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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연·박승희.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서울 지역 부모들이 고려한 요인
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 2002, 제7권, 제2호, 269- 293.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특
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표집된 278명의 부모들의 질문지 응답을 요인분석하여 장
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 9개가 추출되어 명명
되었으며, 각 요인들이 어떠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9
개 요인의 고유값 및 요인 적재량의 산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가 타당한 측정
도구였음을 보여주었다. 추출된 9개 요인들에 대해 부모들은 특수교육 교사의 전문성 , 장애
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 장애자녀의 특성 ,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 장
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 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요인의 순으
로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관련된 기대감 혹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시설과 전문적인 서비스 중 어느 요인을 더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이 지적되었고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이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지도하는 취학전 교육 프
로그램 교사 및 치료교육 전문가가 초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과 염려를 이해하고
나아가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선택에 관련하여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학생에게 가
장 적합한 학교 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여건 제고를 촉구하는 정책 제언을 하는
데 한 가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 초등학교 선택요인, 학교배치, 초등학교로의 전이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 구의 배 경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배치를 위한 학교 선택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 장애아동의 출
생 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공식적인 선택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1조 1항
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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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 11조 3항에는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함으로써 각급학교 배치 결정
에 부모의 참여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아동의 경우 취학 연령에 이르면 지역사
회 내의 가까운 학교에 자동적으로 배치되는 상황(교육법 시행령 제 92조)과는 다르게, 장애
아동의 부모는 장애자녀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는 과정에서 최선 의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시기(Losen & Losen, 1985)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의 전반에서 부모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주장과 실천이 있어왔
다(Singer & Powers, 1993; T hurnbull, & T hurnbull, 1990). 장애자녀의 학교 배치와 프로그
램의 선택과 같은 교육적 결정에 부모들이 활발히 참여하여야 하는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런데 장애아동의 취학전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로의 진학
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어
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Hains, Fowler & Chandler, 1988; Hamblin- Wilson & T hurman,
1990; Robinson, Braxdale & Colson, 1988). 장애아동의 가족이 경험하는 전이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약간 다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시기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시기이다(Hanline, 1988).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장애아동의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나 위기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전이의 시기가 되며 그에 따른 특별한 지
원을 요구하게 되는 시간이 된다(Fiechtl, Rule & Innocenti, 1989; Fowler et al., 1988; Hains,
Fowler & Chandler, 1988; Hanline & Halvorsen, 1989; Hanline, Suchman & Demmerle,
1989; Haymes, Folwer & Cooper, 1994).
문헌들은 장애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령전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
의 전이가 조심스럽게 조기에 계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alisbury & Evans, 1988; Wolery,
Strain & Bailey, 1992). 전이계획의 실행시기에 관하여 Baily (1989)는 장애아동과 부모는 늦
어도 초등학교 입학 6개월 전에 세밀한 전이계획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Lazzari &
Kilgo, 1989에서 재인용). 초등학교로의 전이시기에 장애아동과 부모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아동이 극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그만큼 커지게 되
므로 이 시기는 중요하다. 장애자녀를 위해 최선의 교육기관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 이거나 최선 의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장애자녀의 초
등학교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들은 부모 자신의 불안, 두려움, 죄책감, 학교에
대한 불신 등 때문에 자녀의 학교 배치 결정과 같은 부모참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를
받기도 하며, 전문가들과 항상 일치된 배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Diamond, Spiegel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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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ll & Hanrahan, 1988). 부모들은 학교 배치를 결정한 후에 새로운 학교 및 서비스를 선
택한 자신의 결정이 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며(Hanline &
Knowlton, 1988), 부적당한 학교 배치 문제로 인해 불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Meyer &
Blacher, 1987).
현재 우리나라 부모가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배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동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매우 부담스럽고 조심스런 것이다. 통합교육
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게 주는 교육적, 사회적 유용성이 특수교육계에서는 더 이상 논
쟁거리가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는 학교의 지정·배치 시에 일반학교 우선
배치 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법적으로도 지지를 받게 되어 있어서(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
칙 제4조), 부모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하기 원한다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배치를 위한 지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특수학교를 그 선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1990년의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수는 102개교였고 19,947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는데,
1995년에는 108개교 21,569명의 학생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129개교 24,196명으로 증
가하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1a)에 의하면, 전국의 특수학교 총 수는 134
개교이고, 24,39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수는 3,846개 학급이며,
26,81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 수 비율은 거의 반반으로, 48
대 52로서 특수학급이 조금 앞서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과
욕구를 보이면서도 실제로 자녀를 학교에 배치할 때는 분리된 특수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를 나타낸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통적이다(박승희, 1999, 2001; Hanline & Halvorsen,
1989; John, 1987; Ryndak et al., 1995). 다른 연구들에서도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여전히 분
리된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고 있으며, 최소제한적 환경(LRE )의 개념이 부모들에게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Blackman, 1989; Green & Shin, 1994; Halvorsen & Sailor, 1990; Hanline,
Suchman & Demmerle, 1989; Haring et al., 1992; John, 1987; Osborne & Dimatia, 1994).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990년 초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여간 장애아동의 특수교
육 기회 증대의 절박성으로 특수학교의 학생수 뿐 아니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수 또한
모두 증가하였다(박승희, 1999).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특수학교 수의 증가와 특수학
교 전체 학생수의 증가에 비해서 특수학교 초등부 1학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표 - 1>에 나타나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는 특수학교 수가 5개교 증가하면
273

언어청각장애연구

서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는 201명 증가하였으나, 초등부 1학년 학생수는 219명이 감소한 의
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한국 특수교육의 정책에서 통합교
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경향(교육인적자원부, 2001b; 박승희 외, 2001)과 가장 최근 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선택 시에 통합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반영하는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표 - 1> 전국 특수학교 수,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및 초등부 1학년 학생수 변화 추이
년도

전국 특수학교
총수

특수학교
전체 학생수

특수학교
초등부 1학년 학생수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08
109
114
118
123
129
134

21,569
21,948
22,789
23,487
24,091
24,196
24,397

1,865
1,651
1,813
1,686
1,743
1,722
1,503

장애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두 가지 기관 중에서 선
택을 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일지라도 장애아동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되는 초등학교의 선택은 장애아동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부모나 교사 및 관련 전문가 모두에게 우선적 관심사가 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의 부모나 가족들의 관심과 요구 및 염려에 대해 이해하
는 것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에게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이다(Hains, Fowler & Chandler,
1988; Campbell & E s sex , 1994). 특수교육 전문가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를 판별

하도록 돕고,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염려에 상담해주는 역할
을 하여야 한다(Diamond, Spiegel- McGill & Hanrahan, 1988; Hains, Fowler & Chandler,
1988; Hanline, 1988).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다양한 선택 가운데 학교 배치를 선택하는 결정
자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Diamond, Spiegel- McGill &
Hanrahan, 1988; Fiechtl, Rule & Innocenti, 1989; Fowler et al., 1988; Hains, Fowler &
Chandler, 1988; Lazzari & Kilgo, 1989; Wolery, Strain & Bailey, 1992).
이를 위해서 연구들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원하
거나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Fowl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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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8). 장애자녀의 초등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부모들이 어떠한 사항들을 고
려하는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결정 과정에 보다 적합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다. 부모들이 통합교육 환경인 일반학교와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의 선택 가운데 어떠
한 요인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학교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 부
모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나 염려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가 있
으며, 그에 따른 적합한 지원도 제공될 수가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선택 시에
고려하는 요인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한 집단에서 어떻게 다른 정
도로 고려되었는가의 정보는 초등학교 선택 및 결정상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 부모들 중 실제로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한 집단이 서
로 다르게 고려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나아가 최선의 교육 배치가 가져야 하는
질적인 지표들을 판별해 내는 데에 중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장애아동
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서 중요한 협력자인 부모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초등학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보이는 지원욕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미미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선택 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문헌들
에서 제시하는 면에서도 미흡하였고, 더구나 부모들이 실제로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시에
고려한 요소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학교선택이란 용어는
특수학교 혹은 일반학교라는 학교유형의 선택 뿐만 아니라, 여러 특수학교들과 일반학교들중
에서 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2 . 연 구의 목 적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해 내어 각 요인에 이름을 부여하고, 둘째, 각 요
인을 고려한 정도의 순위를 제시하고, 셋째,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
한 부모집단이 각 요인들과 각 문항들을 고려한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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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 구 대 상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장애자녀의 초등학교를 선택하였던 서울 지
역의 총 278명의 부모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서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초등학교 배치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학교환경인 특수학교 초등부와 일반학교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자녀의 배경변인들을 고려하여
목적표집하지는 않았다. 특수학교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특
수학교 1개교씩 무선표집하였고, 특수학급의 경우는 서울시 소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
교 253개교 중에서 6번째 1로 계통표집한 45개교 특수학급에 질문지를 배부하여서 연구대상
이 표집되었다. 또한 특수학급의 경우 학습부진아동만 있는 학교는 제외하기 위해 전화로 확
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질문지 배부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총 278명의 부모들로서 특수학교에 입학시킨 부모 175명, 일반 초등
학교에 입학시킨 부모 103명을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의 장애자녀들은 일반학교에 입학한 아
동이 103명(37.1 %), 특수학교에 입학한 아동이 175명(62.9 %)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장애자녀
들은 저학년(1 - 3학년)이 162명(58.3 %), 고학년(4 - 6학년)이 116명(41.7 %)이었다. 장애자녀
의 장애유형으로 보면, 정신지체는 94명(33.8 %), 자폐 및 정서장애는 127명(45.7 %), 지체장
애는 57명(20.5 %)이었다. 연구대상인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정도에 대해 18명(6.5 %)은 경도,
170명(61.2 %)은 중등도, 90명(32.4 %)은 중도로 지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중등도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하였다.

2 . 질문지의 구성
본 질문지는 (1)장애자녀의 기초 배경 정보로 자녀의 연령, 입학한 학교유형, 학년, 장
애유형, 장애정도를 묻는 문항, (2)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고려하는 내용을 담은 35개
문항이 제시되며,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였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35개의 문항들의 내용은 <표 - 2>에 제시되어있다. 본 질문지에서 초등학교 선택은 장애자
녀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의 학교 선택을 의미하였다. 본 질문지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많이 고려했다 (5점)에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1점)까지 응답
할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많이 고려하였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역계산으로 처리되는 문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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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한 내용의 35개 문항
문항

문항 내용

1

초등학교 선택과 관련되어 가족(배우자, 장애 자녀의 형제자매 등)들이 제공한 의견

2

다른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에 대해 말해 준 이야기 및 정보

3

학령전 교육기관(조기교육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사가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에 대해
말해 준 이야기 및 정보

4

학령전 교육기관(조기교육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사가 진학을 추천한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5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부모교육 강좌의 내용

6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자녀의 신변처리 능력(예: 화장실 다녀오기, 점시시간에 식사하기 등)

7

자녀가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

8

자녀의 기초 학업적 능력

9

자녀가 학교의 여러 장소(교실, 운동장 등)를 찾아다니는 능력

10

자녀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점

11

교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자녀의 문제행동

12

일반학교 일반아동이 자녀를 놀리거나 괴롭힐 수 있는 점

13

일반학교 일반아동과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

14

일반학교 일반아동이 자녀에게 학습 및 행동의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점

15

일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16

일반교사가 장애아동 부모를 대하는 태도

17

일반학교 교장 및 교감 선생님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18

일반교사의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능력

19

특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20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21

장애아동 지도에 요구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22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

23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학교의 특별한 시설

24

학교에서 받는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25

자녀가 속한 학급의 학생수

26

입학 후 예상되는 교육비

27

학교에서 정보를 나누거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의 관계

28

일반학교의 일반아동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29

자녀의 학급에서 감당해야 하는 학부모 역할의 부담

30

일반학교의 일반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31

비장애 자녀가 장애 자녀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32

비장애 자녀가 학교에서 장애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점

33

집에서 학교까지 소요되는 통학 시간

34

등·하교시 부모님이 자녀를 직접 데려다 줘야 하는 점

35

등·하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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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문지의 개발 및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장애 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한 요인에 관한 연구
질문지 는 예비 질문지 고안 단계를 걸쳐 개발되었다. 취학전 장애아동의 부모 10명과 실제로
이미 초등학교에 취학한 장애아동의 부모 6명의 초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의견들을 직접 면담
으로 조사하였고, 초등학교 취학 및 선택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예비 질문지를 고안하였다. Fowler et al. (1988)이 장애자녀의 조기중재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로의 전이를 돕기 위해 개발한 T ransition Planner 1 (T P1), T ransition Planner 2 (T P2) 양식
에 포함된 항목들을 참조하였다. 그 항목들은 부모와의 대화, 전문가의 검토, 그리고 1년간의
사전검사 후에 채택된 것이었다. Hanline & Halvorsen (1989)이 장애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으로의 전이과정에서 제공받은 지원, 당시의 관심과 염려, 통합 후의 효과를 판별하기 위
해 면담한 내용과, Hamblin- Wilson & T hurman (1990)이 장애유아 91명의 부모들을 대상으
로 전이과정의 참여, 준비, 만족에 대한 지각을 판별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를 참조
하였다. 또한 Hanline (1988)이 공립 특수교육 유치원(preschool)에서 전이를 하는 장애아동
의 부모들의 관심을 판별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와 John (1987), Green & Shin (1994),
Diamond, Spiegel- McGill & Hanrahan (1988), Hains, Fowler & Chandler (1988), Hanlin &
Knowlton (1988), Hunt et al. (1993)의 연구를 주요하게 참조하였다.
예비 질문지는 특수교육 석사학위가 있거나 과정 중에 있으며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
학 상담 경험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10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뒤 수정하였다. 그
리고 장애아동의 부모들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질문지를 시행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
된 문항들을 수정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신뢰도 검증(Chronbach

= .8974)을

하였다. 각 문항 제거에 따른 신뢰도 변화를 참고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삭제 또는 수정하였고, 그 후에 다시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질문지의 재수정이 이루
어져 총 35문항의 질문지가 최종 완성되었다(Chronbach

= .89).

4 . 본조사 및 자료처리 방법
본 질문지는 장애자녀의 초등학교를 선택하고 배치시킨 경험이 있는 400명의 부모들에
게 배부되어 278부가 회수되었고, 그들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서울시 소재의 특수학교
3개교(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학교들 중 무선표집으로 각 1개교) 초등부의 부모들
과 45개교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부모들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되었다. 특수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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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34부 중 175부가 회수되었으며(74.8 %), 일반학교에서는 166부 중 103부가 회수되었다
(62.05 %). 전체 400부 중 총 278부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69.5 %였다. 본 연구에서 회수
된 질문지 자료는 SPSS/ PC+에 의해 통계처리되었다(김종수 외, 1996).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CFA (Common Factor Analysis ) 모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여 직각회전(orthogonal rotation)시켜 각 요인의 고유값과 요인적재
량, 요인들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추출된 9개 요인의 문항들의 특성을 검
토하고,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한 요인들의 순위를 알아
보았으며,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 각 요인과 각 문
항을 고려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장 애자 녀 의 초등 학 교 선택 시 부 모 들 이 고 려 하 는 요 인
가 . 9개 요 인의 추 출과 요 인명 명
본 연구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
9개가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표 - 3>에서
보듯이 .460 - .826이며 대부분 .6 - .7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요인적재량이
보통 .3이상이면 유의성이 있다고 하며, .4 이상이면 매우 높은 적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김
종수 외, 1996). 추출된 9개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들은 1.15 - 7.70이었다. 요인 고유값은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김종수 외, 1996),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의 고유값은 모두 1 이
상이었다. 추출된 9개 요인 및 요인분석에서 상관행렬 분해 과정동안 고유값(이순묵, 1995),
문항별 요인적재량은 <표 - 3>에 나타나 있다.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9개 각 요인내 문항들의 내용을 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이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Ⅰ요인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 Ⅱ요인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 Ⅲ요인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Ⅳ요인 장애자녀의 특성 , Ⅴ
요인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 Ⅵ요인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 Ⅶ요
인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 Ⅷ요인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 Ⅸ요인 장애자
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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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는 9개 요인의 명칭,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내용, 각 문항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나타낸다.

<표 - 3>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의 추출, 문항별 요인적재량
및 고유값
요인 문항

Ⅰ요인

Ⅱ요인

Ⅲ요인

Ⅳ요인

Ⅴ요인

Ⅵ요인

Ⅶ요인

Ⅷ요인

Ⅸ요인

15
16
17
18
13
14

.826
.806
.798
.7 65
.646
.6 18

.054
.097
.040
.016
.105
.155

- .033
- .003
.041
.021
- .009
.067

.178
.083
- .044
.191
.202
.101

- .045
.075
.172
.188
- .156
- .240

- .036
.261
.206
- .005
- .207
- .178

.081
.051
.055
.150
.064
.187

.178
.075
.129
.027
.315
.147

.073
- .009
- .023
.010
.229
.289

Ⅱ

3
4
2
1
5

.015
- .060
.104
.115
.290

.8 16
.7 14
.694
.640
.540

- .021
.016
.069
.138
.240

.042
.172
.006
.037
.054

.122
.068
- .085
.053
.192

.017
.146
.052
.144
.050

.078
.051
.203
- .008
.008

.126
.148
.153
- .143
- .044

- .005
- .015
- .021
.174
.027

Ⅲ

34
35
33

- .002
- .006
.060

.064
.098
.087

.849
.820
.769

.113
- .000
.011

.015
.136
- .007

.157
.106
.107

.131
.021
- .013

- .043
- .102
.037

.080
.085
.238

Ⅳ

7
8
6
9

.194
.299
- .044
.191

.039
- .017
.143
.133

- .014
.070
.018
.102

.802
.730
.699
.656

.084
.122
- .052
.195

- .037
.074
.055
.143

.051
.057
.080
.025

.205
.017
.054
.287

.010
- .085
.135
- .105

Ⅴ

23
24
25

- .001
.066
.076

.005
.079
.161

.067
.043
.062

- .004
.150
.078

.8 16
.727
.688

- .046
.199
.105

.244
.028
- .025

- .002
- .092
.172

.051
.047
.022

Ⅵ

27
29
30
20
26

- .109
.092
.392
.147
.013

.119
.162
.061
.188
.163

.277
.220
.022
.043
.392

- .037
.243
.086
.023
.040

.238
- .016
.049
.083
.105

.679
.599
.568
.5 14
.475

.117
.085
.005
.507
.122

.106
.141
- .020
.097
.113

.103
.269
.383
- .053
.032

Ⅶ

21
19
22

.076
.277
.072

.117
.102
.049

.131
- .065
.027

.004
.192
.064

.141
- .021
.547

.036
.038
.017

.822
.725
.640

.125
.013
.019

.010
- .083
.168

Ⅷ

11
10
12

.162
.247
.392

.133
.053
.107

- .065
- .092
.139

.157
.237
.117

.048
- .021
.112

.092
.079
.145

.078
.040
.147

.8 16
.789
.460

.042
.046
.012

Ⅸ

32
31
28

.117
.023
.466

.076
- .006
.047

.213
.207
- .039

- .041
- .006
.118

.099
.063
.029

.086
.175
.438

- .078
.047
.039

- .035
.145
- .081

.784
.773
.508

7.70

3.63

2.54

2.09

1.86

1.48

1.40

1.17

1.15

Ⅰ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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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9개 요인명과 각 요인내 문항들의 내용 및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번호
13
14
(Ⅰ) 일반아동 15
및 일반교사
16
관련변인
17
18
1
2
(Ⅱ)진학관련
3
의견, 조언 및
정보
4
요인명

5
33
(Ⅲ) 통학방법
34
및 통학시간
35
6
(Ⅳ)
장애자녀의
특성

7
8
9

(Ⅴ)
23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24
25
서비스
20
(Ⅵ)
26
장애자녀의
27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29
30
19
(Ⅶ) 특수교육
21
교사의전문성
22
(Ⅷ) 장애자녀 10
및일반아동의 11
부정적인행동 12
(Ⅸ) 장애자녀 28
와 관련된
31
비장애자녀의
32
학교생활

문항 내용

M

SD

일반학교 일반아동과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
일반학교 일반아동이 자녀에게 학습 및 행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점
일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일반교사가 장애아동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일반학교 교장 및 교감 선생님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일반교사의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능력
초등학교선택과 관련되어가족(배우자, 장애자녀의 형제자매 등)이 제공한의견
다른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대해 말해 준 이야기, 정보
학령 전 교육기관(조기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사가 일반학교 혹은 특
수학교에 대해 말해준 정보
학령 전 교육기관(조기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사가 자녀의 진학을 추
천한 학교(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부모교육 강좌의 내용
집에서 학교까지 소요되는 통학시간
등하교시 부모님이 자녀를 직접 데려다줘야 하는점
등하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편리성
학교생활에서 요구되는 자녀의 신변처리 능력
(예;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시간에 식사하기 등)
자녀가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
자녀의 기초 학업적 능력
자녀가 학교의 여러 장소(교실, 운동장 등)를 찾아 다니는 능력

3.76
3.62
3.74
3.48
3.29
3.55
3.55
3.68

1.26
1.30
1.25
1.31
1.35
1.28
1.22
1.10

3.55

1.10

3.34

1.27

2.88
3.33
3.41
3.37

1.23
1.33
1.38
1.43

3.66

1.12

3.77
3.58
3.62

.97
1.21
1.15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학교의 특별한 시설

3.72

1.25

학교에서 받는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3.34

1.46

자녀가 속한 학급의 학생 수
특수교사가 장애아동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입학 후 예상되는 교육비
학교에서 정보를 나누거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학급에서 감당애야 하는 학부모 역할의 부담
일반학교의 일반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 부모를 대하는 태도
특수교사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장애아동 지도에 요구되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
자녀가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는 점
교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자녀의 문제행동
일반학교 일반아동이 자녀를 놀리거나 괴롭힐 수 있는 점

3.35
3.72
2.58
3.19
3.41
3.20
4.33
4.28
4.11
3.58
3.71
3.80

1.30
1.26
1.28
1.26
1.14
1.32
.96
.89
.89
1.26
1.14
1.20

일반학교의 일반아동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

3.22

1.31

비장애 자녀가 장애자녀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3.39

1.45

비장애 자녀가 학교에서 장애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점

2.9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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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Ⅰ요인: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 변인 이 추출되었다. 이는 일반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 일반아동의 모델링 역할, 일반교사의 장애아동 및 부모에 대한 태도 및 지
도능력, 학교 행정가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2) Ⅱ요인: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가 추출되었다. 이는 가족들의 의견, 다른 장애아
동의 부모 및 학령전 교육기관 교사가 제공한 정보 및 추천 학교, 부모교육 강좌의 내
용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3) Ⅲ요인: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이 추출되었다. 이는 통학시간 및 등하교시 부모와의 동
행여부, 교통수단의 편리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4) Ⅳ요인: 장애자녀의 특성 이 추출되었다. 이는 장애자녀의 학교에서 요구되는 신변처
리 능력,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 기초 학업적 능력, 학교의 여러 장소를
찾아 다니는 능력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5) Ⅴ요인: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가 추출되었다. 이는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학
교의 특별한 시설, 관련 서비스, 학급당 인원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6) Ⅵ요인: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추출되었다. 이는 특수교사가 장애아
동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교육비,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 학부모
역할의 부담, 일반아동 부모들이 장애아동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항들로 구
성되었다.
(7) Ⅶ요인: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이 추출되었다. 이는 특수교사가 자녀를 수용하는 점,
장애아동 지도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8) Ⅷ요인: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이 추출되었다.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
및 일반아동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9) Ⅸ요인: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이 추출되었다. 비장애자녀가 장애
자녀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점, 일
반아동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나 . 9개 요인 들간 의 상관 관계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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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요인간 상관관계
요 인
Ⅰ

Ⅰ

Ⅱ

Ⅲ

1.00
.253 **
1.00
*
.38 1**
.251*** 1.00
*
.280 **
.270 * *
.394***
*
*
.223 * *
.119*
.226***
*
.506 **
.454 * *
.275***
*
*
.339 **
.190** .122*
*

Ⅱ
Ⅲ
Ⅳ
Ⅴ
Ⅵ
Ⅶ

Ⅳ

Ⅴ

.336*** .141**

Ⅸ

전체

1.00

.496*** .159**

.176**

.433*** .177**

.020

Ⅸ

.3 17 ** .264*** .25 2* * .305*** .365 **
*
*
*
.688 **
.575 * *
.475 **
.601***
.730***
*
*
*

전 체

Ⅷ

.325*** 1.00

.069

.118*

Ⅶ

1.00

Ⅷ

.248***

Ⅵ

.268***
.598***

1.00
.344 * *
1.00
*
.122*
.116*

1.00

.57 1* *
.470*** .514***
*

1

* p < .05, ** p < .01, *** p < .001
요인명: (Ⅰ) 일반 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Ⅱ)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Ⅲ)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Ⅳ) 장애자녀의 특성,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Ⅵ)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
할, (Ⅶ) 특수교사의 전문성, (Ⅷ)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Ⅸ)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
장애 자녀의 학교생활

상관계수가 .60 이상으로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고려하는 9개 요인 전체에 대해
서 상관이 높게 나온 요인은 (Ⅳ) 장애자녀의 특성 , (Ⅰ)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
(Ⅱ)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요인이었다.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020 - .506으로 대
부분 각 요인들간에 서로 상관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자녀의 초등
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추출된 9개 요인이 상호 독립된 요인들로 적합하
게 추출된 것임을 나타낸다.

다 . 부 모들 이 9개 요인 들을 고 려한 순위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9개 요인들을 고려한 순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는 <표 - 6>에 제시된다. <표 - 6>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
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각 요인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서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으며,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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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합한 전체 부모집단이 고려한 우선 순위를 알아볼 수 있다. <표 - 6>에서 보듯이 일반
학교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장애자녀의 초등
학교 선택 시 (Ⅶ)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두 부모집단에서 (Ⅷ)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 (Ⅳ) 장애자녀의 특성
요인이 모두 4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과 아울러 장애자녀와
관련된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모집단을 합한 전체 부모집단이 고려한 평균점수에 의한 순위를 살펴보면, (Ⅶ)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에 이어 (Ⅷ)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 (Ⅳ) 장애자
녀의 특성 , (Ⅰ)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
(Ⅱ)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 (Ⅲ)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 (Ⅵ) 장애자녀의 부모로서
의 지위 및 역할 , (Ⅸ)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순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 6> 일반학교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과 전체 부모집단의 각
요인들을 고려한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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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일반학교 부모집단(n = 103)
(평균, 표준편차)

특수학교 부모집단 (n = 175)
(평균, 표준편차)

전체 부모집단 (N = 278)
(평균, 표준편차)

1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M = 4.18, SD = .74)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M = 4.27, SD = .74)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M = 4.24, SD = .74)

2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M = 3.77, SD = .84)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M = 3.87, SD = .83)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M = 3.70,SD = .97)

3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M = 3.70, SD = .78)

장애자녀의 특성
(M = 3.68, SD = .90)

장애자녀의 특성
(M = 3.65, SD = .86)

4

장애자녀의 특성
(M = 3.60, SD = .78)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M = 3.65, SD = 1.03)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M = 3.57, SD = 1.02)

5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M = 3.40, SD = .81)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M = 3.50, SD = 1.14)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M = 3.47, SD = 1.07)

6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M = 3.39, SD = 1.12)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M = 3.40, SD = .87)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M = 3.40, SD = .84)

7

비장애자녀의학교생활
(M = 3.15, SD = 1.05)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M = 3.36, SD = 1.13)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M = 3.37, SD = 1.19)

8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M = 3.10, SD = .09)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M = 3.29, SD = .79)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M = 3.22, SD = .85)

9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M = 2.80, SD = 1.10)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M = 3.21, SD = 1.19)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M = 3.19, SD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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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 학 교 특 수학 급 을 선 택한 부 모 집 단과 특 수 학 교를 선 택 한 부 모 집 단 간 의 각
요인 을 고 려한 정 도 의 차 이 분 석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9개 요인을 고려한 정도의 차이 결과는 <표 - 7>과 같았으며, 장애자녀의 초등
학교 선택 시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서
각 요인을 고려한 정도의 차이는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을 제외한 8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은 특수학교를 선택
한 부모집단(M = 11.61, SD = 2.48)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M = 8.40, SD = 3.30)보다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장애자녀의 초
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라는 두 가지 교육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게 하는 데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이 차이 요인 중 하나임을 뜻한다.

<표 - 7> 일반학교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 각 요인을 고려한 정도 차이
일반학교

특수학교

평 균 (SD)

평 균 (SD)

(Ⅰ)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13, 14, 15, 16, 17)

22.20 ( 4.70)

21.00 ( 6.82)

1.58

(Ⅱ) 진학 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1, 2, 3, 4, 5)

17.01 ( 4.06)

16.99 ( 4.33)

.03

(Ⅲ)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33, 34, 35)

10.16 ( 3.37)

1.07 ( 3.68)

.18

(Ⅳ) 장애자녀의 특성 (6, 7, 8, 9)

14.39 ( 3.14)

14.74 ( 3.61)

.82

8.40 ( 3.30)

11.61 ( 2.48)

9.18***

(Ⅵ)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20, 26, 27, 29, 30)

15.52 ( 4.70)

16.47 ( 3.97)

1.79

(Ⅶ)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19, 21, 22)

12.54 ( 2.22)

12.82 ( 2.22)

.99

(Ⅷ)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10, 11, 12)

11.32 ( 2.52)

10.95 ( 3.10)

1.03

9.45 ( 3.15)

9.64 ( 3.57)

.46

120.99 (21.29)

124.29 (18.99)

1.34

요 인 명 (문항번호)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23, 24, 25)

(Ⅸ)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생활
(28, 31, 32)
전

체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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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 반 학교 특 수 학 급을 선 택 한 부 모 집 단 과 특 수 학 교 를 선 택 한 부 모집 단 간 의 각
문항을 고려한 정도의 차이 분석
두 부모집단간에 요인내에 포함된 각 문항들을 고려한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 8>에 제시된다.
(Ⅰ)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요인내의 2개 문항, 즉, 13번 문항(일반아동과 자
녀가 어울릴 수 있는 점)과 14번 문항(일반아동이 자녀에게 학습 및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
는 점)에서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함
으로써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
내 3개 문항들, 즉, 23번 문항(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학교의 특별한 시설), 24번 문항(학교에서
받는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25번 문항(자녀가 속한 학급의 학생수)에 대해서는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
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Ⅵ)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
할 요인내의 27번 문항(정보를 나누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두 부모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VII) 특수교육교사의 전
문성 요인내에서 22번 문항(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
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
나 두 부모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 8>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 각 문항을 고려한 정도 차이
일반학교

특수학교

평균(SD)

평균(SD)

일반학교 일반아동과 자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

4.10 ( .95)

3.55 (1.38)

3.54***

14

일반학교 일반아동이 자녀에게 학습 및 행동의 모델
이 되어줄 수 있는 점

4.15 (1.12)

3.31 (1.31)

5.42***

(Ⅴ)

23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학교의 특별한 시설

2.99 (1.37)

4.15 ( .94)

8.34***

(Ⅴ)

24

학교에서 받는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2.59 (1.55)

3.78 (1.21)

7.12***

(Ⅴ)

25

자녀가 속한 학급의 학생 수

2.82 (1.27)

3.67 (1.20)

5.63***

(Ⅵ)

27

학교에서 정보를 나누거나 친하게 지낼수
있는 다른 장애아동 부모와의 관계

2.87 (1.40)

3.39 (1.12)

3.37***

(Ⅶ)

22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

3.84 (1.00)

4.27 ( .78)

4.04***

요인

문항
번호

요 인 명

(Ⅰ)

13

(Ⅰ)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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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 9개가 추출되었
으며, 각 요인들은 어떠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별해 낼 수 있었다(<표 - 4> 참조).
본 연구에서 추출된 9개 요인의 고유값 및 요인적재량의 산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
문지가 타당한 측정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추출된 9개 요인들에 대해 부모들은 특수교육교
사의 전문성 , 장애자녀 및 일반아동의 부정적인 행동 , 장애자녀의 특성 , 일반아동 및 일반
교사 관련변인 ,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 통학방법
및 통학시간 , 장애자녀의 부모로서의 지위 및 역할 , 장애자녀와 관련된 비장애자녀의 학교
생활 요인의 순으로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 요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다는 결과는 장애자녀의 초등
학교의 선택 시에 교사의 전문적인 특성에 관심이 많다는 선행 연구들(Fowler et al., 1988;
Hains, Fowler & Chandler, 1988; Hanline, 1988; Hanline & Halvorsen. 1989)을 지지한다.
장애자녀의 부모들이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어느 기관을 선택하였건, 전체 부모집단의 응
답으로 볼 때,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는 것은 특수교육 무자격 교사가
아직도 특수교육현장에 실재하는 한국 교육현실에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박승희,
1999).
그 다음으로 부모들이 많이 고려한 요인은 장애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진 요인들임을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장애자녀의 부모들의 주된 관심은 다음 교육기관에서 자녀
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가, 장애자녀의 특성은 어떠한
가, 일반아동들로부터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요인은 6순위로 비교적 낮게 고려하였으며, 학령전 교육기관 교사가 제공한 정보보
다 다른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제공한 정보와 이야기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Hanline & Halvorsen (1989)이 통합환경으로의 전이 과정에 있는 부모들이 정서적 지원의
자원으로써, 다른 부모들에 대해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아동의 부모들끼리 상호 정확한 정
보를 주고 받으며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자녀의 다음 교육기관으로의 전이 시기에 자녀
의 진학과 관련된 정보 및 조언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Diamond, Spiegel- McGill &
Hanrahan, 1988; Fowler et al., 1988; Johnson et al., 1986; Hanline, 1988) 교사로부터 제공
받는 진학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를 다른 부모들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덜 선호하는 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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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그러므로 학령전 교육기관 교사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위해 초등학
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Hains, Fowler & Chandler, 1988;
Sainato & Lyon, 1989), 부모들에게 학령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특성, 차이점
및 유사점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
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전문가에 의해 제안된 학교를 미리 방문하
여 프로그램을 보고 오거나,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설명받기를 원하고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는 부모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
해 볼 필요가 있다(Diamond, Spiegel- McGill & Hanrahan, 1988; Hamblin - Wilson & T hur man, 1990; Hanline, 1988; Johnson et al., 1986).
또한 진학 관련 의견, 조언 및 정보 요인(Ⅱ) 내의 문항인 부모교육의 강좌 내용 을 고
려한 정도가 본 질문지의 35개 문항들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장애자녀
의 초등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선택 가능한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알도록 하고 초등학
교 배치를 결정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선택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할 것임을
확신시키는 데 부모교육 강좌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들의 내용 구성에서 진학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구성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장애자녀를 위
한 초등학교 선택과 결정을 위한 조언 및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로 전이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강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9개 요인 가운데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과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 (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을
고려한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
모집단이 Ⅴ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들의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
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의 교육현장의 실정으로 볼 때,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장
애아동들을 위해 특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해석일 것
이다. 특수학교는 우선 가시적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일반학교와는 다른 건축물 구조, 시설,
설비, 혹은 장치들이 되어 있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가 갖
추어진 교육기관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5조에 따라 부모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하여 자녀의 통합교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를 선택할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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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통합교육 실시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미국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일
반학교를 선택할 경우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설비된 시설, 관련 서비스, 적절한 교육적 지
원,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분위기를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owler et al., 1988; Hanline, 1988; Hanline & Halvorsen, 1989; Hanline, Suchman & Demmerle, 1989). John (1987)의 연구에 의하면,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들이 통합 프로그램을 선
택할 경우 적절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특수
학교를 선택했을지 모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는 실제로 일반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 특수학교에서와 같은 치료교육(관련 서비스)을 제공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은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현실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위한 특수학급 지원비가 증가하고, 2002년 서울시에서는 특수
학급 교실의 위치가 일반아동들과의 통합 및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급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금을 제공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 이와
같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도 변화를 보이고는 있으나, 우리나
라 현재 시점에서는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및 시설이 더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은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박승희, 1999). John (1987)의 연구
에서도 통합 프로그램을 선택한 부모들이 실제로 일반학교에서의 시설 접근성에서 91 %가
상실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환경이 개선되거나 일반학교 환
경이 좋다고 할지라도 장애아동들이 학교내 다른 여러 시설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며, 일반
아동들과 함께 교육적 효과를 얻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학교라는 분리환경이 어떠한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
는, 분리가 특혜 라는 인식을 부모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상황인 것이다(박승희, 1994).
학교의 특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특수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일반아동 및 일반교사 관련변인 요인내
의 일반아동에 관련된 문항들을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보다 의미있게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일반아동과 함께 어
울릴 수 있는 점과 일반아동의 학습 및 행동의 모델링 역할을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사회적 통합을 희망하며(Ryndak et al., 1995), 일반아동과 장
애아동간의 우정에 대한 상호성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학교 선택의 한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Fowler et al., 1988).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초등학교를 선택할 때 일반아
동과 관련된 기대감을 더 갖느냐 혹은 학교의 특별한 시설과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더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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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학교 선택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일반학교에 지원되는 장애아동을 위
한 교재 및 교구, 설비 등(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2항)이 향상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특수학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특수학교에서도 요사이 점점 일반아동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박승희, 2001), 학교생활 전반에서 일반아동
과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이 다른
장애아동의 부모와 정보를 나누고 친교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
보다 더 많이 고려했다고 응답한 결과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일반아동의 부모보다는 다른
장애아동의 가족과 알며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Lazzari &
Kilgo, 1989에서 재인용; 이귀원, 1995).
특수학교를 선택한 집단과 일반학교를 선택한 부모집단간에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요인들에서 고려한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모들의 장애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선택은
다른 중요한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이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를 선
택하였을 시에 적용한 특별한 일관된 기준이 없었을 수가 있다는 추론이다. 이는 부모들이
분리교육 혹은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배치에 대해 정확하고 적합한 판단을 할만한 충분한 지
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나(John, 1987), 최소제한
적 환경 및 특수교육 배치에 필요한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Green & Shin, 1994) 상태에서 일
반학교 혹은 특수학교를 선택하여 이런 것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도 장애자녀의 장애의 심각성
이나 독특한 교육적 욕구로 인하여 실제로 초등학교 진학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부모의 자율
적 결정에 따른 선택 이라기 보다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중 어떠한 한 교육배치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의 해석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은 현재 한국의 학교 여건으
로 볼 때 특수학교를 선택한 집단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택한 집단의 초등학교 선택 시
고려 요인에서의 차이라는 것 자체가 두 학교의 학생들의 장애 배경변인과 복잡하게 관련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장애배경 변인에 따른 목적표집을
하여 장애 자체가 학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상적 , 최
선 의 프로그램과 학교가 제공하는 적합한 프로그램간의 격차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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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녀의 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있어 최선의 교육적 환경이 잘 갖춰진 많은 학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험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조건의 제한된 학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
험이 주는 갈등과 만족의 차이는 분명히 큰 것이다. 부모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아동의 교
육적 배치, 특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많이 제공받았다고 생각
할수록 전이과정에서 만족을 느끼는데(Hamblin - Wilson & T hurman, 1990), 이들의 선택 과
정을 돕는 것은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주요한 역할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장애아동이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은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되며, 자녀의 현재 수행수준과
학교 배치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더라도 부모의 요청에 경청하는 역할
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관심과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령전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장애아동
의 부모들의 초등학교 선택과 관련된 관심과 염려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선택 시 고려하는 요
인들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는 통합교육 배치와 특수학교 배치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부모들의 관심과 염려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초등학교 선택 시에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자료들은 한국 특수교육
의 전달체계에서 장애아동 공교육의 첫 번째 학교배치가 되는 초등학교 배치가 모든 개별 장
애아동에게 최선 의 교육배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역할과 국
가의 정책적 지원들을 촉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에서 부모들이
고려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초등학교의 주요 두 교육환경인 특수학교 초
등부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초
등학교 입학 연령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위해 학교를 선택할 때
보편적으로 어떠한 요소들 을 고려하여 결정하는지 그 요인들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그
런데, 감각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의 경우는 학교 선택 시 비감각장애 자녀의 부모들보다는
자녀의 시각정애 혹은 청각장애가 다른 요소들보다 더 지배적 으로 학교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장애자녀 라는 용
어가 감각장애 자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결과 해석 시에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각장애 아동의 경우, 아직도 일반학교의 전반적 교육여건의 미비
로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감각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을 수집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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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위치가 서울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연구대상을 수집한 연구에
비해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서 제한성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대상을 서울 지역에서 표집
함에 있어서 특수학교의 경우는 정신지체, 정서장애,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들 중 1개교씩 무
선표집하였고,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253개교 중에서 6번째로 1로 계통표집한 45개
교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의 배경변인들의 고려 없이 무선으로 그 부모들에게 질문지를 배
부하였기 때문에 장애자녀의 배경변인들에 따른 분석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자녀가 입
학한 학교유형, 즉,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따른 분석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교육
현장의 실정으로 볼 때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지만,
이 두 교육환경 배치 자체가 그 곳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애변인들(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등)과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장애변인들에
따른 목적표집을 하여 장애변인에 따른 부모들의 학교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분
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인적자원부(2001a). 2001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2001b).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01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종수·이화진·김성홍·정종필(1996). SPSS/ PC+ 바로쓰기 . 서울: 홍진출판사.
박승희(1994). 통합교육의 여건 조성. 한국특수교육학회(편). 한국특수교육의 발전과제 . 서울: 한국특
수교육학회.
박승희(1999). 2000년대 한국 특수학급의 정체성과 발전방향: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관계
구도의 진전. 특수교육학연구 , 33(2), 35- 66.
박승희(2001). 한국 특수학교의 정체성과 역할에서의 새로운 선택. 특수교육학연구 , 36(1) , 1- 28.
박승희·강영택·박은혜·신현기·이효신·정동영(2001).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3- 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이귀원(1995). 통합여부에 따른 학령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묵(1995). 요인분석 I . 서울: 학지사.
Blackman, H. P. (1989). Special education placement : Is it what you know or where you live?
Excep tional Children, 55(5), 459- 462.
Campbell, J. A. & Essex , E. L. (1994). F actors affecting parents in their future planning for a son
or daught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 ducation and T raining M ental R etardation
and D evelop m ental D isabilities, 29(3), 222- 228.

293

언어청각장애연구

Diamond, K. E., Spiegel- McGill, P . & Hanrahan, P. (1988). Planning for school transition : An ecological- developmental approach. J ournal of the D ivision f or Early Childhood, 12 (3),
245- 252.
Fiechtl, B., Rule, S. & Innocenti, M. S. (1989). It s time t o get r eady for school. T eaching Excep tional children, 21(2), 63- 65.
Fowler , S . A ., Chandler , L. K., Johnson , T . E. & Stella, M. E. (1988). Individualizing family involvement in school transition : Gathering information and choosing the next progr am. J ournal
of the D ivis ion f or Early Childhood, 12(3), 208- 216.
Green, S. K. & Shin, M. R. (1994). Parent s attitudes about special education and reint egration : What
is the role of student outcomes? Excep tional Children, 61(3), 269- 281.
Hains, A . H., Fowler , S. A. & Chandler , L. K. (1988). Planning school tr ansition : F amily and professional collaboration. J ournal of the D ivis ion f or Early Childhood, 12(2), 108- 115.
Halvorsen, A. T . & Sailor , W. (1990). Integr ation of student s with sever e and profound disabilities :
A r eview of research. In R. Gaylord- Ross (Ed.), I ss ues and R es earch in Sp ecial E ducation. 1. New York: T eacher s College Pr ess .
Hamblin- Wilson, C. & T hurman, S. K. (1990). T he transition from early intervention to kinder garten : Parent al satisfaction and involvement . J ournal of Early I ntervention, 14 (1), 55- 61.
Hanline, M. F . (1988). Making the tr ansition t o preschool: Identification of parent needs. J ournal of
the D ivision f or Early Childhood, 12 (2 ), 98- 104.
Hanline, M. F . & Knowlt on, A. (1988). A collabor ative model for pr oviding support to par ents during
their child s tr ansition fr om infant intervention t o preschool special education public
school pr ograms. J ournal of the D ivis ion f or Early Childhood, 12(2) , 116- 125.
Hanline, M. F . & Halvorsen, A . (1989). Parent perceptions of the integration transition process :
Overcoming artificial barriers. Excep tional Children, 55(6) , 487- 492.
Hanline, M. F ., Suchman, S. & Demmerle, C. (1989). Beginning public pr eschool. T eaching Excep tional Children, 21(2), 61- 62.
Haring, K., Farron- Davis , F ., Goetz, L., Karasoff, P ., Sailor , W. & Zeph, L. (1992). LRE and the
placement of student 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J ournal of the A ssociation f or P ersons with S evere H andicap s, 17(3), 145- 153.
Haymes , L. K., F owler , S. A. & Cooper , A . Y. (1994). Assessing the transition and adjustment of
preschooler s with special needs to an int egrat ed pr ogram . J ournal of the Early I ntervention, 18 (2), 184- 198.
Hunt, P ., Harring, K., F arron- Davis, F ., St aub, D., Rogers, J., Beckst ead, S. P., Karasoff, P., Goets,
L. & Sailor, W. (1993). Factor s associat ed with the integr ated educational placement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J ournal of A ssociat ion f or P ersons with S evere H andicap s, 18(1), 6- 15.
John , M. (1987). T he integr ation of student s with severe handicaps int o r egular public schools : An
analysis of parents, perceptions of potential outcomes . E ducation and T raining in M ental

294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 선택 시 서울 지역 부모들이 고려한 요인에 관한 연구

R etardation, 22(2), 98- 111.
Johnson, T . E., Chandler, L. K., Kerns, G. M. & Fowler, S. A. (1986). What are parents saying about
family involvement in school transition?: A retrospective transition interview . J ournal of
the D ivis ion f or Early Childhood, 11, 10- 17.
Lazzari, A. M. & Kilgo, J. L. (1989). Practical methods for supporting parents in early transition.
T eaching Excep tional Children, 22(1), 40- 43.
Losen, S . & Losen , J. G. (1985). Sp ecial Education T eam. Massachusetts : Newton.
Meyer , C. E. & Blacher, J. (1987). Parent s perceptions of schooling for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 Home and family variables . Excep tional Children, 53(5), 441- 449.
Osborne, A. G. & Dimattia, P . (1994). T he IDEA s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mandate: Legal implications. Excep tional Children, 61(1), 6- 14.
Robinson, S. M., Braxdale, C. T . & Colson, S. E. (1988). Preparing dysfunctional learners to enter
high school: A transitional curriculum. In E. L. Meyer, G. V. Vergason & R. J. Whelan
(Eds .), Eff ective ins tructional s trateg ies f or excep tional children. Denver : Love Publishing.
Ryndak, D. L., Downing, J. E., Jacqueline, L. K. & Morrison , A. P. (1995). Parents perceptions after inclusion of their children with moderate or severe disabilities . J ournal of the
A ssociation f or P ersons with S evere Handicap s, 20, 147- 157.
Sainato, D. M. & Lyon, S. R. (1989). Prompting successful mainstreaming transition for handicapped
preschool children. J ournal of Early I ntervention, 13(4), 305- 314.
Salisbury, C. & Evans, I. M. (1988). Comparis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regular and special
education. J ournal of the A ssociation f or P ersons with S evere H andicap s, 13(4), 268- 272.
Singer, G. H. S. & Powers, L. E. (1993). Fam ilies, disability, and emp owerm ent: A ctive cop ing
sk ills and strateg ies f or fam ily interventions . Baltimore: Paul H. Brookes.
T hurnbull, A. P. & T hurnbull, III, H. R. (1990). Fam ilies, p rof ess ionals, and excep tionality : A
sp ecial partnership . New York : Macmillan.
Wolery, M., Strain, P. S. & Bailey , D. B. (1992). Reaching potential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 S. Bredekamp & T . Rosegrants (Eds.), R eaching p otentials: App rop riate curriculum
and ass essm ent f or y oung children 1.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95

언어청각장애연구

AB ST RACT

A Validat ion of F act or s In flu en cin g P ar ent s Selection
of E lem en t ar y Sch ool P lacem ent s for
T h eir Childr en w ith Dis abilit ies
Ju n g y e on H e o (DaeHyun Elementary School)
S e u n g h e e P a rk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 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factors that the parent s consider when
select elementary schools for their children. For this, factor analysis was employed using
common factor analysis model. T he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consideration on each factor among the parent s who selected
general schools and those who selected special schools. T o compare the scores of each
factor which was rated by two groups, t - test s was used. A questionnaire containing 35
items which parent s might consider when they selected elementary schools for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developed through a series of steps. T he survey was then
rated by the two groups: (1) parent s who sent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general
schools (n = 103); and (2) parent s who sent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special schools
(n = 175). Parent s were ask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 asking how much they considered
each item when they selected elementary school options for their children. Nine factors
obtained from the factor analysis were discussed in the study. Rated most considered
factor is p rof ess ionalism of sp ecial ed ucation teachers . Result s of t - test 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for the degrees of consideration about only
factor Ⅴ (p < .001). Statistically, parent s who selected special schools concerned more
about the factor Ⅴ. And parent s who selected general schools concerned more about the
items relating to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and nondisabled peers in the factor Ⅰ. T his
study generated a set of basic data to be used for assisting parent s who select elementary
school placement s for thei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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