 작성이 가능한 교사의 양성과 발달장애의 진단이 가능한 전문
의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前川(2003)는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원체제가 다른 장애와 비교해 월등히 뒤지고 있
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1) 일반 학급
에 재적하고 있는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원-수업 중에 노트를 받아 적거나 읽기를 도와주는
보조원의 배치, (2) 일반학교에서 학습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개별지도의 장을 확보-일정 수
업을 개별지도로 바꿀 수 있도록 개인의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치, 개별지도가 가능
한 학습장애 전문의 지도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할 것, (3) 학교 내의 정기시험 및 입시 등
에 있어서의 특별수험조치-시간 연장, 문제를 읽어주는 보조원, 해답 용지에 적어주는 보조
원, 워드 사용 등을 통한 지원의 확보.
7)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 『발달장애』는 자
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그 외의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그 외 이에
준하는 뇌기능의 장애이며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령(政令)에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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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일본에서 학습장애아에 대한 지원체제가 확립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
제들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아동 하나하나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여 학교 전체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
장애아교육은 일본의 새로운 교육지원의 방향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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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 of Educ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Japan
- Based on Analysis of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MEXT)'s White Paper -

*

Hong, Jeongsuk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discussion and trend of educ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Japan through an analysis of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MEXT)'s White Paper. In Japan, since 1990, there has been a lively and
public discussion on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ir education. Today Japan picks up the
road to special support education, departing from special education. This has a close
relation to educ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at special support
education enlarges the existing objects of special education, including children who have
learning disabilities,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r high-functioning autism.
This enlargement is the bottom line of special support education. Today, in Japan,
MEXT put nationwide model projects into operation for improving educational
supporting system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etc.
Key words : Japan, Education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special suppo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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