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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교직의 성격이나 내용도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교사
들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역랑이란 교사가 맡은 일, 즉 교직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시대에 따라 교직은 성직, 전문직, 노동직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교직
은 그 세 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의 본질적 직무는 크게 교과교육과 인격교육이다. 교과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고,
인격교육이란 바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또한 근본적으로는 같다. 그러
나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학생 특성으로 인해 교사 내적으로는 인성과 자질이 더
강조되며, 교사 외적으로는 교육환경의 구조적 기반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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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급변하는 시대와 교육

흔히 현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인간의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
간이 처음에는 1750년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빨라져 250년, 190년, 50년, 10년, 5년이 되었
다가(정영수 외, 1998)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은 매 73일마다 정보의 양이 두 배
씩”(www.kosoo.pe.kr) 늘어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정영근, 2008). 2008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잡스가 본격적인 스마트폰을 세상에 내 놓은 이래 이러한 주장은 더욱 실감이 난
다. 단순히 전화로만 사용하던 무선의 휴대폰과 컴퓨터의 다기능이 결합하여 출현한 가로
6Cm 세로 12Cm 두께 1Cm가 채 안 되는 이 새로운 기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흥분에
빠뜨렸다. 그 문화적 충격과 전율은 아마도 전구나 텔레비전의 등장과도 맞먹을 만큼 큰
것이 아닐까 한다.
공간의 벽을 뛰어넘어 서울에 있는 한 청각장애인은 수화로 대구에 있는 친구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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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나눈다. 강의실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거치대에 앉혀놓은 스마트폰을
통해 수화와 문자로 전달받는다. 한 시각장애학생은 교수가 소개한 주 강의교재를 그 즉
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이어폰으로
내용을 확인한다. 뇌성마비가 심해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한 초등학생은 두꺼운 AAC 북
을 목에 걸고 있는 대신 휠체어 팔걸이에 단단히 거치되어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
여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한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현실이다. 이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앞
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이렇게 과학기술과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불가
능했던 것들이 점차 가능해지고 사람들의 신념체계도 바뀌어 가고 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 장애인들은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선생님과 별도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그 후 장애를 이유로 한 개인을 또래로부
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차별이라는 깨달음이 받아들여져 힘
들지만 통합교육을 부르짖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 기능적으로도 그러한 벽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특수교육교사는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교사로서의 직무가 무엇
이고, 어떤 것들이 특수교육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인가. 30년 전과 현재의 직무는 분
명히 다를 것이다. 또한 더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특수교육의 질
적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교사의 직무를 점검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Ⅱ. 교사의 역량과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1. 역량의 개념과 교사의 역량
보통 역량(力量, 役糧)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 능력(能力,
ability, capability), 소질(素質) 등을 뜻한다. Hoffmann(1994)은 역량(competency)이란 일
반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 행
동 및 태도 등의 조합이라고 정의한다. 즉, 역량은 직무나 업무(일)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한 능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남기기 위
해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량은 개인이나 조직의 현재 및 장래 활동
을 가능하게 하고,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개인 차원에서의 지식, 기술, 태도, 행위와 집단
차원에서의 팀워크와 프로세스의 보유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은주 외, 2011).
또한 이러한 역량은 조직의 변화를 지원하며, 상황에 대응하고, 성과에 초점을 두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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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가능하고,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된 속성(김병국, 권오철, 2004; 김종인,
2003)이라는 점에서 특정 직무나 업무의 성과를 창출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랑이라고 하면, 교사가 맡은 일, 즉 교직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교사의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직에서 다루는
직무가 무엇이며, 그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될 것이다.

2. 교사의 개념과 직무수행 능력
1) 교사의 개념
교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교사의 일(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교사로서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정영근(2005)은 교사를 ‘스승·선생’으로서의 교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교사, ‘교원’으로서
의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교사(敎師)는 어원적으로 ‘본을 보임으로
써 가르치는 어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교(敎)’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받을, 알릴, 훈계할 학문의’의 뜻이 있고, ‘사(師)’에는 ‘스승, 선생님, 본받을 어른, 벼슬
이름’ 등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가 단순한 학술이나 기예의 전수자로 인식하
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감화를 주는 성직자라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둘째로
교사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라는 견해다. 다시 말해 교사는 일정한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고 공공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공적으로 채용되어 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
킨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사개념은 학교라는 조직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교사
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교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공교육체제 하
에서의 교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교사를 직업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로 교사
와 유사한 용어로 ‘교원(敎員)’이 쓰이기도 하는데, 교원은 학교기관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을 집단적으로 통칭하는 말이다. 현재의 교육법상 교원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
하고 있는 교원은 교사로,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 등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교수
로 각각 호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은 법규상의 가르치는 사람이며, 직위에 따라
원장·원감, 교장·교감, 총장·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굳이 ‘교
원’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학교라는 교육기관에는 가르치는 사람 외에도 학
교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직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사의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나, 오늘날 교사에게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다 혼재되어 있다. 즉,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과
전문적인 직업인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 법률적 신분적 측면을 강조하는 교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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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성직, 전문직, 노동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교사를 선생이나 스승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직(敎職)은 곧 성직(聖職)’이라는
인식으로, 교사를 세속적인 직업인과는 달리 신부나 목사, 승려와 같이 특별한 사명이나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인
격과 도덕성, 모범을 요구한다.
교사를 전문적인 직업인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직은 곧 전문직(專門職)’이라는
인식으로, 교사를 공인된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로 보는 관점이다. 전문가는 특정 분야
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교
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내용의 선정과 구성, 교수·평가·생
활지도에 대한 방법과 기술, 학생에 대한 이해 등이다(정동영 외, 2012).
교사를 법률적·신분적으로 교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교직은 곧 노동직(勞動職)’
이라는 인식으로, 교사도 학교라는 직장에 고용되어 정신적 노력이나 육체적 노등을 제공
한 대가로 생계를 유지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다.

2) 교사의 직무와 전문성
오늘날 교직을 바라보는 입장은 성직, 전문직, 노동직의 어느 하나에 치우치기보다는
세 가지 입장을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여전히 교사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기대하며, 교직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의 일로 생각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들도 여전히 생활인으로써 임금을 받아 생계를 잇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관점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장점을 취하
면서도 각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입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교직을 전문직으
로, 다시 말해 교사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은 교직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가 정신적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으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교직에 대
한 전문직관은 교사를 전문가로 보고 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상의 자율성과 더불어 고도
의 윤리성을 지녀야 한다고 요구한다(정동영 외, 2012). 또한 교직은 아무나 수행할 수 없
는 일이므로 희소성이 높아 사회적 지위와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된다는 점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노동직이라 할 수 있다.
(1) 교사의 직무
일에 있어서 직무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교사의 직무는 대체로 학교급, 학교규모, 교사자격, 담당교과 등에 의해 결정된
다(홍서연, 2009). 주삼환(1996)은 교사의 직무를 학교의 업무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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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크게 학무업무(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것과 관계되는 일)와 관리업무(학생교육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로 구분하고, 교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학사관리, 연구·연수활동, 사무관리, 시설관리, 기타(경영업무)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른 교사의 직무는 ① 학습지도, ② 생활지도, ③ 학급경영 및 특별활동, ④ 행정
관리, ⑤ 대외관계, ⑥ 연구 및 연수, ⑦ 기타 등 7가지로 구분한다. 구인회(2003)는 전문
직으로서 교사의 직무는 ① 교육과정 관련 직무, ② 학습지도 직무, ③ 교과 외 활동 직
무, ④ 생활지도 직무, ⑤ 학교·학급 경영을 위한 직무, ⑥ 연구·연수·연찬에 관한 직무,
⑦ 대외 관계 및 가정과의 협력에 관한 직무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일곱 가지 직무의 내용을 각각 제시해 보면 <표Ⅱ-1>과 같다.
이러한 직무 구분은 연구자(주삼환, 1996; 구인회, 2003; 김이경 외, 2005)에 따라 다소
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일치한다.
<표Ⅱ-1> 교사의 직무별 내용

교사의 직무
교육과정 관련 직무

학습지도 직무

교과 외 활동 직무

생활지도 직무

학교·학급 경영을 위한
직무
연구·연수·연찬에 관한
직무
대외 관계 및 가정과의
협력에 관한 직무

-

내용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업성취도 평가
교수-학습 지도계획 수립과 운영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교재 연구 및 관련 학습자료
제작
가정학습 지도
학생들의 예능·취미활동
기능 신장 촉진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인성지도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건강지도, 여가지도
학교 부적응 학생 및 문제아 지도
학교 제반 행정업무 수행
학교 행사의 기획과 운영
학급 환경조성과 학사 및 각종 사무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과 각종 연수 참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현장교육 개선 방안 연구 및
실천
동료 교직원들과의 인화와 단결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유대 형성
가정방문이나 학부모 면담을 통한 학생의 이해 도모

그러나 정영근(2008)은 이상의 직무 구분을 교사의 고유한 직업 전문적 과제로 파악하
고 교사의 본질적 역할 또는 교사의 책무라는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 그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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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적 과제를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들이 독자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위 하도록 지도하는 일, 즉 교과교육과 인격교육이라고 밝힌다.
교과교육은 교사의 본질적 직무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학교는 처음부터 교수기관으
로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종사하는 교사의 원초적 과제는 특정한 지식, 즉 교과를 학생들
에게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직종과 구분되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업과제가
바로 이것이다(정영근, 2008). 인격교육 또한 교사의 본질적 직무이다. 학교는 지식을 전
달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위한 중요한 장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종사하는 교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사직업의 과제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교사의 전문성
이상에서 밝힌 교사로서의 두 가지 직무, 즉 교과교육과 인격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교사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며,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학교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이다(정영근, 2008).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주어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 특징과 자질, 능력,
즉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교육과 인격교육 모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교과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방법
에 대한 지식, 학생에 대한 지식 등이 요구된다. 인격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
신의 내적인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다. 즉, 교사 자신의 인격 또한 하나의 전문성을 이루
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전자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관적 지식과 능력을, 후자의 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적 자질과 능력을 교사의 전문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① 객관적 지식과 능력
교과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영근
(2008)은 교육적 안목과 반성적 사고,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 방법적 지식과 기능,
학생에 대한 이해를 교과교육 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지식과 능력, 즉 교사의 전문성이라
고 보았다.
교육적 안목과 반성적 사고란 교육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일과 교육행위와 결정
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론 교육정
책,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에 대한 포과적 지식과 안목을 갖춰야 하며, 나아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 철학 등 인간의 교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정영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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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직업과 부분되는 교사의 전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은 바로 교과지
도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자
신이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학문과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개념, 원
리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으며(정영근, 2008),
교사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교수 능력(또는 기술)은 교사를 다른 직업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전문성이다. 교사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즉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그러
한 지식을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야 말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과 교사가 구분되
는 중요한 조건이다(정영근, 2008).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과 교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가르침의 대상, 즉 학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과교육 수행에 따른 중요한 전문성의 하나는 바로
학생에 대한 이해인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과 특성, 심리적 이해는 물론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개별학생들이 처한 상황들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② 개인적 자질과 능력
인격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성은 교사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다. 정영근
(2008)은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 형성력과 교육적 판단력, 교사의 혁신성, 협동성을 제시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성숙의 도상에 있는 어린 사람들과 맺는 독특한 관
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라는 제도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교과교육과 인격
교육의 토대가 된다. 교육적 관계 형성은 자아를 성숙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하려는 일종의 의지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되며, 상호작용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학생은 교육적 관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주체로서 그에게도 교육적 관계를
함께 형성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정영근, 2008).
교육적 판단력은 전문가로서 교사의 개인적 자질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학
생과의 관계에서,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교사의 능력으로,
교사의 교육학적 지식이 판단력의 인지적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감수성,
주어진 분위기와 상황에 대한 섬세한 반응, 상상력,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측면에 근거한
호감과 접근 등이 교육적 판단력의 심리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정영근, 2008). 결국
교육적 판단력이란 교사가 교육적으로 행위함에 있어서 학생 혹은 학급의 내면적 상황을
섬세하게 감지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H. Henz, 1971. 정영근, 20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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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이란 교사가 자신의 교과분야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기존 지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를 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비단 교과뿐만
이 아니고, 학교 운영, 교육정책,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 전반의 교육 현실에 대해 지녀야
할 교사의 자질이기도 하다.
교사의 행위는 그 자체가 교육적이어야 한다. 교과교육과 인격교육의 수행이 모두 학
생의 교육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의 행위는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동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적 성장은 어느 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
다기보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는 학교관리자, 동료교사, 행정직원은 물론, 학생, 부모, 지역사회 관련 인사 등 학교와 관
련된 모든 구성원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협동성을 발휘해야 하고 그러한 개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 또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전문성이다.

3)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수행 능력
특수교육은 교육이라는 보편적 토대 위에 성립된 분야이므로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또
한 일반교사의 직무와 근본은 다르지 않다. 다만, 특수교육교사는 일반교육 교사와 동일
한 직무를 수행하면서(일반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동시에 교
육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수행해야 할 직무가 추가된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는 일반교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직무 외에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와 장애영역별로 요구되는 직무를 포함한다(정동영 등, 2012).
(1) 공통적인 직무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에 대하여 Mackie, Dunn 및 Cain(1960)
은 특수교육교사는 장애학생의 심리적·의학적·교육적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의 이해, 학생
과 그의 편차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수방법에 관한 능력, 특수기기 및 자료
에 대한 사용능력과 지식, 학생과 부모에 대한 상담·생활지도의 지식과 능력, 각종 검사
와 기록의 실시와 해석 능력, 관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특수교육 프
로그램 마련과 관련된 행정적 의무, 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능력, 인성적 특성과 태
도로 목록화 하였다.
김병하(1980)는 특수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문직자로서 책임을 수행하는 능력,
장애학생의 발달 특성과 판별에 대한 지식, 특수교육의 효율성 및 교수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여하는 관계 인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능력, 연구의 추진과
그 결과의 활용능력 등으로 목록화 하였다.
이은미와 박은혜(2001)는 미국특수아동협의회의 교사양성 및 자격에 관한 국제표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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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진단·평가 지식, 진단·평가 기술, 수업내용
과 실천지식, 수업내용과 실천 기술, 정신지체 수업기술, 정서장애 수업기술, 학습장애 수
업기술, 교수-학습환경의 계획과 운영지식, 교수-학습환경의 계획과 운영기술, 학생의 행
동과 사회벅 상호작용지식, 학생의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의사소통과 협력지식,
의사소통과 협력 기술로 목록화 하였다.
이상의 목록들을 요약하면,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중에서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
로 요구되는 직무는 특수교육 원리와 철학적 지식과 이해, 특수교육사적 지식과 이해, 특
수교육 심리학적 지식과 이해, 특수교육사회학적 지식과 이해, 특수교육 방법에 대한 지
식과 이해, 학생 사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 특수교육 행정 및 경영지식과 이해, 특수교육
관계자 및 단체와의 협력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으로(정동영 등, 2012) 구분할 수 있다.
(2) 장애영역별 직무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에서 장애영역별로 요구되는 직무는 시각장애의 경우 시각장애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식, 시각장애 교육과정 및 매체에 대한 지식, 특수기기 및 매체에
대한 지식, 시각장애학생 교수전략에 대한 지식, 시각장애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대한
지식 등이고, 정신지체의 경우 정신지체의 유형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지식, 정신지체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협력에 대한 지식 등이며, 지체장애의 경우 지체장애 교육기초에 대
한 지식, 교과지도에 대한 지식, 생활지도 및 부모교육에 대한 지식, 재활훈련지도에 대한
지식, 특별활동 지도에 대한 지식 등이다(박미화, 1998; 이순복 1998; 정동일, 1992). 그러
므로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에서 장애영역별로 요구되는 특수교육직무는 각각의 장애별로
장애의 특성이해, 교육매체, 교수전략 및 상담 및 생활지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정동영
등, 2012).
(3) 특수교육교사의 자질
자질은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을 의미한다. 자질은 정의적 영역에 관한 특성으로 비교
적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속성(윤홍주, 1996)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은 모든 교
사가 갖추어야 할 비교적 영속성 있는 개인의 특성 및 교직에 관한 태도(김종서, 1983)라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자질은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구분된다. 개인적 자질은 원
만한 인격을 갖추고 학생을 사랑하며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품을 말하며, 전문적 자
질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정동영 등, 2012).
특수교육교사의 개인적 자질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은 희생과 봉사정신, 원만한 인간관계
이다. Miller(1980)는 특수교육교사의 개인적 자질로서 열정, 확신과 침착성, 인내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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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책임감,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실의 효율성을 들고 있으며, 전문적 자질로는 평가와
교육과정 계획(교사-학생 상호작용 해석, 학생 파악, 프로그램 계획, 시청각 자료 활용,
교수목표 과제 분석, 교수목표 진술, 자료준비, 표준화 검사도구 사용능력), 교수-학습장
면(관심 있는 지도, 강화법, 행동 수정법, 교수법 사용에 관한 능력), 평가와 기록(수업 개
선의 사용법, 평가방법, 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 기록 유지), 부모참여(부모의 교육 참여)
를 들고 있다. 정동일(2006)은 특수교육교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특수아동에 대한
의학적인 소양, 특수교육 철학 및 원리의 이해, 특수교육 변천사 이해, 특수아교육방법 및
수업전략, 측정 및 평가 능력,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능력, 특수교육교사의 교직윤리, 의
사소통 등 장애개선 능력, 교육과정 수정 및 운영 능력, 생활지도, 행정관리, 매체 및 특
수기기 사용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특수교육교사는 열정, 확신과 침착성, 인내와 이해심, 희생과 봉
사정신, 책임감,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개인적 자질과 함께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 수업
계획 및 수행의 기능, 장애유형에 따른 교수방법의 개발, 교과목에 대한 지식, 수업계획
및 수행의 기능, 평가의 기능,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상담능력 등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정동영 등, 2012).

Ⅲ.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1.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범위
특수교육교사의 직무는 시대적 조류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 그 가장 큰 조류는 아마도
통합교육과 권익증진에 있지 않을까 한다. 1979년 우리나라에 처음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률로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직무가 필요하지
않았다.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에서 거의 이루어졌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체계도 그제
서야 갖추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발견체계
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이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개별
화교육계획이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관련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특수교육교사의 직무는 [그림Ⅲ-1]
과 같이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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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로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 특수학교 중심 직무
■ 일반교육교사 직무
1979년 이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전

1979~1994년
제정
｢특수교육진흥법｣
시기

■ 관련서비스 제공

■ 개별화교육
■ 통합교육
1994~2007년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시기

2007년 이후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그림Ⅲ-1]특수교육교사의 직무 확대

큰 범주에서 교과교육과 인격교육을 교사의 직무라고 한다면, 특수교육교사에게는 교과
교육과 인격교육 외에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직무가 추가된다고 하겠다. 여기
서 특수교육교사에게 직무가 더 추가된다는 의미는 특수교육교사에게 별도의 직무가 더
부과된다는 것이라기보다 대부분의 직무 범주는 동일하되 장애라고 하는 학생의 특수성
으로 인해 일반교사보다 심화되거나 확장된 직무가 주어진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
이다. 그러나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직무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
문성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를 논하기 위해 먼저 특수
교육교사의 직무를 제시해 보면 <표Ⅲ-1>와 같다.
<표Ⅲ-1>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직무 범주
특수교육대상자
발견 및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장애인
인권옹호와 권리보호

특수교육교사의 직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의 이해와 활용
유형별 장애아동의 교육적 특성 이해와 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행
교수방법 및 평가 활동
각종 보조공학 기자재 확보 및 활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적용
학급 운영
특수학급 운영
특별지원실 운영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등)와의 협력
통합학급교사 및 동료교사와의 협력
특수교육보조원, 자원봉사자 등의 관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 보급
장애인의 권리, 차별에 관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각성
교육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환경 조성
전교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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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상담
연구 활동과 자기연찬
특수교육 행정업무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관련기관과의 협력
장애인복지관, 보조공학센터 등 장애관련기관과의 협력
병의원, 관공서 등 각종 교육활동 관련기관과의 협력
세미나, 경진대회, 홍보 등지역사회 장애인관련 행사 참여
부모 및 가족 상담
동료 교사 상담
학생 상담
수업연구, 사례연구, 교과연구 참여
대학원 진학, 직무연수, 선진지 연수 등 자기연찬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행정업무 수행

<표Ⅲ-1> 에서와 같이 직무의 범주를 크게 아홉 가지로 나누고 각 범주별로 특수교육
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제시하였다. 총 26가지에 이르는 특수교육교사의 직무는 특수
교육 전달체계의 특성상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급 운영’이나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상담’과 같은 직무범주는 특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와 일반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 사이에 직무의 차이가 있
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옹호와 권리보호’와 같은 범주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
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사들에게 더 강도 높게 요구될 것이라고 본다.

2.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
1) 역량강화의 필요성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정과 같은 시기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특수교육계
에 엄청난 요구와 과제를 안겨주었다. 2007년의 양대법 제정은 처음부터 주권자인 국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따라서 그 요구와
과제는 매우 강력하고 절실하며, 실제적이다. 특수교육법이 구체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장
애인 차별금지법은 해결해야 할 과제(또는 시대적 실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 비
해 2007년 이후 환경적 측면에서는 통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권리적 측면에서는 일반국
민들에 비해 교육기회가 더 보장되었다. 교육과 함께 관련서비스(정당한 편의제공)가 권
리로 확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상설화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급진적·연속적으로 개편되어 교육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와 과제들은 전적으로 특수교육교사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와 과제를 특수교육 현장에서 직무화 하고 직무 수행에
따른 능력을 구비할, 즉 특수교육교사들이 역량을 갖출 충분한 시간적 여유나 체계적 지
원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치료서비스 지원이나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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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규교사의 부족으로 임시직 교사들이 넘쳐나며, 일반학교
의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방치가 심화되거나 특수학교 회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연속적인 개편으로 신구 교육과정 혼재로 인한 교사들의 혼란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교육의 변화는 교사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
을 넘어설 수 없다는 상식을 간과함으로써 빚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언급이
결코 2007년의 양대법 제정이 무모했다거나 시기상조였다고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법 제정과 동시에 특수교육교사의 새로운 직무 파악과 직무수행 능력 개발에 투
자와 지원이 병행되었어야 함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2) 역량강화의 양 측면
특수교육교사의 역량은 특수교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과 소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보자면,

<표Ⅲ-1>에 열거되어 있는 아홉 가지 범주 26개의 직

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사라야 전문인으로서의 역량 있는 특수교육
교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양성과정을 거쳐 공인된 자격증을 받음으로
써 특수교육교사의 역량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격일 뿐, 앞서 [그림1]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교사의 직무도 늘어나고 교육의 조류
에 따라 직무의 내용 또한 바뀌게 되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점검해야 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자기계발과 자기연찬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것만으로는 교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급속히 늘어나는 새로운 직무에 대처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제도나 정책적인 견인이 필요하다.
역량강화라는 개념은 현재 미국의 정치, 환경, 사회,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개념으로(박원우, 1997), 사회학 분야에서는 시민권리운동, 흑인투표권 저항
운동, 노조활동, 민권운동단체, 여성해방운동 등 주로 의식변화와 함께 등장하였다.(Vogt
& Murrel, 1990; 이효영, 2005 재인용). 그러나 경영조직에서의 해석은 좀 다르다. 즉, 역
량강화란 힘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영자나 지도자가 힘이 적다고 여겨지는 하위 계층의
종업원에게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영조직에서의 역량강화는
상부 경영층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윤방섭, 2001). 따라서 역량강화는 각자의 자각과
노력에 의한 내적 측면과 함께 제도나 정책 지원과 같은 외적 측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수교육교사의 직무는 특히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체라기보다 학교 내 조직과 지역사회와의 관
계(이해, 참여, 협력, 지원)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연결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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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 방안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는 곧 특수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담보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
과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하여 특
수교육교사를 육성하고 기존의 특수교육교사들에 대한 직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연구
활동과 자기연찬에 힘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통합교육 환경 개선
(1) 특수교육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
20010년 현재 특수교육교사의 법정 정원은 15,693명인데 반해 현재 배치된 교원은
61.1%인 8,877명으로 아직 6,816명이 부족하다. 법률로 정한 학급당 장애학생 정원을 지
키지 않아 학교는 장애아동의 지도와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상대적으로 장애학생들은 교
육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또한 특수교육교사들도 법정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거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크
게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당수 학교는 기간제 교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준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질 담보를 위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의 증설, 부족한 특수교육교사의
임용 배치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2) 모든 장애학생의 실질적 통합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2001)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3,676명의 청각장애학생 가
운데 68%%에 이르는 2,513명의 학생들이 일반학교에서 의사소통 곤란으로 학업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교사 등 전문 인력 부재로 통합교육이 오히려 심각
한 교육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지적장애나 정서장애, 학습
장애 위주의 장애학생들만을 위주로 해 온 통합교육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
러다 보니 학교에 특수교육교사가 있어도 청각장애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다. 이러한 상황은 68%가 통합되어 있는 지체장애학생들의 경우나 그 비율은 낮지만
35%에 이르는 시각장애학생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관련법령의 개
정을 통해 수화는 물론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지도하고 교육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나 전문 인력을 양성·배치하거나, 이동 및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에 지체 및
중복장애와 보조공학,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 및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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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거나, [그림Ⅲ-1]와 같이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된 학교를 지정하여 시각장애학생
교육에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정학교를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
학생, 시각장애학생들의 거점학교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통합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Ⅲ-1] 시각장애학생 거점 특수학급 상황도

(3) 특수교육지원센터 적정 모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각급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인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
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11년 현재 전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18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으로는 특수교육교사
561명, 재활복지·치료교육교사 140명, 기타 교사 8명으로 전체 700명의 교사와 일반직 21
명, 치료사와 보조원을 포함한 기타 인력 702명을 합쳐 1,432명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교
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유·초·중등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
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와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지역사
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가족상담을 위하여 상시 운영되고 있다. 특수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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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정보 관리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수행에 매우 유용하다.
실제로 특수교육교사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 사실상 이제까지 본인들이 해 왔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및 평가와 교육기관 배치 업무와 가족지원이나 치료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관련서비스의 일관성 있는 제공으로 교육의 질이 한 차원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조직구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교육청마다 형편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의 종사자들 가운데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서 신임
발령을 받은 인력들이 많아, 기대만큼 전문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당면 과제는 규모나 대상 분포와 같은 지역 특성에 따른
표준 모형 개발이 시급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관련기관과의 협력, 학교 업무와의 차
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개선
(1)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과 현황
특수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제25조,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를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채용․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인력의 역할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이며,
그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인력’
에 대한 규정은 이 밖에도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각각 ‘통학 보조인력’과 ‘교육 보조인력’이라는
용어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
수교육대상자에게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과 신변처리 등 전반적인 학교활동을 보조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보조인력이라는
법적 용어보다는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2011)에서
발행한 ‘특수교육보조인력 활용 가이드북’에서는 특수교육보조인력을 유형별로 특수교육
보조원과 특수교육 학습보조 인턴교사, 장애학생 활동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구분하고 각
각의 신분과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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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과학기술부(2011)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총 8,936
명으로 이 가운데 유급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6,353명, 무급 보조인력이 2,23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급 보조인력은 특수학교에 1,452명, 일반학교에 4,811명(특수학급 4,325
명, 일반학급 486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무급 보조인력은 공공근로자와 공익근무요
원으로 특수학교에 792명, 일반학교에 1,441명(특수학급 1,283명, 일반학급 158명)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한 학습보조인턴교사는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2)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과 한계
2003년에 처음 시범 배치되기 시작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수가 2011년 현재 8,936명으로
늘었다. 연 평균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정작 그들을 관리해
야 할 특수교사들에게는 반가우면서도 한편 해결하기 힘든 과제들을 안겨 놓았다. 그 가
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특수교육보조원과의 원칙에 맞는 관계형성과 유지가 아닐까
싶다. 국가인권위원회(2005)에서 수행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에

나타난 특수교육보조

원에 대한 특수교육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질적 소양과 사명감이 부족하다.
- 특수교육보조원의 연령이 특수교사의 연령보다 많아 우리의 정서상 쉽게 관리할 수
없다.
- 특수교육보조원은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으며,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하므로 교사에
비해 정보의 우위에 있어 교사의 위계가 깨질 수 있다.
- 전통적으로 특수교사가 해 오던 업무의 일부(그것도 밖으로 들어나는)를 맡게 되므로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하는 일이 적고 특혜를 누린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특수교육보조원이 유휴인력의 새로운 일자리로 부각되면서 고학력자의 진출이 늘어나
고 있다. 이는 특수교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특수교육교사의 직무수행을 돕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교육보조원
제도가 확연한 연령 차이, 지역 연고와 정보 과점, 학교 구성원들의 오해와 편견 등으로
오히려 특수교육교사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직무수행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3) 특수교육보조원 관리 및 평가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가 당초의 의도대로 특수교육교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전
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특수교육보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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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업무를 규정하고 그것을 재계약 적격판단의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일정 기간 이후(2년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에도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관내 다른 학교로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교사가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실질적 관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며, 이는 교직원의 업무규정(분장) 등을 통해 문서로 명시해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교사가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를 분장하고
그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업무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이 역할 범위를 넘어서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
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
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특수교사의 업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조인력의 경우 다양한 인력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수교육보조원 외 보조인력에 대한 운영계획도 세워져야 할 것이다.

3) 지역 단위의 소규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을 비롯한 연수기관들에서는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
들을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연수의
성격이나 비중이 유사하게 반복된다. 내용 또한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생동감이 적다.
특수교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학교 내에서 매일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
이고 살아있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수시로 개편되고 있는 교육과정 이해와 적용, 이론
이 아닌 다양한 교수방법의 실제들, 상담 및 협력 기술(부모, 학교관리자, 통합학급교사,
동료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지역사회기관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정보와 구입
방법 및 사용 기술(AAC에 대한 정보 및 적용대상, 활용방법 등), 교육 및 특수교육의
이슈에 대한 참여(이슈에 대한 확인과 토론), 선진지 또는 선진교육기관 견학기회를
갖는 것 등이다.
물리적으로 볼 때,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 특수교
육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위에 열거한 주제들은 지역 단위로 교사들
끼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어느 정도의 예산만 지원된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교육교과연구회에서 간담회나 소그룹 토의 형태만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육청 등에서는 지역 내 소그룹 모임을 통한 특수교육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자료, 주제, 이슈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각 분야의 우수 멘토들을 발굴하여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연수 및 재교육 시스
템을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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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집·보급
특수교육교사들은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로 인해 다양한 수준의 교수방법과 자료
의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일반아동의 자료에 비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다. 정확
히 말하자면, 자료는 많지만 적용할 수 있는 자료는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자료를 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 자료 저 자료를 서로 짜깁
기하여 사용하거나 낮은 학년의 기성 자료들을 적당히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국립특수교
육원에서도 매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맞춰 ‘교수-학습자료’를 연구·개발해 오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자료는 교사들이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실제 사용하여 검증된
자료들이다. 국가 기관이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직접
만들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여 재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뱅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교사
들은 누구나 자신이 사용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올라온 자료들은 일단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하여금 검토 후 등록하게 한다. 이렇게 모여진 자료들은 교과별,
수준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교사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접속하여 검색해 내려 받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자료
발굴과 축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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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owerment of Teach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Kim, JooYoung(Korea National College of Welfare)

As times are changing the nature or contents of the teaching profession are
changing rapidly. As a result, special education teachers must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e(empowerment) either. The competence of teacher is the ability
to perform the duties of teaching. The teaching profession has been called the
clergy, professional, or laborer. according to the times. However, it is believed
the teaching profession today, the nature of those three are mixed in
Essentially the tasks of the teaching include teaching curriculum and teaching
identity. The teaching curriculum is to deliver knowledge, and teaching identity
is to be made to realized way of good human. In addition, a special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 basically is the same. Bu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ternal it must be better
emphasized humanity and stuff that teachers are made of. Also external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is required. It is because of their
students's characteristics.

<Key words> teaching profession, competence, competence of teacher, empowermen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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