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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
과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평생교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교육, 평생교육
의 목적,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정책개선 요구 등 다섯 가
지 분야였다.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구성한 결과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과 각과교육과정으로 하고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생활 등 기초자립생
활능력에 관한 교과를, 각과교육과정에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영역의 교과를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교육기관의 종
류와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어: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4년 제정･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
장애인법｣)이 1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지난 1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
달장애인법｣에서는 법의 명칭에서도 이미 엿볼 수 있듯이 크게 발달장애인의 ʻ
권리보장ʼ과 ʻ복지 지원ʼ, ʻ가족 및 보호자 지원ʼ, ʻ발달장애인지원센터ʼ를 주요 내
용으로 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란, 법 제3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신
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 법률적･사실적
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말한다.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0개 조항에 걸쳐 성년 후견제, 의사소통 지
원, 자조단체결성, 형사･사법적 절차 보장, 전담검사 조사제, 범죄피해방지, 현장
조사 및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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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에서는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발달장
애인에 대한 지원을 ʻ복지 지원ʼ과 ʻ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ʼ으로 나누어 규정
하고 있다. 즉, 복지 지원으로는 고용･직업훈련 지원, 개인별 지원, 조기진단과
개입, 재활･발달 지원, 평생교육 지원을,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으로는 정보제공과
상담지원, 휴식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 및 가족･보호자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건복지부)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지방
자치단체(시･도)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제26조에 ʻ평생교육 지원ʼ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제 법률 가운데 ʻ평생교육ʼ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은 ｢특수교육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법｣의 평생교육 규
정은 그 배경이 학업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들의 학력보완책의 하나로 ʻ장애인
야학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작 평생교육에 대한 욕
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였다.
평생교육의 원래적 의미는 학교 교육(학령기 교육, 학교 내 교육, 형식교육
등)을 포함해서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으로 이해할 수
도 있고 물리적 의미 또는 제한적 의미로서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학령
전･후, 학교 밖, 비형식 교육)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의 발견에서부터 3세미만의 교육과 전공과
(고등학교 졸업 후 2~3년 동안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
정함으로써 모든 학령기 장애인의 무상･의무교육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논의할 때는 적어도 그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즉, 학령기를 지난, 다시 말해 유･초･중등학교(전공과 과정을
포함) 과정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이 받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정의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간헐적으로나마 현재 대학
의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이나 장애인복지시
설, 민간에서 설립･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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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으로 ʻ발달장
애인 평생교육 기관 지정ʼ과 ʻ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ʼ, ʻ교육제공인력ʼ, 그리고 ʻ
예산의 지원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에 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결정요소는 ʻ교육과정ʼ일 것이다. 교육과정에 어
떤 내용을, 어떤 규모, 어떤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그러한 교육과정을 어떤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또 누가 그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수행할 수 있을지
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정하고 일정한 교과목
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활동의 조직을 일컫는다. 즉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한 것을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유
광찬, 2005).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에
따라 시간표를 정하고 일정한 교과목을 교육하는 활동의 조직, 즉 성인 발달장
애인들이 학습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조직하고 배열한 것을 발달장애인
의 평생교육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이나 교육제공인력의 논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내용, 수행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형태는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학 등 여러 방면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실시해 온 평
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것들이 중
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구
성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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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2014년 한국복지대학교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조사
하여 발표한 ʻ장애성인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 조사 결과보고서ʼ
와 김두영(2013)의 논문인 ʻ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ʼ를 중심문
헌으로 삼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선행연구, 정부 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였
다. 문헌 자료의 선정과 결과 도출을 연계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헌 자료의 선정 사유와 결과 도출의 연계
문헌 자료

선정 사유

결과 도출

▪한국복지대학교･전국장애인부모 - 발달장애인의 선호하는 평생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대(2014). 장애성인을 위한 대
교육 영역 도출
의 욕구 특성
학 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요구 -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결과보고서.
- 평생교육과정 운영 유형에 대한
과정 개발 유의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도출
과정 유형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 - 평생교육과정 개발의 유의점
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단국대학
등의 도출
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교육과정 구성 모형 도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선행
연구, 정부 보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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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발달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대해 기대 또는 요구하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에 대한 조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여
기서는 2014년 한국복지대학교의 용역을 받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연구한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ʻ대학중심 평생교육 사업 만족도 및 인식 조사ʼ와 ʻ장애
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
는 후자의 조사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는 장애성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으로 18세 이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유효한 대상은 307명
(지적장애인 202명, 자폐성장애인 100명, 뇌병변장애인 24명)이었다. 그러나 조사
문항에 따라 응답을 하지 않은 참여자가 있어 이는 총계에서 제외하였다.

1. 평생교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교육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에
게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직업생활(36%)과 독립생활(35.3%)을 꼽았다(<표 2> 참
조). 독립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고자 하는 영역은 일상생활기술
(77.6%)이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39.3%), 자기결정, 금전관리, 개인위생, 안전,
건강, 성 등의 순이었다. 직업생활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일하기(38.5%), 고용 유지
(34.9%),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29.4%), 직업 전 교육(27.5%), 유급 일하기(26.6%),
직업현장견학(20.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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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등교육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
(단위: 명, %)
항목

수(%)

독립생활

107(35.3)

지역사회생활

50(16.5)

기능적 학업

2(0.7)

직업생활

109(36.0)

지원서비스

35(11.6)

계

303(100)

이상의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는 독립생활에 필
요한 교과와 직업생활에 필요한 교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체계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 두 영역은 이후에 다루게 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소위 6진 분류) 가운데 각각 기초문해교육(기초자립생활교육)영역과 직업능
력향상교육영역에 해당되는 분야에 속한다.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
한편, 조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목적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하고 직업을 획득하여 잘 유지해 가기 위한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직업 획득을 중요한 토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향후 개설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유형
<표 3>에 따르면, 김두영(2013)이 제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를
근거로 한 6개 영역(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기초문해교
육, 문화예술교육, 학력보완교육) 중 향후 개설될 필요가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
램 유형으로, 조사 참여자들은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으로 꼭 받고 싶어 하는
교육에 대해 직업능력향상교육(42.7%)과 기초문해교육(42.7%)을 똑같이 가장 필
요한 과정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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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
평생교육 분류
명(선호도)
인문교양교육
17(5.7)
직업능력향상교육
128(42.7)
시민참여교육
4(1.3)
기초문해교육
128(42.7)
문화예술교육
21(7.0)
학력보완교육
2(0.7)

하위영역(선호도)

비고

사회재활(82.3)
생활소양(17.7)

∙ 전체적인 선호도 낮음

인문학적 교양(0.0)
기초직업교육(43.8)
전문직업교육(53.7)

∙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음

자격인증(4.1)
시민의식(75.0)
시민역량(25.0)

∙ 전체적인 선호도가 낮음

시민활동(0.0)
한글문해(1.6)
한글생활문해(0.0)
기초자립생활(98.4)
여가스포츠(59.1)
문화예술향유(27.3)
문화예술숙련(13.6)

∙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음
∙ 하위 영역 중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지배적임
∙ 전체적인 선호도가 높지 않음
∙ 하위영역 중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

초등학교과정(50.0)
중학교과정(0.0)

∙ 전체적인 선호도가 가장 낮음

고등학교과정(50.0)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 순이었
으나 각각 7%~0.7% 수준의 선호도에 그쳤다. 6개 영역의 하위 영역 선호도에서
는 직업능력향상교육의 경우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53.7%)과 기초직업교육 프
로그램(43.8%) 선이었으며, 기초문해교육의 경우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이 98.4%
의 선호도를 보여 기초문해교육은 기초자립생활교육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
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하위영역 선호도에서는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59.1%),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27.3%) 순으로 선호하였다. 그 밖에 인문교양교
육과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의 경우 선호도가 미미하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상의 선호도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어 개발
해야 할 교육영역은 직업능력향상교육과 기초문해교육(보다 정확히는 ʻ기초자립
생활교육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교육영역 가운데 발달장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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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영역은 기초자립생활교육이다. 이 교육영역은 학령
기를 지난 일반 성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은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교육영
역으로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 애써 평생교육을 요구해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어
야 할 영역은 기초자립생활교육이며, 이 영역은 다른 5개 영역의 어느 프로그램
을 운영하든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교육영역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요구
조사 참여자들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기간으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선호(9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복지관이나 재활시설을 포함
한 장애인복지시설(35.2%)과 최근 개설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같
은 독립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23.2%)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
로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19.1%), 대학 또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15.4%) 등의 순이었다. 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으로는 실습 또는 체험식 교육
(90.8%)을 가장 원하였으며, 현장견학, 강의법, 토의법, 시청각매체이용 등에 대
한 선호도는 5~1%로 매우 낮았다. 한편, 주당 교육 횟수로는 5회(56.4%)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3회(21.3%), 2회(12.8%) 순이었다. 시간당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73.3%)이 가장 많았으며, 1~2시간(20.9%)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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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유형
(단위: 명, %)
항목

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45(15.4)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56(19.1)

장애인복지시설(복지관 또는 직업재활시설 포함)

103(35.2)

*민간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68(23.2)

민간 설립 일반 평생교육시설

16(5.5)

기타

5(1.7)

계

293(100)

* 민간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최근 개설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독립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가리킴

이상의 선호도를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과정별로 최소한 학기
단위 이상의 기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된 평생교육기관과 발달장애인만으로 특화된 독립된 평생교육기관,
대학과 같은 일반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주당 교육 횟수의 선호도 경향을 볼 때 단일한 교과를 많은 횟수로 운영
하기보다 여러 교과를 주당 5회에 걸쳐 고르게 운영함으로써 선호도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회당 교육시간은 교육참여자의 집중도나 교육과정의 내
용을 고려하여 90분, 120분 등 탄력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선 요구
조사 참여자들에 따르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크게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 성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41.1%)는 의견과 장애인복지관이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발달장애인만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33.4%)는 의견
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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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향
(단위: 명, %)
항목

수(%)

발달장애인만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1(33.4)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69(22.8)

일반인과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125(41.4)

*기타

7(2.3)

계

302(100)

* 기타: 다른 유형 장애인, 발달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함께 운영(수업에 따라 같이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따로 탄력적으로 운영)

또 <표 6>에서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36.1%)는 의견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
설을 설립하여야 한다(23.6%)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표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단위: 명, %)
항목

순위
1

2

3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10(36.1)

67(22.2)

38(12.6)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72(23.6)

86(28.5)

42(13.9)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29(9.5)

57(18.9)

56(18.5)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63(20.7)

29(9.6)

37(12.3)

전문적인 교사 또는 강사의 양성 및 확보

7(2.3)

34(11.3)

67(22.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의 이동문제 지원

3(1.0)

15(5.0)

15(5.0)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또는 확대

20(6.6)

14(4.6)

46(15.2)

기타

1(0.3)

0(0.0)

1(0.3)

계

305(100)

302(100)

302(100)

이상의 의견으로 볼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한 축은 우선 기존의 평생교
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
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
하는 것이며, 다른 한 축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독립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함
으로써 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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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절충형 평생교육기관(장애인복지관 등), 그리고 독립
된 평생교육기관(발달자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다양하게 운영될 것이며, 발달장
애인 평생교육과정도 이러한 교육기관별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
관이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및 요구에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
다(39.5%)는 의견과 발달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체제)을 갖추어야 한다(32.0%)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
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생애 어느 시기에나 발달장애인들이 기초자립생활능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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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
1. 관련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발
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정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고,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할 때는 발
달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 ｢발달장애인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
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
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발달장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구
성의 방향을 정하였다.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는 성인기 기초생활 자립에 필요한 기술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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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발달장애인들은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맞는 신변처리 기술, 일
상생활 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가장 필요로 함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는 개인의 희망과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직
업능력 개발과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 6대 영역 중 직업능력향상교육과 문
화･예술교육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갖고 있음
다. 기초생활자립 기술은 학령기 교육과의 연속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교육과정을 참조함
라.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6대 영역의 교육은
평생교육기관의 여건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일반평생교육기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장
애인복지시설 등의 여건이나 그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3. 교육과정의 구성
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 생활 기
술을 내용으로 하는 ʻ기본교육과정ʼ과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
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포함하
는 ʻ각과교육과정ʼ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기본교육과정
가) 기본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기본교육과정이라 함은 발달장애인들이 성인
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성인 생활에 꼭 필요한 기
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변처리 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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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적응기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성된 과목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
다. 과목으로는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나) 기본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과 시수
기본교육과정은 세 과목으로 편성되며, 과목별 내용과 시수는 <표 7>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과목별 내용은 특수교육과정(1998, 201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으며, 과목별 시수는 15개 차시로, 3개 과목을 한 학기(15주)
를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메주 1회씩 3개 과목을 15회에 걸쳐 운영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표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
과목

개인
생활

교육 내용

세부 내용

개인위생관리

- 몸의 청결과 유지, 계절과 장소에 맞는 옷 입기, 건강한
식사습관, 규칙적인 시간관리

정리와 정돈

- 침구와 방안 정리, 청소, 세탁물 처리

15

위험에 대한 대처 - 위험상황 분별, 위험상황 예방, 위험상황 대처
성 인식

가정
생활

시수

- 성에 대한 인식, 성에 맞는 행동, 이성에 대한 바른 인식

가족의 이해

- 집의 위치와 주소(전화번호) 알기, 가족의 구성과 성명 알
기, 가족의 역할 알기, 가족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알기

가족 돕기와 요청

- 식사준비 돕기, 심부름하기, 화초･애완동물 돌보기, 분리수
거 등

전화걸기와 받기

-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걸려온 전화 받기, 핸드폰의 기능
활용하기

친지와 가까운
이웃

- 친지와 가까운 이웃의 이해, 친지의 관계와 호칭, 인사예
절과 관계, 관혼상제의 이해, 방문과 초대 예절

성 역할

15

- 나의 성에 따른 가족 내 성역할이해와 행동

지역사회의 특성 - 지역명, 도농구분, 특산물이나 명소 등 지역의 특성 이해
주요 장소와 기능
지역
생활

- 주요 기관(학교, 관공서, 역이나 터미널, 공항 등)의 기능을
알고 찾아가기, 지역사회 랜드마크 알고 찾아가기

교통수단 사용

- 대중교통수단 이해와 이용하기

예절바른 대화

- 예의 바른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질문하기, 대답하기

지역사회 이용

- 자주 이용하는 가게, 세탁소, 식당, 미용실, 목욕탕, 병의
원, 복지관 등의 위치를 알고 필요할 때 이용하기

소득과 지출

- 자신의 소득(용돈 등)을 관리하고 규모 있게 지출하기, 현
금지출과 카드지출, 대중교통수단 지출

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79

과목

교육 내용

세부 내용

진로와 직업
성 예절

시수

- 일의 종류, 잘 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나에게 맞는 직업
- 이성에 대한 바른 태도,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분명한 태도와 도움 요청

※ 출처: 교육부(1998). 특수학교 교육과정. 39~44쪽 발췌 및 재구성.
교육과학기술부(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222~236쪽 발췌 및 재구성.

2) 각과교육과정
가) 각과교육과정의 정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서의 각과교육과정이라 함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
호의 내용을 교과로 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편성한 교육과정이다. 과목으로는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의 여섯 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각과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과 시수
각과교육과정은 여섯 과목으로 편성되며, 과목별 내용과 시수는 <표 8>과 같다.
<표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표
과목
기초
문해

교육 내용

프로그램 정의

한글문해

- 발달장애 성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
생활문해

-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초등학력보완

-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력
-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으해 평생교육시설
중등학력보완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보완

시수

15
-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이상
고등학력보완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직업
능력
향상

기초
직업교육

-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작
업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전문
직업교육

-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
이 직무 수행 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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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교육 내용

프로그램 정의

자격인증

-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회재활

-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교육 프
로그램

생활소양

-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
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여가 스포츠

-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

문화예술
향유

-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화예술
숙련

-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예술
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
는 프로그램

시민의식

-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역량

-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공익
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도
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민활동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
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시수

※ 출처: 김두영 외(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의 유의점
1) 교육과정 전반의 운영에 대한 유의점
첫째, 교육과정에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고려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둘째, 과목의 명칭은 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기본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이 분야의 교육이 가능한 전담
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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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각과교육과정의 과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특성과 교수 방법 등
을 숙지한 지역사회 종사자로 한다.

2) 기본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첫째, 기본교육과정에 정한 과목은 모두 지도하여야 하며, 내용은 대상의 특
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준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둘째, 학기별 교육 시수는 과목당 15차시로 운영하며, 시간당 90분을 최소 단
위로 운영한다.
셋째, 과목별 교육 자료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별도로 개발하여 보급
한다.

3) 각과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상 유의점
첫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6개 과목 모두를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전체 개설 과목이나 기관의 규모, 교육과정 운
영 인력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과목의 개설은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게 하
거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셋째, 학기별 교육 시수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을 위해 우선 개설한 과목(별도로 개설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간당 90분을 최소
단위로 운영한다.
넷째, 같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하위과목(예를
들어, 직업능력향상-바리스타, 제과제빵, 애완동물 관리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과목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 강사에 대한 교육, 교육보조원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당 평생교육기관은 물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발
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정하고 개발하여 보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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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별 교육과정 운영
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형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과 각과교육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다
양한 모형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형태에
따라 크게 ʻ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ʼ과 ʻ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
관ʼ, ʻ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ʼ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ʻ발달장
애인 평생교육기관ʼ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1) ｢평생교육법｣ 제2조 제
2호의 제가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가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와 (2) 동법 동조 제2호 제나목에 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
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동법 동조 제2호 제다목에 해당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물리적 규모와 인적 구성을 갖춘 기관은 <표
9>와 같다.
우선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표 9>의 ｢평생교육법｣에 의
한 평생교육기관이거나 ｢학원법｣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또는 기타법령에 의
한 기관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의해 ʻ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ʼ 지정을 받은 곳을 의미한다. 전담형 평생교육기관은 기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해 설
립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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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대상 구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학원법｣에 의한 평생
교육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대상 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평생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2])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의 제1항)

끝으로 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라 함은 기타법령에 의한 기관 중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
련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의해 ʻ발달장애인 평생
교육기관ʼ 지정을 받은 곳을 의미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형태별 구분
구분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대상 기관
시･군･구 평생학습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직업교육학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특수학교 내 전공과, 전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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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기관의 형태별 교육과정 운영 모형
1)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반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직업교
육학원 등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모형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통합교과와 발달교과의 두 가지 형태의 각
과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통합교과는 일반성인 교과에 발달장애인이 함께 참여하
는 경우이며, 발달교과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해 개설된 교과로 일반성인들은 참
여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교과는 일반성인들만 참여하는 교과로 교육
내용이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기에는 부적절한 과목인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서예
교육 프로그램에 발달장애인이 일반 성인들과 함께 교육받고 있다면 그 교과는
통합교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아주 낮은 단계의 한글문
서편집과정을 별도로 설치하였다면 이는 발달교과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일반
성인들의 요구로 쓰리디 카티아과정을 개설하였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수강하기
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고 비전이 없다면 일반교과로서 발달장애인은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통합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연구 85

2) 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모형
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발달장애인만을 위해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모형으로, 현재는 특수학교의 전공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환교육지원센터의 교육과정도 이러한 모
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형은 기본교육과정을 중
심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과를 각과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보다 각과교육과정을 발달장애
인의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맞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교과간 연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전담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3) 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모형
그 밖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은 앞서의 두 모형의 변형된 형
태로 이루어지며, 교육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일반 평생교육기관(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기본교과 세 과목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그림 3>
참조), 어떤 기관에서는 기본교과와 통합교과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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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규모 교육기관의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또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기본교과와 발달교과로만 구성하되 발달교과의
과목을 직업능력향상 교육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기본교과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발달교과와 연계한 형태
로 변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다.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
이상과 같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교육
기관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운영 모형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보고된(김주영 등, 2014)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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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목적과 방향
가) 운영 목적
중등과정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성
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예술(예･체능 등)의 특기를 키워 경제적 자
립과 여가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운영 방향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중등학교 이후 교
육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한다.
(1) 기간은 2~3년, 4학기~6학기(심화과정 2학기)로 함
(2) 학령기 교육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편성함
(3)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에 준하여 편성함
(4)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기본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함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따라 ʻ기초자립생활ʼ을 기본교과로
적용하고
- ʻ기초 문해 및 학력 보완ʼ, ʻ인문･교양ʼ, ʻ시민참여ʼ를 교양교과로 운영하며
- 지역사회 및 대학의 선택에 따라 ʻ직업능력향상ʼ과 ʻ문화예술ʼ을 전공교과
로 운영함
(5) 교내 학부 강좌를 일반학생들과 통합 청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2)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
가) 교육과정의 편제
(1) 모든 참여자들이 필요에 따라 기초 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과 인문･교양
교육, 시민참여 교육을 익히며, 기초자립생활 교육을 기본으로 한 ʻ직업ʼ
및 ʻ문화예술ʼ 분야의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함
(2) 교육과정의 편제는 ʻ교양교과ʼ와 ʻ기본교과ʼ, ʻ전공교과ʼ로 구성함
- 교양교과 : 기초 문해 및 학력 보완, 인문교양, 시민참여
- 기본교과 : 기초자립생활에 필요한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적응 기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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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교과 : 직업능력향상 및 문화예술

<그림 5>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념도

나) 시간배당 기준
1학년

구
분

교
양

기
본

전
공

과목명

2학기

1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필수
선택

계

2학기
학점

시간

인문교양

4

60

4

60

4

60

4

60

16

240

시민참여

2

30

2

30

2

30

2

30

8

120

기초문해
학력보완

2

30

2

30

2

30

2

30

8

120

6

90

6

90

12

180

6

90

6

90

8

120

8

120

8

120

기초자립1
기초자립2

6

90

기초자립3
직업능력
향상
/
문화예술
총 계

※
※
※
※
※
※

1학기

2학년

전공1

6
8

120

전공2

8

120

전공3

8

120

22

330

전공4
22

90

330

22

330

1학기는 15주를 기준으로 함
이 표에서는 과목별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음
이 표에서 시간이라 함은 주당 시수를 가리킴
* 기초문해 교과와 학력보완 교과는 교양선택으로 개설함
3학년 심화과정 2개 학기는 포함시키지 않음
본 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8

120

8

120

22

330

8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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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과정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기초자립생활능력 유지 및 향
상을 위한 기본교육과정과 평생교육의 다양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각과교육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과정
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몇 해 전부터 발달장애인계의 관심은 평생교육에 집중되어 왔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나, 규모나
인력보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방향
을 잃고 자칫 또 하나의 ʻ특수학교ʼ나 ʻ보호센터ʼ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기관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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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im, Joo-Young

In this research, studied about composition of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26th articleʼs code about ʻ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ʼ.
As a result,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ʼ needs for life-long education
was found by contents that want to receive through lifelong education, Objective of
lifelong education, type of hop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 prferring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ʼs pattern and Improvement request about policy on the lifelong
education. Reflects these Reqs and composed the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reflection result,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poses by basic and general course curriculum. Basis course
curriculum includes subject matter about personal lives, home life, area life etc. And
general course set forth to be able to manage them by a variety of an area six subject
matters that are included in ʻLifelong Education Actʼ.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also able to organize in various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ype and size of institutes of lifelong education.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curriculum for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