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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나라 保育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강력한 보육시설 확충 노

력에 힘입어 量的으로는 크게 發展되었다고 단된다. 그러나 일반 

유아 심의 보육확충에 머물 고 아, 장애아, 방과후,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

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은 조기 개입이 장애증상의 개선  

장애 발생 방에 효과 이어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비용 효

과 이라는 일반 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장애아동에 

한 발견, 진단, 배치 등 조기개입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장애아동에 한 보육을 보육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

여 왔다. 그러나 통합보다는 담보육을 심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시설의 수나 보육아동의 규모가 고 이에 한 정부의 지원도 제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담  통합보육시

설의 설비, 인력, 운 , 로그램 등 황을 악하고, 보육시설을 이

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특성, 부모의 요구  만족도를 악하여 앞

으로의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를 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

었다.    

  본 보고서는 徐文姬 부연구 원의 책임 하에 李尙憲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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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사에 조한 장애아보육시설 등 기  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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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과 이 주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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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1. 序論

  가. 硏究의 必要性

□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요한 시기이며, 특히 신체, 

지각,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역  어느 한 역에 발달이 

지체된 아동에 있어서 유아기는 더욱 더 요함. 

   — 이 기간 동안 조기 재는 발달 진, 장애의 감소, 2차  장애 

방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과 동시에 비용 감 효과

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다양한 재 서비스  보육은 장애아동의 포 인 능력발달 도

모뿐 아니라 부모  가족에 한 사회  서비스 기능도 함께 수

행하고 있음.

   — 장애아동 조기 재는 유치원, 사설교육기  등 교육  근, 보

육시설‧복지  등 복지  근, 치료실 등 치료  근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보육 아동수가 70만명으로 보육의 양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단되므로, 앞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더불어 아

동과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정책의 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아 보육

도 이와 같은 에서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14

  나. 硏究 目的  內容

□ 본 연구는 장애아동 보육의 유형, 공   이용, 보육시설  장애

아동 부모에 한 지원 등 제반 황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장

애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아의 부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

애아 보육을 확 하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

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선진국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 조기 재와 련된 법‧제

도, 행정체계  련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 을 도출

   — 장애 담  통합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공   이용, 보육

인력, 반운 , 아동  부모 로그램 등 제반 황 악 

   —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보육료, 타 기  복 이용 등 

이용행태 악

   — 장애아동 보호자  가족의 특성, 부모의 기   참여, 보육서

비스 만족도 등 악 

   — 이를 토 로 앞으로의 장애아 보육 련 정책방안 제시 

  다. 硏究 方法

□  장애아보육 련 기 통계, 기존 연구 자료, 문헌 수집  외국의 

장애아 보육에 한 제도  실시 황 자료 수집, 분석

□ 보육시설,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조기교실 이용 아동 부모조

사를 통한 자료 수집  분석

   — 담시설 46개소 통합시설 41개소에 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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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보육인력, 운  련 자료  1,678명의 아동 특성 

련자료 수집 

   — 조사 상 보육시설 부모  844명의 부모에 한 조사를 실시

하여 부모  가구의 제 특성  보육 이용 련 자료 수집

   — 복지 , 사설조기교실, 사설치료실 등을 이용하는 아동부모 219

명에 하여 장애아 보육에 한 인지  이용 의사 등 조사

□ 학계, 정부, 보육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개최하고, 각 

장애아 보육시설장과의 집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2. 理論的 背景  先行硏究

  가. 障碍兒童 早期仲裁 

1) 早期仲裁의 槪念  象

□ 장애아동은 ‧유아기에 일  발견되는 모든 장애조건을 가진 ‧

유아임. 

  － 장애아동에 한 장애 유형은 개의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아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

애 등으로 나눔. 특수교육진흥법 상 장애아동 분류가 이를 따르

고 있음. 

  － 장애 진단의 합성과 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의학 으로 

별되는 장애 이외에도 장애 험이란 넓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

고, 한 장애와 하게 련된 용어로는 “발달지체”라는 용

어가 사용됨. 최근에는 장애범주별 근보다는 비범주  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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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추세임.

□ 조기 재는 출생 이후 취학  장애아동에 한 교육 등 로그램 

 서비스를 나타내는 포 인 개념임. 

  － 조기 재는 손상된 부분의 회복이라는 의미 외에도 잠재된 기능

을 최 한 활용하여 그들의 체 인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구본권 외, 1990). 

□ 조기 재 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는 일반 으로 장애

로 별된 아동 이외에도 장애 발생 험의 소지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 하게 정의됨.

2) 障碍兒童 統合 早期仲裁

  가) 障碍兒童 早期仲裁의 基本方向

□ 장애아동에 한 교육, 보육의 기본방향은 통합(Inclusion)임.

   — 통합(inclusion)은 정상화, 주류화  최소 제한  환경(LRE)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의미를 한층 확장시킨 개념으로, 특히 

장애아동 조기 재가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장애아동  통합 상자에 해서는 일정한 원칙은 없으나  

언어장애, 학습장애  경미한 인지장애가 통합 상황에서 가장 

쉽게 응할 수 있다고 함.

□ 조기 재는 아동의 개인차와 장애에 의한 발달상의 차이를 고려하

여 개별 인 요구에 따라 합한 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이는 개별화교육 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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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s)으로 

구분됨.

  나) 障碍兒童 統合 早期仲裁의 效果  模型

□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가 빠를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큰데(이 석 외, 1999), 특히 통합 조기 재는 정  상호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반아동을 찰하며 이들의 행동을 모

방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사회  친숙성의 증진에 있어서 더욱 

더 효과 임(김 웅, 1990a).

□ 통합 조기 재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요구됨. 

   — 통합의 조건은 체로 장애아동요인, 래요인, 보육교사와 교

수  요인, 행정 인 요인, 부모와 지역사회의 태도 요인으로 

구분됨(Cole & Chan, 1990).  

□ 조기 재 모형을 가정 심모형, 기 심모형, 가정기 의 충형, 

부모 자문 모형의 4가지로 구분됨(Bailey & Wolery, 1984). 

  나. 障碍兒童과 家族 

1) 障碍兒童이 家族에 미치는 스트 스

□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가족 체의 심리  안정과 결속의 험 요소로 작

용될 수 있음(정 숙 외, 2000a). 

   — 장애아동의 부모는 정상아 부모에 비하여 높은 스트 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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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심리 ‧신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 

      ∙ 사회내 지원 체계  환경이 여기에 매개요인으로 작용함.  

   — 장애 진단비용이나 치료교육을 한 인 비용은 매우 높

고 이에 따른 경제  스트 스 지수도 높음.

      ∙ 정 숙 외(2000a) 연구에 의하면 조사 상자의 월평균 소득

은 173만원 정도인데 장애자녀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은 월

평균 27만원이며, 경제  스트 스 지수는 5 에서 3.69 으

로 나타남.

   — 장애아동은 부부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장애아동에 한 과

도한 부담은 다른 자녀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2) 障碍兒童 家族支援 要求

□ 장애아동 부모는 아동 양육과정에서 아동뿐 아니라 가족과 련하

여 정보, 지지  도움,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 재정  지원, 

가족기능  여가 등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됨.

   — 이러한 요구에 하여 부모 스스로 자녀 양육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의 체계 인 가족지원이 필요함

(Baily & Simeonsson, 1988). 

  다. 障碍兒童 保育  

1) 障碍兒童 保育의 長點

□ 장애아동 보육은 보육이라는 반 인 틀 안에서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아동 가족의 제 특성에 따라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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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은 복지 인 차원에서 보호, 교육, 가정에 한 지원  보

상,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방, 아동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의 효율  조직 등 아동뿐 아니라 부모에 한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므로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의 

여러 가지 안 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임. 

2) 障碍兒童 保育서비스 機能  效果

□ 보육서비스의 기능  효과는 아동, 가족  지역사회에 한 서

비스로 나 어 볼 수 있음. 

   — 미국 헤드스타트 로그램 참여 아동에 한 연구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례들이 이들 로그램이 아동 발달 증진에 기여하

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장애아 보육은 지역사회에 하여 사회  비용 감소효과를 가

질 수 있고 동시에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로의 효과를 기 할 

수 있음(이계윤, 2001). 

   — 함철호(1996)는 보육시설의 효과성  장애아 가족 지원과 련

하여,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장애아 부모에게 스트 스와 태도

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차

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3) 障碍兒童 統合保育 로그램

□ 효과  통합보육을 실시하기 하여 개별화 로그램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창미(1998)는 통합 로그램 모형으로 일반 통합 로그램,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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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상황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한 개별화 로그램, 장애아

동의 재활을 돕는 치료교육 로그램으로 나 어 제시하 음.  

   — 한기정(2001)은 통합보육은 일반 아동의 로그램을 기 로 하

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개별교육 로그램을 극 화시켜 

장애아동의 발달 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

아동의 교육은 구조화된 환경 내에서 훈련, 개별화 지도, 반복

교육 진행이 필요하므로 로그램의 형태도 그들의 특성에 맞

추어 짜여져야 한다고 하 음.

   — 구본권(1997)은 서울  경기도 11개 통합시설의 장애보육 로

그램을 살펴보고 로그램 모형을 제시한 바 있음.

  라. 理論的 背景  先行硏究의 示唆點

□ 조기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는 장애 별 아동의 범주를 

넘어서 장애 험의 소지가 있는 발달지체 아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 하게 설정되어야 함.

□ 조기 재 서비스는 가능하면 빨리 장애 험을 발견하여 한 

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응능력을 향상시켜 2차 장애

의 방  증상의 완화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에 그 요

성이 있음. 

□ 조기 재는 통합을 통하여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발달뿐 아니라 일

반아동  그 부모의 장애아동이나 장애에 한 인식의 변화를 통

하여 통합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함. 

□ 보육은 아동에 한 교육, 양, 건강, 안 뿐 아니라 부모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그 고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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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하므로 바람직한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장애아동의 문제는 그 가족의 사회‧심리 , 경제  문제에 

한 통합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환경과 연계하여 생태학  측

면에서 악해야 함. 

3. 國內外 障碍兒 保育  敎育 關聯 制度

  가. 外國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1) 美國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 5세 이하 장애아동에 한 무료 특수교육  련 서비스 제공은 

1990년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근거하고 있음. 

   — 장애  험 아동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

기교실, 가정보육, 가정, 입원, 외래 서비스 시설, 유아원, 보육

시설, 거주시설, 기타 등 한 로그램에 배치함(U.S. Dept. 

of Edu., 2000). 

   — 1998～1999년도에 3～5세 체 아동의 4.8%인 57만명이 로그

램 수혜자이고 0～2세아는 18만명 정도가 로그램수혜자임.

   —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한 정보센터(NICHCY)를 설치 운 함. 

□ 1964년부터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해 빈민층 

유아를 상으로 실시하는 헤드스타트 로그램에 1972년부터 최

소 10%의 장애유아를 포함시키도록 함. 

   — 1998～1999년도에 헤드스타트 로그램 이용자  장애아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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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3%임.

□ 1995년부터 통합보육을 지원하고, 1997년부터 통합아동보육사업

(The Map to Inclusive Child Care Project)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최소 제한   자연 인 환경이 강조되면서 각 주

(州)가 렴하고 근이 쉬운 보육 로그램 안에서 장애아동을 

한 서비스 제공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 으로 실시되

는 것으로서, 해마다 10개 주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재정 지

원을 늘려가고 있음. 

2) 英國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 국은 1989 아동법, 장애인 차별 지법, 1996년 교육법 등에 근거

하여 특수교육 필요(Special  Education Need, SEN) 아동에 한 조

기 교육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 보육도 

이 의 하나임.  

   — 특히 교육법은 장애아동이 각 지역 조기교육기 에서 무상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교육기  범주에는 학

교뿐 아니라 다른 보건  사회서비스가 포함됨.

□ 특수교육 필요 아동에게는 매우 제한 으로 지방정부가 설치 운

하는 공립보육시설(Day Nursery) 입소 우선순 가 주어짐.

   — 아동  교사의 비율은 1:4를 기 으로 하되, 3세 미만 아는 아동

의 특수한 요구 정도에 따라서 1:1부터 1:6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3) 濠洲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 호주는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에 따라 장애아 교육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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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기 1992년 장애인 차별 지법 등에 기 하여 별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에서는 이 법  교육법에 의거, 장애교육기 (Disability 

Standard for Education)을 마련하여 무상 교육을 실시함.

   —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법에 근거하여 보

육사업 지침 등을 통하여 지원 방침을 정하고 있음.

□ 정부 지원에 의하여 통합보육이 비교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

   — 1999년 보육센서스에 의하면 종일보육시설  가정 보육아동  

장애아동의 수는 2.2%(7,704명으로 체 351,653명에 비)이고, 

특히 가정보육 아동  장애아동의 비율이 3.5%로 높은 편임. 

   — 장애아에게 보육시설 입소 우선 2순 를 부여하고 있음. 

   — 장애아동을 추가 인 요구(additional need)를 가진 아동 보육지

원 계획에 포함시켜서 장애아 보육에 추가 으로 소요되는 비

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4) 日本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 일본은 교육기본법과 장해자기본법  모자보건법을 근간으로 특

수유아에 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모자보건사업

은 장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1961년부터 의사에 의한 3세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1977년부터는 시정  책임 하에 1년 6개월이 되는 아동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인지되는 아동은 각 

진료과별 문의사에게 정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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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장애자 책에 한 장기계획’등을 통하여 장애아 조기발

견, 조기치료, 조기교육을 하여 의료, 복지, 교육의 각 분야의 역

할을 지역 실정에 따라 통합·정비하 으며, 일반 유치원에서의 통

합교류교육의 강화를 한 제도를 보완하 음.

□ 1974년부터 ‘장애아 보육사업 실시요강’에 의하여 경증 장애유아  

통합보육시 별도의 산을 추가 지원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음. 

   — 1998년 장애보육 아동수는 8,056명으로 보육아동의 0.45% 수

이며, 2001년 통합보육 아동수는 9,500명 수 임. 

   — 교사  아동비율은 1:4임. 

  나. 우리 나라 障碍兒 保育  敎育 制度

□ 우리 나라 장애아들에 한 조기 로그램은 특수유치원, 보육시

설, 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사설 조기교육기   병의원 등 치

료기 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종합 인 조기발견, 진단, 배

치 등에 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 장애아 교육  보육은 모두 분리된 형태 주로 실시되

었고, 2000년 에 들어서 통합보육  통합교육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아보육법에서는 장애아 보육 련 조항은 없으며, 시행규칙에

서 보육교사  통합보육이 어려운 아동을 한 담보육시설 설

치  종사자 기 에 하여 정하고 있고, 보육사업 안내로 장애

아 기 , 장애아 담보육시설에 한 지원 방침  보육료를 제

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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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1월 개정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유아교육을 명시하고 이 

법 체계에 의하여 3～5세 아동을 상으로 무상 특수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 

   — 학교 이외의 장소(아동복지시설 등)에 순회교육도 가능함.

□ 2001년 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2,638명, 2000년 유치원 교육아동 

1,745명으로 집계됨. 이 외 복지 , 사설 조기교실, 치료실 등을 이

용하는 아동수는 악되고 있지 않음.

  다. 國內外 關聯 制度를 통한 示唆點

□ 조기 재 상 아동의 범주는 장애 험군에 있는 아동까지 포

으로 정하여야 함.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그 상을 포 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 나라는 장애아 교육과는 달리 보육에 한 제도가 미비함.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교사수  설치 기 에 해서만 간단

하게 언 하고 있을 뿐임. 

□ 장애 유아의 조기 발견과 진단‧평가  서비스에 한 부처간의 

상호 조 체제가 요구되는데 이에 한 고려가  없음.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순회교육이 보육시설 교육 지원의 근거

는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실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 임.

□ 유치원에서의 유아특수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장애

아 보육료에 한 국고 재정지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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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障碍兒童 保育 現況

  가. 保育 象 兒童規模

□ 보육 상아동 규모는 장애유형  정도, 특수유치원 등 체 수단 

 모의 취업 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 아동수는 체 보육아동수의 

2% 수 이 되어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사용하는 3～5세 특수교육 상아동 출

율이 2.44%이고1), 이  경도 장애아동 출 율이 1.98%이므로 

이에 거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은 일반아동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이는 보육아동 70만명을 기 으로 하면 약 14,000명이 되며 장

애인복지법에 의한 0～9세 장애아동수의 1/3에 해당됨.

  나. 障碍兒童 保育의 供給  利用

1) 障碍兒 保育施設  保育兒童 

□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수는 분리된 담보육시설이 59

개소이고 통합보육시설이 82개소임. 이는 체 보육시설수 19,533

개  0.72%에 해당됨. 

   — 설치  운  주체별로 보면 담보육은 법인시설이, 통합보육

은 국공립시설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함. 

□ 보육아동수는 59개 담보육시설에서 2,049명, 82개 통합시설에서 

1) 2001년도 특수교육 출 율 조사에서는 이보다 높은 2.71%로 산출되었음(국립특수

교육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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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명, 모두 2,638명으로 체 보육아동 702,860명  0.38%임. 

   — 담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비 원율은 79.7%임. 

   — 담시설의 71.8%, 통합시설의 40.0%는 기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장애아동 보육은 구  울산 지역에 집 되어 있음.

   — 체 보육아동 비 장애보육아동 비율이 0.38%인데 비하여 

구와 울산이 1.52%, 1.45%로 매우 높음. 

2) 障碍兒 保育施設의 施設‧設備

□ 장애아 보육시설  기본 인 설비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시설들이 

상당수임. 를 들어서 개별교육실을 두고 있는 비율이 담시설 

87.2%, 통합시설 38.2%임. 

□ 따라서 담시설은 61.5%, 통합시설은 48.6%가 설비  장비 이외

에 추가로 필요한 공간, 장비  설비가 있다고 하여, 특히 담시

설이 추가 설비  장비에 한 요구가 많았음.

   — 추가로 요구하는 설비  장비는 개별교육실, 운동치료실에서

부터 벽 손잡이, 경사로 등으로 시설에 따라 다양하 음.

3) 保育施設 運營

□ 보육시설 운 시간은 담시설은 평균 10시간 51분이고 통합시설

이 12시간 49분임으로 담시설 운 시간이 짧은 편임. 

□ 등퇴원 아동을 한 차량운  시설은 담시설이 89.7%, 통합시설

은 66.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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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는 종일보육, 반일보육, 방과후 보육료 모두 시설유형에 

계없이 정부지원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담보육시

설의 보육료가 반 으로 통합시설 보육료보다 높음. 이는 아동

의 장애정도  보육시간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됨.

4) 障碍兒保育 方式  類型에 한 意見

□ 장애아보육시설 시설장은 경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부분의 

담시설장과 통합보육 시설장 모두 통합보육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 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통합보육을 시키자는 비율은 통합

보육시설장 15.4%, 담보육시설장 7.7%로 낮고, 담시설  치료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 도 장애아동에게 담보육이냐 치료시설이냐에 해서는 통

합보육시설 시설장은 담보육을 선호하는 반면에 담시설 시

설장은 치료시설에서의 보호를 더 선호하 음.

□ 재 분리 보육을 실시하는 담보육시설에 해서도 장기 으로는 

통합시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담시설을 계속 확 해

야 한다거나 치료시설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지 않았음.

   — 이는 원칙 으로 통합보육을 추진하되 제도  환경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담보육시설을 그 로 존족시켜야 하고 한편

으로 도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치료시설을 확충해 갈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하 음.   

  다. 障碍兒童 保育 人力

1) 障碍兒保育 人力의 確保

□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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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음.

   — 담시설 75.6%, 통합시설의 69.2%가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보

육인력이 장애아동을 보육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 음.

   — 담시설 등 15.4%는 특수교사 없이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통합시설의 경우는 단지 27.6%의 시설만이 특수교사를 두고 있음.

     ∙ 특수교사, 치료사 등 특수인력 1인당 장애아동의 수는 담시

설 10.7명, 통합보육시설 13.4명임. 특히 담시설은 아동 10인

당 특수교사 1인을 두도록 하는 기 에도 미달하고 있음. 

□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은 뚜렷하게 차별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은 통합보육시설이 더 심함.

   — 담보육시설은 역할 구분이 된다는 비율이 28.2%, 어느 정도 

구분된다가 56.4%인 반면에, 통합시설은 명확히 구분된다가 

12.9%이고, 어느 정도 구분된다가 32.3%임.

2) 障碍兒保育 人力 特性

□  장애아보육시설 시설장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시설장은 81% 정도가 여자이고 나머지 약 19% 정도가 남자임.

   — 시설장의 학력은 담시설의 경우 47.2%가 학원 이상으로 통

합시설에 비하여 학원 이상이라는 비율이 높음. 

   — 시설장의 공은 담시설 시설장은 사회복지  아동복지, 특

수교육 공자가 많은데 비하여 통합보육시설장은 유아교육 

공자가 가장 많음.

   — 시설장의 체 경력은 담시설 시설장이 81.7개월, 통합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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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개월로 담시설 시설장의 경력기간이 많았음. 그러나 재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담시설 38.0개월, 통합시설 55.1개월

로 통합시설에서의 시설장 경력이 김. 

□ 장애아 보육 담당 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95% 정도가 여자이고, 나머지 5% 정도가 남자임.

   — 교사의 학력은 50% 이상이 4년제 학 이상이고, 졸자의 비율

이 담시설이 통합시설보다 높음. 

   — 교사의 경력은 총 경력 평균은 담시설 35.4개월, 통합시설 

30.0개월인데 1년 미만이라는 비율이 담시설은 28.6%, 통합

시설 23.7%이고, 재의 시설에서의 경력은 담시설과 통합시

설이 각각 19개월, 23개월로 조사되었고 1년 이하가 각각 

46.3%, 35.6%임.

  라. 障碍兒童 保育 過程  로그램 

1) 入所 兒童 選定

□ 장애아동 보육시설에서는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유형 

 정도에 한 진단 결과, 장애인 등록증, 의사 소견서, 별도의 

검사 결과, 아동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별여부를 결정함.

   — 검사는 장애범주보다는 비범주 인 기능  근이 강조되고 있

음. 즉, 운동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정서발달 

등 발달 목표를 기 으로 하는 유형 분류가 강조됨.

   — 많이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Portage 

Guide to Early Education)  캐롤라이나 교육과정(The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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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for Preschooler with Special Needs: CCPSN)임. 

□ 그러나 보육시설의 입소 기 이 되는 장애 정도  내용, 아동에

게 요구되는 기  등은 시설장  교사의 의견이나 의지, 보육 환

경 등에 따라 시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아동 연령을 5세 

이상아로 한정하는 시설이 있는 등 일정하지 않음.

2) 配置  班 構成  

□ 담시설 반 운 은 1개반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48.7%,

로 가장 많고, 35.9%는 상황  로그램에 따라 탄력 으로 운

한다고 하 으며, 2개반을 교사 2인이 담당하는 비율 15.4%임. 

□ 통합보육시설은 37.2%의 시설은 상황  로그램에 따라 탄력

으로 운 한다고 하 고, 1개반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32.3%, 2개반을 교사 2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29.1%임. 

   — 통합보육시설의 통합 정도는 완  통합이 71.9%, 부분 통합이 

28.1%임. 그러나 완 통합의 경우 상당수는 한 개반을 구성하

기 어려운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가 부분임.

   — 시설장은 아동, 교사, 부모의 장애아 통합보육에 한 반 인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상 으로 일반

아동, 일반아동 부모  일반아동 보육교사의 통합보육 선호도

는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아동 보육교사의 통합보

육 선호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3) 個別化 敎育計劃  로그램(IEP) 

□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작성  로그램(IEP)의 실시 비율은 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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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92.3%, 통합보육시설은 51.5%로 나타났음.

   — 개별화 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담시설의 89.7%, 통합보육

시설의 48.5%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한 문인력

이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 음.

□ 개별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57.9%가 문인력

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고, 약 10% 정도는 아동  가족에 한 개

별화가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임. 

   — 이는 문 인력의 부족, 시설장 교육에 한 교육, 개별화 실시

시의 실효성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음.

4) 家庭  父母 連繫

□ 보육시설에 한 조사에서 개별화된 가족지원 로그램(IFSP) 실

시 비율은 담시설 30.8%, 통합시설 30.3%로 체로 낮으며, 

담시설과 통합시설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개별화 교육 로그램의 미실시 이유와 

유사한데, 특히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0%임.

□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한 개별상담, 부모간담회  교육 로그램

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32.4%, 20.9%, 17.6%임.

   — 일반 으로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서비스 실시 비율이 

높음. 특히 부모교육 로그램은 담시설의 경우 거의 부분

이 실시하는 반면에 통합시설은 36.7%가 실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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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 장애아동 부모를 한 정보제공서비스에 한 시설장 

평가는 반 으로 5  척도에서 2.5～3.5 에 분포함. 

   — 장애아동의 생활 응에 한 정보, 가정에서의 장애아동 양육

방법 정보제공은 평가 수가 높고 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가족스트 스 해소방안에 한 정보 제공은 수가 낮음. 

   — 시설유형별로 보면 담보육시설은 5  만  2.7～3.7 에 분포

하고 통합보육시설은 2.2～3.3  사이에 분포하여 반 으로 

담보육시설이 통합보육시설보다 높게 조사됨. 

  마. 障碍兒童 保育 支援體系

1) 政府의 財政 支援

□ 앙정부의 장애아 보육에 한 재정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담지정시설 주로 실시되고 있음.

   — 담지정시설  국공립  비 리법인시설에 해서는 보육교

사, 취사부,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아 담 민간보육시

설은 보육교사 인건비만 최  3명까지만 지원함.  

   — 일반 시설은 국공립  법인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 운 하

는 경우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민간시설에 

한 지원은 없음. 

□ 소득층 보육료 지원 이외에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국고 보육

료 지원은 없음.

□ 국고사업 이외에 각 시도  시‧군‧구에서 특별사업을 추진함.

   — 서울시에서는 교사  아동비율은 1:3으로 용하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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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일반 민간시설에서의 통합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

고, 충남에서 통합보육을 지원하고 있음. 

   — 시‧군‧구 특별사업으로 부천시와 안산시에서는 일반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2) 外部 支援 人力  團體

□ 장애아동에 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하여 외부

문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비율은 담보육시설과 통합보

육시설이 각각 46.2%, 48.4%로 조사되었음. 

   — 외부 지원 인력은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장애  특

수교육 련학과 교수  의사가 가장 많이 언 되었음.

□ 공식 으로 연계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가 있는가에 하여 담

시설이 69.2%, 통합시설은 38.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유

형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 

   — 지역사회단체로는 국장애아 담보육시설 의회를 가장 많이 

거론하 고, 그 이외에 보건소, 시‧군‧구청 등 공서, 복지 , 

종교단체, 친목단체  학생 등을 들었음. 

  바. 障碍兒童 保育 現況의 政策 示唆點

□ 장애아 보육 공 은 지역 으로 안배되도록 고려하여 차 확 하

여야 함. 

   — 장애보육아동은 체 보육아동의 0.38%로, 특수교육 상아동 

출 율 2.44%는 물론, 0～9세 미만아의 장애아 출 율 0.60%를 

기 으로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 임.  



要約 35

□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운  이외에도 장비  설비 등 추가 소요되

는 비용이 많아 이에 한 욕구가 큰 만큼, 보육시설에 한 재정

지원의 확 가 요구됨.

□ 특수교사가 없는 담시설도 상당수인 바, 보육시설에 필요한 

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특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

체계도 개선하여야 함.  

□ 개별화 로그램 미실시 시설이 많은데, 장애아동 보육이 소정의 효

과를 거두기 해서는 반드시 개별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장애아동  가족에게 개별화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문인력의 확보  인력에 한 교육이 필수 이고 그 

이외에도 외부의 체계 인 기술 지원이 요구됨.

□ 시설장들은 통합이 가능한 경증 아동은 통합보육을 하고 통합이 

불가능한 증 아동은 담시설  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좋다는 의견으로, 담시설의 존속 필요성을 나타냈음. 

5.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滿足度 

  가. 保育 障碍兒童  家族의 特性 

1) 障碍 保育兒童의 特性

□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는 1,678명 장애아동에 한 자료를 

심으로 분석한 아동의 인구학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 특성을 보면 남아가 71.0% 여아 29.0%로 남아가 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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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배임. 이는 0～9세아의 장애아 출 율이 남아와 여아가 각각 

0.7%, 0.5%으로 0.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를 보임.

     ∙ 보육시설 이용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차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장애 험 아동의 남녀 비율이 심한 차이

가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보육아동의 연령은 2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낮고, 반면에 7세 

이상아가 상당수임.

     ∙ 2세 미만 이동의 비율이 담시설 4.8%, 통합시설 1.0%에 지

나지 않아 체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2세 이하 아동 비율 

21.8%보다 훨씬 낮은 수 임. 

     ∙ 7～10세 아동비율은 담시설 36.0%, 통합시설은 10.5%임. 

□ 보육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담시설 53.2%, 통합시설 46.5%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이 발달장애로 각각 21.8%, 26.9%임.

     ∙ 담시설이 정신지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비율이 높

은 반면에 통합시설은 발달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비

율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음.

   — 등록 장애 아동이 75.2%이고 미등록 아동이 24.8%인데, 등록아

동은 부분이 1～3 이고, 4～6  장애아동은 극히 일부임.

     ∙ 4～6 의 비율이 담시설에 비하여 통합시설이 상 으로 

높아서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증 장애아동을 많이 

보육하고 있음을 나타냈음. 

□ 장애아동은 36개월이 될 때까지 약 2/3 정도의 아동의 장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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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되고, 48개월까지는 93～94%이며, 만 4세 이후에 장애를 발견하

는 경우도 6～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 障碍兒童 家族의 特性

  가) 父母  家口의 特性 

□ 부모의 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부 43.8%, 모 60.4%이고 4년제 학 

이상자의 비율이 부 41.3%, 모 34.8%임.

   — 부모의 학력은 시설 유형간에 차이를 보여서 통합시설 부모의 

학력 수 이 담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학력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의 취업상태는 종일제 취업은 9.1%에 지나지 않고 시간제  가

내부업을 모두 합하여도 담시설 이용아동 모 27.5%, 통합시설 

이용아동 모 31.6%로 체 으로 27.8%의 모만이 취업 인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아동을 가진 모가 자녀에 한 양육  교육 등의 

부담으로 취업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음.

   — 국공립보육시설 모의 취업률은 종일제 고용 29.7%를 포함하여 

66.0%로, 장애아 모의 취업률 27.8%의 2배가 넘음.

□ 장애보육아동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0.5%, 100～

149만원 28.7%, 150～199만원 22.2%이고, 200～249만원 12.2%이며, 

250～299만원 7.7%이고, 월 300만원이 넘는 비율도 8.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를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체 으

로는 약간 낮은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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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유형별로는 담시설에 비하여 통합시설 이용자 가구의 소

득 수 이 상 으로 높음.

  나) 障碍兒童 父母  家族의 어려움 

□ 장애아동 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동의 불투명한 장래  진로

에 한 불안으로 4  척도에서 3.24 이고, 그 다음은 보육  치

료에 따른 경제  부담 3.04 , 교육  치료기  선택의 어려움 

2.87 , 부모의 사회활동 제한 2.75   부모의 심리  우울감 

2.65 의 순서임.

   — 이에 비하여 부부 갈등(2.19 )이나 다른 형제들의 불만  갈

등(2.17 ) 등 가족 계는 비교  어려움의 정도가 약함.

□ 보육시설 이용 가정에서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456,000원이고, 이 비용  70.8%인 323,000원이 보육, 교육  조

기치료를 한 비용으로 조사되었음.

   — 보육, 교육  조기치료를 한 비용은 소득수 과 정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소득수 이 월 1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장

애아동에 월 평균 300,000원, 즉,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음.

  나.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1) 保育施設 利用

  가) 保育施設 利用時間

□ 조사 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1,558명의 이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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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종일반 아동은 담시설 62.6%, 통합시설 65.9%로 모두 

63.3%이고, 28.6%가 반일반이며 시간제 보육아동도 6.2%가 됨. 

□ 장애보육아동의 등원시간은 늦고 퇴원시간은 빠르기 때문에 평균 

보육시간은 담보육시설 아동 6시간 7분, 통합보육시설 아동 5시

간 45분으로 산출되었음.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평균이용시간 7시

간 44분과 비교됨.  

   — 이는 여러 기 을 동시에 다니는 아동이 상당수이기 때문임. 

  나) 利用期間

□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이용기간은 보육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육시설 아동의 이용기간이 평균 1

년 5개월, 통합시설 평균 10개월로 담시설의 아동 이용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음. 

   — 참고로 국공립시설 아동의 이용기간은 평균 1년 2개월이었음. 

  다) 保育料

□ 조사된 아동 1,633명의 보육료 지원실태를 보면, 보육료 면제 상

아동은 담시설 아동 17.0%, 통합시설 아동 10.9%로 담시설 아

동이 통합시설 아동에 비하여 보육료 면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

났음. 그러나 감면아동은 담시설 8.6%, 통합시설 8.1%로 별 차이

가 없음. 

   — 이러한 보육료 면제  감면 아동비율은 체 면제 아동비율 

5.3%  감면 아동비율 15.6%와 비교할 때 면제 비율이 일반아

동의 3배 이상인 반면에 감면 비율은 약 1/2 수 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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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정의 경제  특성이 일반아동 가정 특성에 비하여 

상 으로 열악하다는 을 보여주었음.   

□ 가정에서 부담하는 평균 보육료는 감면아동 123,900원, 일반아동 

204,000원으로 조사되었고, 통합시설의 경우 감면아동 보육료는 

담시설보다 약간 높은 반면에 일반아동은 184,300원으로 낮았음.  

   — 이러한 보육료는 2세 미만 아동 보육료 지원단가보다 낮은데, 

이러한 보육료에 하여서도 감면 상 부모는 9.1%, 일반 부모

는 25.1%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응답하 음. 

   — 한편 복지 이나 사설교육기   치료기  이용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복지  월 평균 126,600원, 사설교육기   치

료기 은 227,600원으로 조사되었음. 

  라) 登院 方法  時間

□ 담시설은 65.2%의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반면에 통

합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단지 29.2%만이 보육시설 차량을 이

용하고 있음.

   — 평균 등원시간은 26.8분이고 표 편차가 19.7분임.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평균 등원시간 11.8분과 비교하면 장애아보

육시설에의 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음. 

2) 他 機關 利用

□ 재 체 으로 46.5%가 보육시설 이외에 다른 기 에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커서 담시설 

이용아동이 38.1%인데 비하여 통합시설 이용아동은 그 2배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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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로 나타났음. 

   — 아동이 복하여 다니는 곳은 병의원 치료실, 복지  조기교실, 

사설언어치료실이 비교  많으나 체육교실, 수 , 민간요법, 태

권도 등 장애 증상 완화  신체 기능 증진을 한 것  피아

노, 미술학원 등 아동의 인지발달을 도모하기 한 것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음. 일부 방문교육서비스도 이용하고 있음. 

   — 복지   사설기  이용아동 조사에서도 72.3%가 재 다니는 

기  이외의 다른 기 을 복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많은 수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병의원 치료실, 사설언어치료실, 

유치원, 복지  조기교실, 사설조기교실 등 타 기 을 이용한 경험

이 있다고 하 음.

   — 담시설 아동의 74.7%, 통합시설 아동의 89.9%로 통합시설 아

동이 높음.

  다. 障碍兒童 保育 要求  滿足

1) 兒童에 한 要求  滿足

  가) 保育施設 利用 理由

□ 장애아동 보육 시설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의 로그램, 보

육 인력, 시설  설비가 가장 요한 3  공통 요소임을 나타냈

음. 이에 반해 일반 인 일반 보육아동 이용 이유인 근성이나 

이용가능성  편리성은 순 가 낮음. 

   — 담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을 한 로그램이 좋아서, 원장님

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각각 93.7%, 92.1%이고,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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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73.5%이고, 주변에 보낼 곳이 마

땅치 않다도 66.6%임. 

     ∙ 담시설 자체를 선호하는 비율도 56.0%나 됨.

   — 반면에 통합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이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9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담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

동을 한 로그램이 좋아서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각각 92.7%, 92.0%,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80.5%로 

조사되었음. 

  나) 保育서비스의 效果에 한 期待

□ 보육시설을 다니는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보육 서비스가 아

동에게 정 인 기능을 할 것을 기 하고, 한 실제로 하는 것

으로 평가하고 있음. 

□ 장애증상 완화, 다른 장애 발생 방, 건강‧ 양 리 등 보호, 언

어능력 발달,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기능 

발달, 신변 처리 기능 학습 등 역별 8개 모든 항목에 하여 기

한다는 비율이 높고, 4  척도 평균이 모두 3  이상임.

   — 항목별로는 신변 처리 기능 학습, 언어능력 발달, 사회성 발달

에 한 기 가 4  척도에서도 3.37～3.38 , 장애 증상 완화

와 신체 기능의 발달 3.28 , 3.22 , 건강‧ 양 리 등 보호는 

3.12 , 다른 장애 발생 방 3.06 으로 나타남.

   — 보육유형에 따라서는 사회성 발달과 양 건강 리 등 보호, 

언어능력 발달에 한 기 는 통합시설이 담시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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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육시설에 다닌 후 아동의 발달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

는가에 해서는 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고 

27.1%가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모두 88.9%가 개선되었다

고 하 음. 

  다) 앞으로 保育施設 利用 意思 

□ 보육시설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이 97.3%이

고 그만 두겠다는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았음.

   — 옮기겠다는 경우 일반유치원이 50%로 가장 많아서, 다른 유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아 부모도 유치원에게 통합교육을 받

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나타냈음.

2) 父母 서비스에 한 要求  滿足

□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에 한 개별상담, 부모간담회, 부

모교육, 그리고 부모를 한 여가활동 등의 부모 참여 로그램에

서의 참여율은 개별상담 참석률이 가장 높고 여가활동 참석비율이 

가장 낮음.

   — 보육시설 조사에서는 부모 로그램  개별상담 실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비교하면 시설에서의 개별

상담 실시를 확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냄.

□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정보에 한 평가는 5  척도에서 보통 수

을 나타내는 3  수 을 후한 2.6～3.3 에 분포하고 있어 정보

제공이 부모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수 은 되지 못함을 나

타냈음. 이는 시설장 자체 평가 2.5～3.5 과 비교하여도 약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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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 임. 

   — 항목별로 보면 먼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가정에서의 장애

아 양육 방법, 장애의 원인과 특성에 한 만족도가 5  만

에서 3 을 넘고 있고,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장애

련 기  이용은 비교  낮게 조사되었음. 

   — 련기  이용 방법에 한 정보는 시설장 평가에 비하여 부모 

만족정도가 낮은 반면에, 가족에 미치는 향과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등 가족 련 정보의 충분성에 해서는 보육시

설장 평가보다 부모의 만족 정도가 높았음.

□ 장애아동이나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구하는 상

로 보육시설 교사  시설장을 지 한 비율이 34.9%로, 이들이 

부모에게 요한 상담자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냈음.

  라. 保育施設 未利用 의 障碍保育 認知  欲求

□ 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38.5%는 보육시설에서 장

애아보육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문 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가 39.8%, 자녀가 응을 못할 것 같아서 19.5%, 가까

운 데 그런 곳이 없어서 13.6%, 보육시설은 보호 주인 것 같아

서 14.4%, 받아주지 않아서 7.6%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이유는 보육시설에서의 자녀의 응에 한 염려를 제

외하고는 모두 보육시설의 문제로서, 로그램, 특히 교육 로

그램과 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음. 특히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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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로그램의 강화가 시설이용 유인 요인이 됨.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모  66.0%는 주변에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있다면 자녀를 보내겠다고 하여 장애아동보육 기회가 

확충된다면 상당수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것임을 시사하 음.

  마. 保育 利用 行態  滿足의 示唆點

□ 장애보육 상 아동을 미취학 연령 아동에 한정하지 말고 상 연

령층을 확 하고, 방과후 장애보육  3세 미만 아동에 한 장애

아보육도 정책 상으로 고려함.

   — 아울러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  많은 아동이 보육시설 이외

에 다른 기 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요구에 따라 반일반, 시간

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보육이 요한 조기 재  부모지원 기능을 하므로 계속 사업을 

발 시킬 가치가 있음. 한 보육시설  장애아동 부모에 한 

지원이 취약하므로 장애아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보육시설에 거는 기 의 수 은 높고, 한 그 효과에 

해서도 비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한 부모에 해

서도 상담자, 조언자나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능을 함.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로그램의 우수성, 시설  설비, 

인력에 한 신뢰를 들고 있어 보육의 확충을 해서는 이들 3  

요인에 한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보육시설에 안 다니는 이유는 로그램  근성 부족으로 나

타나 장애아보육에서는 로그램이 가장 요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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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의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하나는 경

제 인 문제이므로 장애아동 보육비용에 한 지원의 확   무

상보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의 취업률도 27.8%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모의 취업률

에 1/2 수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은 아동  부모의 특성,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요구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두 유형간에 차별

화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담보육시설 아동이 상 으로 장애정도가 심하며 부모의 사

회 경제  특성이 상 으로 취약함.

   —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이 담보육시설이 더 김.   

   — 보육시설 이외의 기 을 복 이용하는 비율은 통합시설의 아

동이 더 높고, 따라서 경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함.

   — 보육서비스에 한 부모의 기 는 양, 건강 리, 사회성 발

달, 언어발달에 있어서 통합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의 기 가 

담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기 보다 높음. 

6. 障碍兒童 保育 活性化 方案

  가. 障碍兒童 保育政策의 基本方向

□ 장애아동 조기 재는 통합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인 정책방향임. 그러나 우리 나라 장애아 보육정책은 보육서비

스 이외의 특수교육, 치료시설 등 다른 장애아동 조기 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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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성  기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장애아동 보육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원칙 으로 통합보육 주로 장애아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통합

보육시설을 크게 확 함.

   — 담보육시설은 통합이 어려운 증 장애아동 보육  치료 기

능을 하도록 존속시키며,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로 설치함. 

     ∙ 장기 으로 제도 , 사회  여건이 성숙되면 담보육시설을 

시설 특성에 따라 치료시설로 변경하거나 통합보육시설로 

환함. 

   — 장애아동 치료시설의 설치를 확 함. 

  나. 障碍兒童 保育 活性化를 한 政策方案 

1) 障碍兒童 保育서비스의 供給

  가) 障碍兒 保育 供給의 量的 擴大

□ 장애아보육의 공 을 체 보육아동의 2% 정도가 되도록 확 함. 

이는 학습장애를 제외한 경도 학습장애 출 율 1.98%를 근거로 하

고, 보육이용률이 일반아동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이 경우 보육아

동 70만명으로 기 으로 할 때 14,000명이 되며, 0～9세아의 장애

아 추정수의 1/3인 수 에 해당됨. 

   —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이러한 확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  

2010년까지 그 1/2에 해당되는 보육아동 1%를 장애아동 보육

으로 한다는 것을 구체 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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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별로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법인 보육

시설  최소한 1개 이상의 시설을 장애아동 보육시설로 확보하여 

아동의 10% 정도는 장애아보육을 하도록 함. 

  나) 障碍兒 保育서비스의 多樣化 

□ 장애아동에 한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장애증상 완화  아동 

발달에 효율 이라는 에서 연령 아동에 한 장애아보육도 일

반아동의 아보육처럼 정책 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육아동의 연령  부모의 방과후 보육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

보육 상 아동 연령을 확 하고, 방과후 보육을 강화하고 등학

교와의 연계를 추진함. 

□ 많은 장애아동이 여러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을 감안하여 보

육시설도 아동  보호자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

2) 障碍兒童 保育서비스의 支援體系

  가) 障碍兒 無償保育의 實施

□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추진함. 장애아동 교육  치료 등으로 무거

운 경제  부담을 지고 있는 장애아동 가족에 한 지원  특수

교육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상보육을 추진함.

   — 재 보육아동을 기 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약 57억원

이 추가로 소요됨. 

   — 따라서 장기 인 계획 하에서 우선은 소득층으로 감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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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액지원하고, 차 그 상을 차상  

소득계층  농어  지역 등으로 상을 확 하고 지원 수 도 

반액, 는 정액으로 시작하여 차로 액으로 확 하여야 함.

  나) 施設別 支援의 强化 

□ 시설별 보육인력 인건비는 시설설립  운 주체별로 차별을 두지 

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하여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함. 

   — 민간 주의 보육 구조 상황에서 정부지원시설 주의 차별화

된 지원 정책은 장애아보육의 확충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을 

가짐.  

□ 시설과 설비도 보육시설 이용의 요한 요인인 만큼 시설과 장비

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실 있는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하도

록 함.

   — 특히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

을 하여 기본 인 설비비 지원은 필수 임. 

  다) 障碍兒保育支援센터의 設置

□ 장애아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

를 극 검토함.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사이트

를 구성하여 운용하여 비용효과 으로 운 하는 동시에 근성을 

높임. 

   —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로그램이나 자료 등을 제

공하고, 외부 문가 풀을 이용하여 개별화 로그램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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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 부모  가족에게 장애아동과 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

하고 상담서비스 등 가족 지원 기능 등을 함.

   — 보육인력의 확보와 수 을 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 연계함.

3) 保育人力에 한 支援 强化

  가) 敎師 配置 基準 强化

□ 교사 배치 기 을 폭 강화함.

   — 교사  아동비율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1:3으로 개선함. 

     ∙ 우선 1:4 수 으로 개선하고 2단계로 1:3으로 개선함.

   — 특수인력은 아동 9(12)명당 1명, 즉, 교사 3(4)명당 1명으로 함. 

   — 담지정시설은 시설당 치료사 2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

는데, 이것은 시설규모 즉, 아동수를 반 하지 않고 일률 으로 

정한 것으로 합리 이지 않으므로 아동 15(20)명당 치료사 1명

으로 지원 기 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障碍兒 保育敎師 敎育 强化  擴大

□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보육교사교육원이

나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보육교사를 상으로 3～6월의 교육기회

를 마련하여 이 교육을 받은 교사를 장애아동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교사를 자격증을 부여하는 다른 별도의 

자격으로 제도화하지는 않음. 이는 장기 으로는 인력의 질  

수  문제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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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반드시 소정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반드시 개별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도

록 하여야 함.  

  다) 特殊人力에 한 報酬 水準 現實化

□ 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동일 자격자는 동일한 수

의 보수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아보육을 담당

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들의 문성을 감안하여 특수학교의 교사수

에 맞추도록 진 으로 보수수 을 상향 조정해가야 함.

4) 障碍兒 關聯 制度의 整備 

  가) 障碍兒 早期 發見‧治療  豫防을 한 全般的 制度 마련 

□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해서는 조기발견, 평가, 

별, 배치, 개별화계획  로그램, 재정지원 등 일련의 차에 의

하여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차는 일정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

   —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한 

조기발견을 제도화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아동에 한 평가  별, 배치  치

료를 제도화함.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개별화교육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그 범주  지원 상을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사 교육기   

가정교육 등에도 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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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보육법에 장애아보육에 한 조항을 별도로 두어 일반 

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개선함. 

  나) 多樣한 早期仲裁 서비스模型 開發  適用 

□ 기 에서의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는 

가정과 기 이 연계하여 장애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검토되어야 함.

   —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과 기 이 조하여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關聯 部處間의 協助體制의 構築

□ 장애 유아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복지, 교육 서비스를 포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각종 련된 법률을 장하는 앙행정기

간의 상호 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기본 인 조기 재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순회교육으로 보육시설 등 련기 의 교육 지원의 근거

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인 지원부와 타 부처간의 교류가 제

한되어 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장애아동보육에 한 지원도 

제한되어 있음.

7. 結論

□ 장애아동 보육이 다양한 선택 가능한 조기 재 방법의 하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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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개별화 로그램을 통하여 높은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

도록 양  공 을 확 하고 질  수 을 개선하여야 함.

□ 장애아 보육, 특히 통합보육이 내실화를 기하기 해서는 문인

력, 시설  설비, 로그램 등이 일정한 수 에 도달하여야 하므

로, 장기 계획 하에서 단계 으로 이에 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

고, 동시에 장애아동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  부담을 덜어  수 

있도록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第 1 章  序  論

第 1節 硏究의 必要性

  유아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요한 시기이며, 이 기간에 

이루어진 성장과 발달은 성장 후 성공  업무 수행에 결정 인 역할

을 한다. 특히 신체, 지각,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역  어느 하

나라도 이상이 있어서 발달이 지체된 아동에 있어서는 유아기가 더

욱 더 요하다. 이 기간 동안의 조기 재는 발달 진, 장애의 감소, 

2차  장애 방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 으로

는 비용 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발달장애 련 

재나 복지 문제는 2000년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심을 갖는 우선

인 사항임은 2000년 유엔아동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장애아동에 한 조기 발견  재는 제도

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도 발달장애 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아동 가족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장애아동과 련된 문제, 특히 발달에 한 잠재  험요인에 

하여 사회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개

인  단 하에서 병의원 등 여러 기 을 방문하여 장애여부를 정

받고 아동에게 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이곳 곳

을 찾아 다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이다. 아동의 장애발생 험요

인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아동

의 발달에 결정  재 시기를 상실하게 되고 결정 인 장애를 가지

게 될 험의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장애아동과 련된 문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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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개인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나 그 가족은 교육  치

료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으로 경제  부담을 져야할 뿐 아니라 아

동의 장래에 한 불안, 본인의 심리 인 불안정, 사회활동의 제약, 

가족간의 갈등 등 가족 체가 여러 가지 문제에 착하게 된다. 여

기에 아동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 을 찾는 일도 쉽

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이다.   

  재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을 한 조기 로그램은 복지 인 

근, 교육 인 근, 치료 인 성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복지  근은 보육시설  복지 을 심으

로 이루어지는 복지서비스로서의 조기 재이다.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에 하여 담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

고, 장애인복지   종합사회복지  등 복지 에서는 조기교실을 운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며 비교  

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로 교육  근은 유

치원  사설 조기교육기 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조

기 재이다. 이  특수유치원은 공교육제도에 포함되어 특수교육진

흥법에 의하여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설 조기교육기 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으며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도 감독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비용은 비싸다. 한편 치료  

근은 복지 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일부 치료 기능을 일부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은 병의원 부설 는 사설 치료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

으로, 이들 치료실 역시 사설 조기교육기 과 함께 정부의 여가 없

이 민간에 맡겨져 있다. 

  이 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은 일반아동 보육과 마찬가

지로 장애아동뿐 아니라 부모  가족에 한 사회  서비스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정상에서 일탈된 아동에게는 생활 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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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정신 인 건강을 돌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립 능력을 증진

시키며 신체 , 지  능력 등 개인으로서의 균형 있고 포 인 능력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 을 둔다. 한 장애아동 부모  가족에게

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스트 스를 해소하고 정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장애아동을 수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고, 아동을 한 달

성 목표의 설정, 활동의 계획  실천, 평가 등에 직  참여할 수 있

게 한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은 우선 양 인 면에서 체 보육아동

의 0.38%에 지나지 않으며, 체계 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

고 있어서 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 아동들

에게 한 보육 로그램을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재 우리 나라의 보육 아동수가 70만명을 넘어서서 이제 보육의 

양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단되며, 따라서 앞으로는 보

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더불어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정책의 이 맞

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 보육은 이와 같은 다양한 아동과 부모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육의 다양성을 증 시켜야 한다는 에

서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 으로 장

애아동에 한 보육  교육의 정책방향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연

스러운 환경에서의 통합이므로 통합보육을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한 

제도  지원도 요구되는 시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보육 활성화로 장애아동 조기

재를 통한 아동 발달  정상화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장애아 보육의 황 악으로 련 통계 생산에 기

여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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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硏究 目的  內容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보육의 공   이용, 

보육시설  장애아동 부모에 한 지원 등 제반 황을 악하고, 

이를 토 로 장애아 보육을 확 하고 내실 있는 보육을 실시하기 

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 을 한 연구내용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선진국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의 교육  보육 등 조

기 재와 련된 법‧제도, 행정체계  련 정책 등을 비교 검토하

여 시사 을 도출한다.

  둘째, 장애아동 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장애아동 담  통합 보육

시설의 공   이용, 물리  특성, 보육인력 특성, 로그램 등 제반 

황을 악한다. 

  셋째,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특성, 보육시설 이용시간, 보육료 등 이

용 행태를 악한다.

  넷째, 장애아동 보호자  가족의 특성, 보육시설에 한 부모의 기

  참여, 보육서비스 만족도 등을 악한다. 

  다섯째, 이를 토 로 앞으로의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한 정책방

안을 제시한다. 

第 3節  硏究方法

  본 연구는 문헌  기존 연구결과 검토, 외국 련자료 수집, 장애

아동 보육시설 시설장,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호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부모를 상으로 하는 3종의 설문조사, 그리고 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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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國內外 關聯 文獻 檢討  

  장애아보육에 한 황을 악하기 하여 이와 련된 기 통계, 

기존 연구 자료  문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 으며, 외국의 장애아 

보육에 한 제도  실시 황을 악하기 하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각국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2. 設問調査를 통한 資料 蒐集

  본 연구를 한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장애아동 보육시설 실

태조사,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 조사의   

3종 조사를 실시하 다.

가. 障碍兒童 保育施設 實態調査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운  황 등을 악하기 하여 2000년 12월 

기 으로 악된 61개 장애아 담보육시설  31개 통합보육시설과 

각 보육정보센터에 통합보육시설로 올라와 있는 32개의 보육시설 명

단을 확보하여 이들 부에 한 우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의 조 요청 공문과 함께 구조화된 

설문서를 배부하고 시설장이 자기 기입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하여 조사표를 송부하

기 이 에 화로 조를 요청하 다. 조사는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보육시설 일반 황, 보육아동 황  개별아동 특성, 보

육인력 황  개별 인력 특성, 보육료  운 , 로그램 운 , 시

설장 의견  특성 등으로 구성하 다(부록 조사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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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  유효 응답 조사표의 수는 <표 1-1>과 같이 조사결과 

61개 담시설과 63개 통합보육시설  조사에 응한 시설은 담시설 

46개소 통합시설 41개소로 모두 87개소이며 응답률은 70.2%이다.  

〈表 1-1〉 障碍兒童 保育施設 調査 結果

(단 : 개소, %)

구분 조사 상 시설수 응답 시설수    회수율

   담시설 61 46 75.4

   통합시설 63 41 65.1

   체 124 87 70.2

〈表 1-2〉 障碍兒童 保育施設 調査 應答施設 特性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지역

  도시 69.2 72.5 7.9

  소도시 28.2 27.0 26.6

  농 2.6 2.5 2.5

 시설장 성별

   남 18.9 18.4 18.7

   여 81.1 81.6 81.3

 시설장 연령 

   20 8.7 5.8 7.1

   30 37.0 31.7 36.1

   40 31.1 36.6 33.7

   50 16.7 13.7 15.1

   60 이상 6.5 12.2 8.3

 계(N)      100.0(46)      100.0(41)       100.0(87)

  <표 1-2>는 각각 유효 응답시설의 시설 소재지  시설장 인구학  

특성을 나타낸다. 응답 장애아 보육시설은 부분이 도시에 치하고 

있으며, 시설장은 81%가 여성이고 연령은 30～40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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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保育施設 利用兒童 父母調査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특성  보호자의 요구

도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이용 아동 보호자를 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모든 장애아동 보육시설 아동수의 1/2에 

해당되는 수를 조사 상으로 하 다. 즉, 124개 시설에서  총 장애보

육아동 2,519명의 1/2에 해당되는 1,300명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조사방법은 장애보육시설의 조를 받아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는 동행한 부모 모두에게 미리 마련된 조사표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

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 아동, 부모  가구의 제 특성, 보육 이용 행태, 소요비

용, 보육 서비스에 한 기   만족도, 부모 로그램 참여, 정보제

공에 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 다(부록 조사표 참조).

  조사결과 표본으로 선정한 124개 보육시설 1,300명의 조사 상 부

모  844명의 부모가 조사에 응하여 조사표 회수율은 체 64.9%이

다. 조사 상  유효한 조사표 수는 <표 1-3>과 같고, 응답자의 특성

은 <표 1-4>와 같다. 

〈表 1-3〉 保育施設 利用兒童 父母調査 結果

(단 : 개소, 명, %)

    지역
표본 유효 조사표 회수율

(B/A)시설 아동(A) 시설 아동(B)

   담시설 61 1,000 40  651 65.1

   통합시설 63 300 28  193 57.9

   체 124 1,300 68   844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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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4〉 保育施設 利用 父母調査 應答  特性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지역

   도시 59.9 68.9 62.0

   소도시 38.9 30.6 37.0

   농어 1.2 0.5 1.1

 이용 보육시설 유형  

   국공립  18.2 68.4 30.8

   법인 64.2 22.8 53.9

   개인 17.4 8.8 15.3

 이용기  소재

   복지  소재 29.4 46.1 33.5

   기타 70.6 53.9 66.5

 계(N) 100.0(651) 100.0(193)     100.0(844)

다. 早期敎育機關 利用兒童 父母 調査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 부모의 장애보육에 한 인지 

 이용 의사를 악하기 하여 조기교육기 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

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방법은 국에서 복지  조기교실, 사설조기교실, 치료실 등 26

개 기 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500명을 상으로, 부분은 기 의 

조를 받아 조사표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 고, 

일부 시설은 연구자가 직  방문하여 면 식으로 조사하 다. 조사는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아동의 특성, 장애아보육  특수유치원에 한 인지 

 이용의사, 재 이용하는 서비스 실태  소요되는 비용, 부모의 

제 특성 등이다(부록 조사표 참조).

  조사결과 219개의 조사표가 회수되어 회수율 43.8%를 기록하 다.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표 1-5>와 같이 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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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지 을 통한 이용아동이 46.1%이고, 사설조기교육기 을 통하여 

조사한 아동이 53.9%이다. 그런데 이들의 23.3%는 보육시설을 복하

여 이용하고 있어서 보육시설 련 분석에서는 이들을 제외하 다.  

〈表 1-5〉早期敎育機關 利用 父母調査 應答  特性

(단 : 명, %)

구분 실수 백분율

 지역

   도시 174 79.5

   소도시 36 16.4

   농어 9 4.1

 조사 이용기

   복지  조기교실 101 46.1

   사설 교육  치료기  등 118 53.9

 체  219 100.0

  3. 門家 意見收斂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학계, 정부, 보육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

원회를 개최하고, 각 장애아동보육시설장과의 집담회를 개최하여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안에 반 하 다.  

第 4節  用語의 定義  硏究의 制限點

  1. 用語의 定義

  본 연구에서는 보고서 제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수보육이

라는 용어와 장애아동 보육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 다.

  재 교육분야와 보육분야에서 사용하는 ‘특수’라는 용어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특수보육을 아,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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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24시간, 휴일 보육 등 일반 유아보육과 차별되는 보육에 한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보육은 특수보육의 하나이

다.2) 한편으로 교육분야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은 장애아동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한정하고 있다.3)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아보육을 특수보육의 하나로 보고 있는 상황

을 반 하여 제목을 설정하 으며, 본문에서도 특수보육이라는 용어

보다는 장애아동 보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다.       

  2. 硏究의 制限點 

  본 연구의 제한 으로 장애아동 보육에 한정된 연구라는 과 보육

서비스 미이용자에 한 근의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재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방, 치료를 한 법‧

제도 등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에 한 국가의 여 

수 도 취약하다. 장애아동 보육은 장애아동 조기발견, 진단  배치 

등 반 인 정책이 선행되고 그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

나 우리의 실은 그 지 못하다. 이 게 반 인 장애아동에 한 

로그램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 보

육에 을 두고 황을 악하고 정책 안을 제시하고자 하 고 장

애아동 조기 로그램 반에 한 논의는 부분 으로만 언 하 다. 

  한 조사방법에 있어서 보육시설 미이용 부모 조사를 복지   

사설기  이용 아동의 부모를 심으로 하 기 때문에 기 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장애아동은 조사 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도 보육시설 미이용자 조사 표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2)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특별보육이라는 용어로 다양한 보육을 통칭하고 있음. 

3) 최근에 보육 문가들은 특수보육을 장애아동 보육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그 이외의 

특수보육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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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障碍兒童 早期仲裁4) 

  1. 障碍兒童  早期仲裁의 槪念 

  장애에 한 기본  인식은 개별  모델과 사회  모델로 설명되고 

있다. 개별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질병, 종양, 건강조건 등에 의해

서 직 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한다. 즉, 개인의 장애 문제

에 그 핵심을 두고 문제의 원인이 장애를 발생시키는 근본 인 제한 

는 심리  상실에 기인된다고 보는 이다. 따라서 의료  보호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개인의 보다 나은 응과 행  측면에 있어서의 

장애 리에 을 둔다. 한편 사회  모델은 장애를 개인에게 귀속

된 것이 아니고 사회  환경에 의해 창조된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

이다. 그러므로 장애문제를 해결하고 리하기 해서는 사회행동을 

필요로 한다. 한 장애인의  역의 사회활동에 완 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환경  개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이를 실천함을 

집합 인 책임으로 본다. 장애인에 한 인식은 차 개별 이고 개

인  비극에서 사회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용득‧유동철 편, 

1999). 

  이와 같은 개별   사회  모델의 차이  개별  모델에서 사회

 모델로의 변화 추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97년에 새로이 제

안한 ICIDH-2에 잘 나타나고 있다(WHO, 1997). ICIDH-2는 장애를 손

4) 장애아동에 한 여는 조기개입 는 조기 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본

고에서는 조기 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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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상황  요인

(contextural factors)으로 설명하면서 손상과 활동은 개별 인 모델 그

리고 참여와 상황요인은 사회  모델에서의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손상은 신체의 구조나 기능상 상실이나 비정상을 의미하며, 활동은 

일상 재활과 련된 개인의 활동이다. 한편으로 참여는 사회  상

을 다루며 개인의 참여를 진, 방해 등 사회  반응을 의미하는 것

으로 환경  요인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 ‧의료 인 측면에 을 

두면서 장애를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ies), 핸디캡(handicaps)에 

한 정의와 분류를 기 로 하 던 ICIDH-15)와 비교할 수 있다. 

  ICIDH-2에서의 손상, 활동, 참여는 사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

들에게 용이 가능하다. 이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무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 손상과는 상 없이 사회에서 한 

건강한 사람으로 역할 수행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장애범주도 확 되는 추세에 있고, 장애정도에서

도 경미한 장애가 추가되어 가는 추세이다.   

  한편으로 장애아동이란 일반 으로 ‧유아기에 일  발견되는 모

든 장애조건을 가진 ‧유아로서, 개는 의학 으로 명되는 경우

를 말한다. 그러나 출생 이후 6세 미만의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에 한 기 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건 간에 그 기 을 용하여 

장애여부를 단하기가 쉽지 않아서  장애아동을 유형화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 유형이 다양할 뿐 아니라 문가에 따라서 

그 기 이 다르게 용되고 있고, 기 이 있다고 하여도 진단의 합

5) ICIDH-1에서 손상은 심리 , 생리 , 해부학  구조  기능의 상실  비정상을 

의미하며, 장애는 손상에 의해 된 능력의 제한을 뜻하고, 핸디캡은 손상 는 

장애의 결과 특정 개인에게 나타나는 불이익 등 사회  장애를 일컷음. 이러한 장

애에 한 정의는 지극히 의료 이고 개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한 손상

과 장애, 장애와 핸디캡 등 개념이 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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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별에 어려움이 따른다.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경할수록 

별과 측이 어렵고, 그 정확성도 낮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로는 별

이 부정확하다. 그러므로 의학 으로 별되는 장애 이외에도 장애

험이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장애와 하게 련된 

용어로는 “발달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한편으로 조기 재는 체로 등학교 취학  장애아동의 발달을 

돕기 한 치료, 교육 등 서비스와 로그램을 일컫는 총칭  용어이

다. 장애아동들 부분이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조기 재는 이러한 

아동의 발달을 가속화시키며 장애의 악화를 방지하고 2차  장애를 

방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조기 재는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비용의 감을 래하며, 아동 조기교육 활동을 통해 부

모들 한 상당한 원조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들이 장 이다

(Baily & Wolery, 1984).

  따라서 조기 재의 상은 장애아동으로 명된 아동뿐 아니라 장

애발생의 소지가 있는 아동도 포함된다. 어려서부터 특정 장애로 진

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진단과 발달 진을 한 로그램으로 

방되는 경우가 있고, 뚜렷하게 변별할 수 없는 사회심리  지체, 정서

장애, 학습장애 등은 교육기 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를 일  발견하여 이에 한 치료  교육 등 조기 재 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기 재 상을 연령 구분을 달리하여 사용하

기도 한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출생 이후 3세 미만 특수교육 

필요아동에 한 교육 등 서비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제한 으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생 이후 취학  아동에 한 

로그램  서비스로 포 으로 사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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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早期仲裁가 必要한 障碍兒童 範疇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장애가 가벼울수록 

장애 별과 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아동에 해서는 별된 장

애 이외에도 장애 험이나 발달지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어린 나이

에 뚜렷하게 변별할 수 없는 아동의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은 물론 

신체  언어장애 등 각종 장애는 조기진단  발달 진 로그램으

로 방, 치료되거나 장애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

러므로 6세 미만의 취학  아동  조기 재 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장

애아동의 범주는 일반 으로 장애로 별된 아동 이외에도 장애 발생 

험의 소지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 하게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1986년 장애아 교육법 개정안(Amendments to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9-457)에 의하면 조기교육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한 진단도구와 차에 의하여 인지발달,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심리  발달, 신변처리기술 역  한 가지 

이상에서 발달지체를 보이거나, 신체 ‧정신 으로 발달지체를 일으

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일컫는다. 장애 ‧유아는 

평가결과의 가변성으로 인해 장애별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발달지체라

는 명칭으로 여러 장애를 포 하여 통칭된다. 즉, 조기 재 상 아동

은 재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실 시키기 해서는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Special Education Need, SEN) ‧유아를 말한다.

  3. 障碍兒童의 類型 

  장애아동에 한 장애 유형은 장애부 , 장애정도, 발생원인 등 장

애에 부수된 신체 , 정신  조건에 따라 나라마다 분류가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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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의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

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아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으로 

나 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분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장애인 분류(표 2-2 참조)와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 상 

장애아동 분류(표 2-1 참조)가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의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

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정

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언어장애의 5가지 유형을 동일하지만 이외에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서장애  학습장애를 두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발달장애, 뇌

병변장애를 두고 있고 이외에 신장장애인, 심장 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아동에게 용하기 하지 않다. 

  이들 법은 목 이 각각 포  복지서비스 제공과 교육  재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상의 연령도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분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류보다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분류가 

상이나 서비스 내용상 조기 재 상 아동의 기 과 더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부분의 아동복지 련 서 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고, 한기정(2001)도 보육에서도 유치원과 같이 특수

교육진흥법 상의 분류방법을 따를 것을 제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

법의 분류를 기 으로 장애아동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視覺障碍兒童 

  시각장애 아동은 시력 즉, 물체의 존재와 형태를 식별하는 시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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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 시각 장애아는 일반 비장애아동과 

비교할 때 그 능력이나 성격에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시각장애로 

인한 기능의 손상이 기에 개입되어 회복되지 않으면 인지, 운동  

사회성 발달에 향을 미칠 수 있다(구본권 외, 1990). 

나. 聽覺障碍兒童 

  청각장애 아동은 소리를 듣는 청각 경로에 이상이 있어 듣고 이해

하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아동으로 보통 농과 난청으로 구분

한다(복지연구회, 1984). 청각장애아는 언어발달의 지체가 집  훈련

을 통해 개선되지 않는 한 언어와 련된 지 능력의 지체, 특히 읽

기와 련된 학업성취의 지체,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

 응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구본권 외, 1990). 

다. 精神遲滯兒童 

  정신지체에 한 미국 정신지체 의회(AAMR) 제9차 정의(1992)에 

의하면 정신지체는 재 기능 수행에 실질 인 제한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  기능수행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동시에 

이와 련 있는 한계로서 의사소통, 자기보호, 가정생활, 사회기술, 지

역사회활용, 자기 리, 건강  안 , 실용학문, 여가, 작업  두 가

지 이상의 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18세 이 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지체 아동은 특히 주의집 과 단기 기억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와 효율성에서 기본 인 차이를 나타

낸다. 정신지체 아동은 정신지체의 심각도에 따라 교육가능 , 훈련가

능   완 보호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복지연구회, 1984).6)

6) 경도 장애아동은 부가 인 도움으로 일반 학 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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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肢體不自由(障碍) 兒童 

  지체부자유 아동은 운동기능에 이상이 있어 일상생활이 부자연스러

운 아동을 의미하는데, 편의상 신경장애, 근골격장애, 선천성 기형, 사

고  기타 장애, 피학 아 등으로 나  수 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들은 개인 차이가 매우 커서 지  는 심리  특징들에 해 

일반화할 수 없다. 이들의 지능과 학습능력도 일정하지 않고 심리‧정

서  특징들도 일반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행동의 발달 제한

으로 지  자극 부족으로 다소 지체를 보일 수 있고 지체부자유로 인

한 사회생활에의 응 부족으로 정서  사회성이 부정 으로 될 가

능성도 있다(복지연구회, 1984). 

마. 情緖障碍 兒童 

  정서장애 행동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모든 행동 특성을 하나의 개

념으로 정의 내리기는 힘드나, 정서장애는 행동의 정도가 일반 인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극심한' 상태를 나타내고, 문제가 쉽게 사라지

지 않는 '만성 '인 것이며, 행동이 사회‧문화  기 로 수용하기 어

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서장애아동은 문제를 외면화(externalizing)하여 지나치게 공격 이

고 종종 부정 인 행동을 하는 아동과 이와는 반 로 문제를 내면화

(internalizing)하여 움츠러들어 있는 아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거칠거나 움츠러드는 것 모두 아동발달과 학습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음. 등도 는 훈련가능  정신지체 아동은 부분이 특수학 에서 교육받음. 

도/최 도 는 요보호 정신지체 아동은 부분 신생아 때 발견되며, 다수가 신체

인 결함과 복합 인 장애를 갖고 있어서 평생 24시간의 보호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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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特殊敎育振 法 障碍 範疇

장애범주 포함되는 장애

시각장애

 ① 두 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②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③ 두 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④ 특정의 학기구‧학습매체 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청각장애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②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③ 일상 인 언어생활 과정에서 청각의 기능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정서장애

 ① 지 ‧신체  는 지각 인 면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 이 극히 부진한 자 

 ② 친구나 교사들과 인 계에 부정 인 문제를 지니는 자 

 ③ 정상 인 환경 하에서 부 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④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⑤ 학교나 개인 인 문제에 련된 정서 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 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⑥ 감각  자극에 하여 언어 인지능력 는 인 계에 결함이 

있는 자

정신지체  지능검사결과 지능지수가 75 이하이며 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지체장애

 지체의 기능‧형태 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체간의 지지 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교육 시설로는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자

언어장애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기호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학습장애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 분야에서 학습장애를 지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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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 障碍人福祉法 障碍 範疇

장애범주 포함되는 장애

지체장애인

 ① 한 팔, 한 다리 는 몸통의 기능에 속 인 장애가 있는 사람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指骨關節) 이상 부 에서 잃은 

사람 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  이상 부 에서 잃은 사람

 ③ 한 다리를 리스 랑(lisfranc)  이상 부 에서 잃은 사람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속 인 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한 변형 는 

기형이 있는 사람

 ⑦ 지체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 (腦卒中) 등 뇌의 기질  병변에 

기인한 신체  장애로 보행 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① 나쁜 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하여는 교정시력을 기 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의 시야가 각각 주시 에서 10도 이하인 사람

 ④ 두 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④ 평형기능에 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는 언어기능에 속 인 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 부 으로 인하여 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 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속 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한 제한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 부 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한 제한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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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 계속

장애범주 포함되는 장애

정신지체인

 정신발육이 항구 으로 지체되어 지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응이 히 

곤란한 사람

발달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 형  자폐증에 의한 기능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하기 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정신발육이 항구 으로 지체되어 지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 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응이 히 

곤란한 사람

  따라서 이들의 거칠거나 움츠려든 행동은 그들의 발달과 학습에 심

각한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Heward 

& Orlansky, 1992). 한 우리 나라에서는 자폐장애를 정서장애에 포

함시키고 있다7). 자폐장애를 가진 아동은 명백한 감각상의 결함,  감

정상의 소외, 자기 자극  행동, 심한 투정과 자기상해  행동, 반항

이고 정신병  언어, 행동상의 결함 등을 갖는다. 

바. 語障碍 兒童 

  언어장애는 아동의 말이 타인들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심을 끌

거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거나, 인 계에서 문제를 갖게 하는 경

우를 말한다. 언어장애 아동 에는 언어의 이해 는 언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도 있고 언어발달의 지체를 경험하는 아동도 

있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주의의 사물과 상을 이

해하는데 필요한 매개수단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장애를 갖고 있는 

7) 미국은 자폐장애를 ‘기타 건강상의 장애’라는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함.



74

아동은 정상 으로 학습하고 발달하고 타인과 만족스러운 계를 맺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의 교정을 해 특수한 도움

이 필요하다(Heward & Orlansky, 1992). 

사. 學習障碍 兒童 

  학습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신체 으로는 다를 바가 없으나 반

인 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 언어, 지각, 사회‧정서  

응, 인지, 기억, 주의 집  등의 역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다고 한다(구본권 외, 1990). 그러나 지 능력에 비해 특정 학업

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 을 제외하면 모든 

아동이 개별 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들은 잠재능력의 충분한 발달의 어려움으로 부 응 상을 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회  성격 형성의 소지가 있다(복지연구회, 

1984). 

  4. 障碍兒童 統合 早期仲裁

가. 障碍兒童 早期仲裁의 基本方向: 統合(Inclusion)8)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

며, 아울러 정상아동들은 장애인들에게서 느끼는 이질감을 조기에 극

복하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는 장애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통합

사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오늘날 장애아동에 한 교육, 보육  

8) 1990년  이후 미국에서는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를 ‘inclusion’으로 통일하고 있음. 

종 에는 ‘integr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유사한 의미에서 

일반교육주도의 의미를 가진 ‘Regular Education Initiative(REI)라는  용어가 사용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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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의 기본방향은 통합(inclusion)으로, 이는 정상화, 주류화 등의 

단계를 거쳐서 발 되어 온 개념이다.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는 사회 안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

리와 기회를 가지고 삶을 한다는 윤리  원칙을 의미하고 장애인

에 하여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려는 표 으로, 장애인이 윤리  법

률 으로 정상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 해야 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주류화(mainstreaming)는 특수교육 요구 아동을 정규학교에 배치하는 

교육정책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이들이 모든 시간이나 일부 시간을 일

반학 에서 활동하면서 일반아동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주류화는 1972년 미국 헤드스타트 로그램에서 상자의 

10% 이상을 장애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여 장애아동의 헤드

스타트 로그램에 참여가 확 되는 등의 정책으로 실 되었다.

  한편으로 최소 제한 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은 

주류화와 유사하지만 환경 반에 한 포 인 문제를 강조한 개념

으로, 특히 1975년 장애인교육법(PL. 94-142)에서 3～21세의 특수아

동이 최소 제한 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도록 명시되면서 

장애아동의 조기 재에서 주요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1980년 후반 이후 통합(inclusion)으로 발 되었다. 

이는 정상화, 주류화  최소 제한  환경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그 

의미를 한층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된다. 특히 즉,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가 최소 제한  환경(LRE)에 이어서 자연스러운 환경(natural 

environment)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1990년 미국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그리고 동법 1997년 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조기 재는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성공 인 시행에는 많은 조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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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이와 련하여 Cole & Chan(1990)은 통합은 가치 단과 련

된 문제로 장애아동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한 윤리  가치

단이 포함되고 있고, 실  가능한 실이라기보다는 가치 지향 이라

고 하면서, 통합의 단계를 완 통합과 부분통합으로 구별하 다. 

나. 個別化(Individualization)

  개별화된 로그램은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 방법으로, 각 아동

의 개인차와 장애에 의한 발달상의 차이를 개별 인 요구에 따라 

합한 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통합 상황

에서 장애아동이 정상 인 환경에서 일반아동과 같이 배우고 생활하

기 해서는 장애아동을 지원해  수 있는 개별화 로그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에 한 개별화된 근 없이는 통합은 물

리 인 통합에 그칠 뿐이다.  

  개별화 실천을 한 방법으로 개별화교육 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과 개별화가족지원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s: IF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9) 장애인교육법(IDEA)에

서는 3～5세 장애아동에게 한 교육을 제공하기 해서 IEP를 작

성하여야 하고, 0～2세 장애 아를 해서는 아동에 한 목표뿐 아

니라 가족 목표와 서비스 등의 가족 요소들이 첨가된 IFSP를 작성하

여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

에 따라서 3～5세 장애아동에도 IFSP를 사용하고 있다.

  IEP는 아동이 성취하여야 할 연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여 기

이 제공하여야 할 특수교육과 교육 련 서비스  부가  서비스

9) 미국은 헤드스타트 로그램에서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한 끊임없는 찰, 기록, 

평가의 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료와 수업활동에는 아동의 문화

 배경을 반 하도록 할 때부터 개별화의 원리가 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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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할 목 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장애아동의 

교육 성취, 연간  단기 목표, 목표 달성 평가, 서비스의 개시일, 종

료일, 기간, 빈도 등이 포함된다. IFSP에 포함될 내용은 장애아동의 

발달 수  등 아동에 한 사항 이외에 유아의 발달 진과 련된 

가족 자원, 유아 는 그 가족과 가장 직 으로 련이 있는 

문성을 갖춘 서비스 조정자의 확인 등 가족 련 사항이 포함된다. 이

들 개별화된 계획서는 문가 에 의하여 작성된다(NICHY, 2000).

다. 障碍兒童 統合 早期仲裁의 效果

  조기교육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많은 연

구들이 그 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발달의 지체 문제를 가지고 있

고 그 지체로 인하여 제한된 자극을 받게되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보다도 조기교육이 더 요한 의미를 갖는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그 로 방치해 두면 성장 발달 가능성을 가진 부분까지도 정

지해 버려 새로운 장애를 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험이 있다. 그러

므로 조기 재는 손상된 부분의 회복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잠재된 기

능을 최 한 활용하여 그들의 체 인 발달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크

다(구본권 외, 1990). 기존 연구들이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가 빠를

수록 그리고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이

석 외, 1999).

  조기 재의 요성과 더불어 강조되는 것이 통합 상황에서의 조기

재이다. 일반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일반아동과 동일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변성이 큰 발달 기에 결핍된 문화  자극

을 갖기 쉬운 장애아에게 매우 요하다. 아동의 통합 조기 재 효과

에 하여 김 웅(1990a)은 나이 든 아동보다 정  상호작용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일반아동을 찰하며 이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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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며, 사회  친숙성의 증진에 있어서 효과 이라고 하 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은 장애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발달

을 진하고 일반아동도 장애아동의 특성을 인정하며 더불어 함께 살

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고, 일반 아동의 가족도 아동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한 수용 태도를 증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인간

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김 웅, 1990a). 즉, 장애

인과 일반인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Baily & Winston(1989)은 장애아부모의 통합보육 후의 태도 비교

를 통하여 통합보육은 장애아나 일반아동이나 모두 실제 세상에 한 

노출의 기회를 갖게 되는 효과를 나타냈고, 특히 일반아동이 장애아

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통합은 물리 인 통합이 아니라 실제 인 통합이어야 한다. 

통합이 효과를 얻기 해서는 일반아동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일

상 인 경험을 나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통합 상

황이 장애아동을 놀이나 상호작용의 상 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되지만 장애아동을 놀이 친구로 선택하라고 지원받고 그

게 하라고 격려하지 않으면 잘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rea et al., 1999).  

  Favazza(2000)는 유치원에서의 장애아동에 한 수용이 보다 반

인 로그램을 통한 통합일 경우에 수용에 더 장기 인 향을 미치

고 있음을 지 하고, 사회  통합이나 수용을 지원하는 로그램이 

없이는 개인 인 차원에서의 만으로는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

고하 다. 우리 나라의 박계숙의 연구(1997)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

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Kishi & Meyers(1994)의 장기연구에 의하면 등학교 시  장애아동

과 보다 많은 을 한 아동이 6년후 조사에서 장애아동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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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 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통합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정상아동  그 부모를 상으로 장애아동에 한 신뢰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는 아동이 평소자유 놀이 시간에 장애아동

과  정도와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Okagaki et 

al., 1998). Hundet(1998)도 이와 유사한 통합의 효과를 발표하 다. 그

러나 함철호(1996)는10)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은 정상아 자

모와 그 지 않은 자모는 장애아동에 한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됨으로써 통합 장애아 보육서비스가 일반인

의 장애아에 한 태도 개선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자모의 실제 상호작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Baily & Winston(1987)의 통합 

보육시설에 참여한 47개 가족에 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와 친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애아 부모와 친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라. 障碍兒童 統合 早期仲裁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통합 조기 재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김 웅(1990a)은 아동의 장애정도, 통합의 수 , 장애아동의 비율, 일

반아동의 태도, 교사의 자질을 들었으며, Buysse 등(1998)은 통합의 장

애요인으로 로그램의 질, 지역사회 자원, 아동과 가족을 한 조정

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들고 이들이 41%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

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통합의 조건을 제시하 는데, Cole & 

Chan(1990)은 다양한 조건을 정리하여 통합의 조건으로 아동요인, 

10) 함철호는 1996년도에 실시된 이 연구를 최 의 장애아보육 련 연구라고 명시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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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요인, 보육교사와 교수  요인, 행정 인 요인, 부모와 지역사회의 

태도 요인을 들었는데, 이러한 분류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아동요인은 장애아동의 응 행동  사회성 발달, 인지능

력 수 , 로그램 참여에 한 자발성, 비  기술 등이다. 장애아

동  통합 상자가 구인가에 해서는 일정한 원칙은 없다. 부모

와 아동이 통합을 희망하면 그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설

비나 시설 운 자나 교사의 문성  통합에 한 태도에 따라서 많

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Stoiber 등(1998)은 통합 상 아동에 하여 

언어장애, 학습장애  경미한 인지장애가 통합 상황에서 가장 쉽게 

응할 수 있다고 하 다. 한 우리 나라 특수교육에서도 경증 장애

아동을 통합교육 상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정동 , 1998).

  두 번째로 래요인이다. 통합의 성공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한 태도  장애아동에게 응하려는 태도가 얼마나 자발 인가에 달

려 있다. 장애아동의 언어, 응, 인 계, 사회  행동  인지 기능  

미숙이 부정 인 태도나 편견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개인차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수용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김 웅, 

1990a).  

  셋째로 교사  교수와 련된 요인이다. 여러 요인 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력이라고 하겠는데, 교사의 이해도  자

발성 이외에도 정규 로그램의 질, 장애아동의 비율, 지원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Lieber 등(1998)은 미국의 통합 조기 재 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유아 련 기 에 한 조사를 통하여 유아에 한 

통합 조기 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요

인은 교사  기 의 장 등 주요 인력이며, 그 이외에 인력에 한 

교육훈련 등 외부의 지원, 통합 조기 재에 한 공감된 비 , 국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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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re & Hanlely-Maxwell(2000)은 심층 면 조사를 통한 연구결과에

서 통합을 이루겠다는 통합제공자의 의지, 자원과 요구의 균형, 부모

와의 문제해결, 감정 인 지원과 기술지원에의 근, 기타 지원에의 

근을 5  결정 으로 주요한 성공의 요인으로 들었다. 이계윤(2001)

은 담임교사 외에 지원교사나 보조교사가 필요하고, 통합교육을 한 

교장, 특수교사, 일반교사, 련치료사, 부모 등의 력자로 구성된 교

육지원 이 구성되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 다.

  넷째로 성공 인 통합을 한 행정 인 요인으로는 거의 확립, 

제공되는 보육자원의 질  문 인 지원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부모와 지역사회의 태도가 요한 요인이 된다. 통합 로

그램에 한 장애아동 부모의 태도는 물론 일반 아동부모의 태도, 그

리고 장애아동에 한 지역사회의 태도가 정 으로 작용할 때 통합

보육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 웅(1998)은 통합교육 실시에

서 기술보다는 신념의 요성을 강조하 으며, Bricker(1995)는 통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 자원, 커리큘럼의 상호작용 요인을 지

한 바 있다.  

마. 障碍兒童 早期仲裁 模型

  Bailey & Wolery(1984)는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 모형을 가정

심모형, 기 심모형, 가정기 의 충형, 부모 자문 모형의 4가지로 

설명하 다. 

  첫째, 기 심모형은 보육시설, 유아원, 유치원, 병원 부설 조기교

실 등인데, 체로 1주에 4～5일씩, 1일 3～5시간씩의 교육을 받는 형

태이다. 이는 체계 이고, 인 인 교육이 가능하며, 부모교육도 집

단 는 개별 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참여활동도 다양하게 

실시된다. 아동지도가 유리하고, 아동의 사회성발달이 진되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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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은 유아원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유아의 결손을 보충하고 상되는 학습상의 문제를 방하는 다

른 범 한 의미를 지닌다.11) 

  둘째, 가정 심모형은 문교사가 1주당 2～3회씩 가정을 방문하여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문교사는 아동의 발달상태와 기

능을 사정하고, 부모와 함께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아동의 진 상황을 

찰하는 역할을 하며,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아동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부모에게 수한다. 이 모형은 교

육의 상이 아이거나, 조기교육기 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 경우가 

좋고, 비용이 감되며, 아동이 자연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습득된 발달과업이나 기능의 일반화가 용이하다는 이 이 있다. 그러

나 부모가 교사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크고 

교육이 제한 이고 비효과 일 수 있고, 아동에게는 다른 아동과 상

호 작용할 기회가 없다는 단 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부 사설

기 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셋째, 가정-기  충형 모형은 이상의 두 모형의 장 을 살린 모형

으로,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가정과 기 을 하게 활용하여 교육받

을 수가 있다. 교사는 기 심 는 가정방문 교사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켜 운 하는 형태이다.

  넷째, 부모 자문 모형은 아동의 지도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 내용 

 방법이나 차에 해 정기 으로 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으

로 부모가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성공 으로 실

시되기 해서 부모는 아동지도에 한 능력과 시간  여유를 가져야 

11) 미국 헤드 스타트 로젝트와 장애아동 조기교육 로그램(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Program, HCEEP: PL 90-538)  소득층의 특수아동을 해 이

와 같은 형태로 운 되는 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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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동시에 신뢰하는 문가의 자문이 매우 요하다.

第 2節 障碍兒童과 家族 

  1. 障碍兒童이 家族에 미치는 스트 스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치료  교육, 부

모와 아동간의 정서  불일치, 부모의 양육문제와 가족간의 갈등, 경

제문제 등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아동을 둘러싼 가족 체를 

혼란에 빠뜨릴 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다양한 요

인들은 상호 련성을 가지고 내재 으로 구조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동시에 가족복지 구조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 숙 외, 2000b). 자녀가 장애를 지니고 있으면 이 문제가 부모의 

양육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자녀 양육에 따른 보람이 아동의 

심각한 발달상 역기능으로 상쇄되어 아동에게 필요한 최 의 양육환

경 한 험하게 된다(이효신, 1997).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이나 빈곤

과 같은 경제문제가 겹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본고에서는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스트 스를 정서  측면, 경

제  측면, 가족 계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心理的‧情緖的 側面 

  장애아동의 출 으로 야기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를 비롯한 가

족구성원들은 정상 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리  장애를 경험하

게 되므로,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정 숙 

외, 2000b). 장애아동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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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 역할이 래하는 고통과 스트 스는 다른 가족 계  이웃, 

사회  인 계에 부정 인 향을 주게 된다

  우선 장애아동을 갖게 된 가족은 장애아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정상 

아동을 갖지 못한 것에 한 애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은 

5단계로 거부의 단계, 분노의 단계, 상의 단계, 침체의 단계,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먼  장애아 가족은 아동의 장애를 부인하고 

분노하며, 그 다음에는 아동의 장애를 인정하기 시작하나 장애가 기

으로 제거되거나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과학  발견이 이루어질 것

을 희망하게 되고, 우울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아동의 장애가 아동 

 가족에게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다. 이 단

계에서야 비로소 장애아동 가족은 재활 로그램에 참여할 비가 된다. 

  장애아의 등장으로 가족은 이와 같은 정서  변화를 겪게되지만 그

러나 장애아동에 한 수용의 단계라고 하여도 스트 스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서  변화는 아동이 발달 단계를 통과할 

때마다 반복하여 겪게 되는 경향이며, 아동의 미래, 특히 부모 사망 

후 아동의 미래에 한 스트 스, 그리고 부 한 달체계에서 비

롯되는 스트 스 등 상당한 스트 스가 상존한다(Galagher et al., 1983; 

김용득‧유동철 편, 1999, 재인용).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애 유형에 계없이 장애아 부모는 정상아 부

모에 비하여 높은 스트 스를 받고 있고(Hadadian, 1994), 심리 으로 

무기력, 죄책감,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 

고 압, 신경성 질환 등의 신체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 웅 외, 1985; 정 숙 외, 2000b 재인용). 복장애아동의  

경우 체로 그 부모는 하나의 장애를 가진 부모에 비하여 스트 스

가 유의하게 높다(Hintermair, 2000). 

  그리고 장애아동의 부모가 받는 스트 스 정도는 부의 직업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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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모의 취업여부, 부모의 학력, 종교 등 부모의 사회인구학  변

수와 유의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복 외, 1998). 

  이러한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  지지체계이다.   

이상복 등(1998)은 경북지역의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신지체, 정서

장애의 5개 역별 장애아 가족 240가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장애아 부모에 한 열악한 사회  지지환경이 가족내 스트 스를 증

폭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나. 經濟的 側面

  장애아 가족이 직면하는  다른 험요인은 경제  문제이다. 장

애아동이 출 하기 부터 빈곤계층에 속한 경우도 지 않고,  처

음에는 산층 이상의 집단에 속해 있었으나 장애아동이 출 한 다음

부터 치료 교육 등으로 경제  부담  다 역할로 인한 실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락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1983년부터 1996년의 자료

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빈곤과 편모‧편부가 장애아동과 계가 높고 

특히 빈곤과 장애 험과의 련성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Fujiura & Yamaki, 2000). 

  이들 가족이 겪는 주된 경제문제는 수입감소  실업, 주택마련  

이사 곤란, 생활비 부족, 자녀 치료  교육비 부족, 노후생활에 한 

불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아 가족이 아동의 장애 진단비용이

나 치료교육에 해 느끼는 필요나 욕구는 상당한 수 에 있는 만큼 

이를 한 인 비용 한 만만치 않다(홍강의 외, 1999). 이러한 

경제  어려움을 여러 집단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의 가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숙‧이상복, 1999). 

  과다한 장애자녀의 진단비용과 치료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향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타 항목의 지출에 한 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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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각하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장애자녀를 한 치료  교육 

련비용은 생활에 한 압박을 불러와 가족복지에 지 한 향을 미친

다. 뿐만 아니라 자원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장애아동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실업문제, 주거문

제 등과 련된 경제  어려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 숙 외(2000a) 연구에 의하면 조사 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173

만원 정도인데 장애자녀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월평균 27만

원이며,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경제  스트 스 지수는 체 5 에서 

3.69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가계는 의료비에서, 청각

장애 가계는 교통비, 시각, 정신지체  정서장애 가계는 아동의 개별 

교육비에 한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이상복 등, 1998).

다. 家族葛藤

  장애아동의 문제는 가족체계와 하게 연 되어 있다. 일반 으

로 자녀가 래 아동과는 달리 장애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모는 

합리  인식기능에 의존하기보다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여

기에다 친인척 계, 사회  유 계, 그밖에 여가활동 등에서 장애아

동들 못지 않게 부모들 역시 일상생활  인 계의 장애를 아동과 

함께 거의 같은 수 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연쇄 인 가족간 갈

등과 스트 스의 은 체 가족구성원들의 결속을 악화시킬 수 있

을 것이다. 나아가 결과 으로는 아동의 발달장애를 심화시키는 부정

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정 숙‧이상복, 1999)

  가족간의 갈등  가장 표작인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과 형제간의 

갈등이다. 장애아동은 부부간의 갈등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특히 부부간의 계가 취약할 경우에 장애아동의 양육은 추가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장애 아동을 사이에 두고 시집, 처가,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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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의 갈등이 부부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한편, 형제간의 갈등은 

부모의 심이 장애아동에게 집 되고, 장애아동에 한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 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장애아동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아동의 형제에게도 향을 미쳐 가족

간에 상  불평등  박탈감을 래하여 가계에 부담을 다.

2. 障碍兒童 父母의 要求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정  여러 가지 기를 경

험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장애의 성질  발

달을 해 필요한 사항에 한 정보  자녀의 교육  훈련과 련

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며, 문가와의 을 희망하게 된다. 동시

에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지지집단 

 아동양육으로부터의 일시 인 휴식을 가능  해  수 있는 사람

을 찾게 되고 원만한 가족 계를 형성‧유지하는 방법 등에 한 정보 

 상담의 요구 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에 하여 Baily & Simeonsson(1988)은 

① 정보에 한 요구, ② 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에 

한 요구, ③ 장애  이로 이한 문제에 하여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도움의 요구, ④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에 한 요구, ⑤ 경

제  비용에 한 재정  요구, ⑥ 가족기능  여가와 련된 요구

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3. 障碍兒童 家族支援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가족지원 서비

스가 요청되고 있다. 가족지원 로그램의 목 은 가족이 필요로 하

는 것을 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도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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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김용득‧유동철 편, 1999).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가족에 한 지원은 개별화된 가족지원 

서비스 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Dunst 등

(1994, 김용득‧유동철 편, 1999 재인용)은 가족지원 로그램의 실천과 

련하여 공동체 의식의 강화, 자원과 지원의 동원, 책임의 공유  

력, 가족의 통합 보장, 가족기능 강화, 소비자 욕구 심의 근을 

6  원칙으로 들고 있다. 한 개별화된 가족지원계획 수립은 가족의 

욕구와 희망, 가족의 강 과 능력, 사회  지원, 문가의 원조 등 4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 다. 구체 으로는 장애아동과 

련된 정보의 공유, 보육, 행동 기법의 훈련, 정서  지원, 상담, 개인

인 미래계획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장애아동 련연구는 부분 장애아동의 응이

나 이들의 발달을 임상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장애아동의 교육환

경  그 가족이 안고 있는 사회 ‧심리  요인이나 경제  요인에 

해 통합  시각에서 다룬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정보인‧석

정 , 1999), 최근에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방안에 한 연구(이미진‧김

경진, 2000) 등 생태학 인 근의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第 3節 障碍兒童 保育 

  제3 에서는 장애아 보육의 장 , 장애아 보육서비스의 기능  효

과, 장애아보육 로그램으로 나 어 기술하고자 하 다.

  1. 障碍兒 保育의 長點

   보육이 아동에 한 서비스 이외에도 부모나 가족을 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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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기능을 갖고 있음을 이미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다

(Costin 1972; 이 , 1990).12) 표갑수(1990)는 보육사업의 기능을 보호

기능, 교육  기능, 가정의 지원  보상기능, 사회복지측면에서의 

방  기능, 아동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 개발 기능, 지역사회의 효율

 조직기능을 들고, 특히 아동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의 개발과 

련하여서는 정상아동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 게 볼 때 보육시설이 아동  가정의 욕구에 보다 히 처

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

를 한 양‧건강‧안  등의 보호  기능, 교육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 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Kadushin & 

Martin, 1988). 한편 이들 보육 기능은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강조

되어야 할 기능도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나 학령별로 아동

발달 특성에 맞추어서 아동에게 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의 보육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육이라는 반 인 

틀 안에서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아동 가족의 제 특성에 따라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육의 기능이 작용하여야 할 것

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문제에 국한되

지 않고 아동을 둘러싼 가족 체의 심리  안정과 결속을 해쳐 가족

복지 구조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정 숙 외, 

2000b).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한 문제는 그 아동이 지니고 있는 개

12) Costin(1972)은 교육  경험과 지도,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를 제공하며, 아동을 안 하게 보호하여 그들 부모들이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유

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 고, 이 (1990)은 보육에는 아동에 한 서비스

와 가족에 한 서비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에 한 서비스 기능 

에서 양, 건강, 안 이 요하다고 강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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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인 발달 특성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심리  문제와 경제  문

제에 한 통합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환경과 연계하여 생태학  측

면에서 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보육은 우리 나라 장애아들에 해 실시되고 있

는 복지 인 근, 교육 인 근, 치료 인 성격 등의 다양한 장애아

동의 조기 로그램 에서 보육은 복지 인 차원에서 아동  아동

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반 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로

그램이다. 우선, 장애아동 보육은 일상생활과 같은 환경 속에서 아동

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정상에서 일탈된 아

동에게는 생활 반에 걸쳐 신체  정신 인 건강을 돌보고 일상생활

에 필요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며 신체 , 지  능력 등 개인으로서

의 균형 있고 포 인 능력발달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는 장애아동 

보육은 장애아동 부모  가족에게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스트 스를 

해소하고 정서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장애아동을 수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도와주고, 아동을 한 교육목표의 설정, 활동의 계획  실

천, 사정 등에 직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과 

통합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은 비장애아동뿐 아니라 그들 부모도 

장애아동에 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통합

된 사회를 이루는 기 를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보육은 복지 인 차원의 보호 기능, 교육 

기능, 가정 지원 기능,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방  기능, 아동의 욕

구에 맞는 로그램 개발 기능 등 아동 보호와 교육  부모에 한 

사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보

육은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의 여러 가지 안 에서 가장 바람

직한 형태의 조기 재 방법으로 그 요성이 더욱 더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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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障碍兒 保育의 機能과 效果

  보육서비스의 기능  효과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에 

한 서비스, 가족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에 한 서비스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보육은 아동에 하여서는 우선 으로 타 조기 재 기 과 유

사한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 기능을 한다. 취학  장애아동을 

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 서비스를 통하여 그 아동이 소지

하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 화시키고 그 아동이 겪는 장애요소를 

최소화시키려는 치료 , 교육  지원을 한 노력이다. 장애아의 주된 

목표는 장애아의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이를 하여 학령  특

히 유아기의 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은 가장 효과 인 

개입이요, 학령기 이후의 교육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의 효과의 극

화를 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이계윤, 2001).

  아동은 개별화된 지원과 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술을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되며, 그럼으로써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을  

일을 인다. 한 일차  장애에서 생할 수 있는 2차  장애의 발

생을 최소화하는 방효과를 갖는다. 한 가족  다른 아동과의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서 향상된 자립과 생산성의 

기 를 마련한다.   

  경험 인 연구로는 헤드 스타트 로그램에 참여한 경제수 이 낮

은 가정의 험 아동에 하여 14세와 19세에 평가를 실기한 결과, 

학습에서 읽기, 수학  언어 성취도가 비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 이상 행동이나 범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의 결과로 발달이 진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경험 으로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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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곡교어린이집, 2000).  

  둘째로 장애아 보육은 조기 재 로그램 에서 장애 유아뿐만 

아니라 그 부모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가정에서 아

동 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을 지원하며, 가족에 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하여 장애아로 인하여 가족이 겪는 스트 스를 감

소하고 자신감을 증 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함철호(1996)는 통합보

육시설이 장애아 부모에게 스트 스와 태도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등 

사회  서비스 제공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애아보육을 받은 자모와 그 지 않은 자모의 스트

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75명의 보육시설 이용 장

애아 부모  69명의 보육시설 미이용 부모를 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 통합보육이 장애아동의 스트 스를 감소시키는 

가족지원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경제 으로도 렴한 보육비용은 물론 장기 인 측면에서도 

경제 으로 경비가 감될 수 있다. 장애아동에 한 개별서비스 비

용에 비하여, 이들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고 교육함으로서 장애아동 

가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어머니

는 일반어머니의 역할 이외에 장애아동 양육이라는 짐을 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신 ‧육체 으로 건강을 상실할 기에 놓여 있다. 

한 장애아동의 일반형제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탈 기에 놓여있다. 

장애아동 보육은 일반형제와 부모와의 계를 긴 하게 함으로써 일

반형제의 바람직한 성장을 진하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로 장애아 보육은 지역사회에 하여 사회  비용의 감소효과

를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더불어 사는 통합사회로의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장애아동 조기 재가 장애아동 개인에 미치는 이 은 곧 지역

사회의 이 으로 이어진다. 즉, 기술 습득을 통한 특수교육 비용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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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생산성과 사회에의 기여 증 , 2차 장애 발생 최소화  가정밖 

배치 방 등이 사회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해체, 일반 형제의 일

탈  비행은 사회  제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의 보육을 통해서 사회  제비용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게 된다(이계윤, 2001). 장애아동 보육은 소모 인 것이 아니라 생산

인 성격을 갖는다. 보육은 장애의 경감, 완화, 재활과정을 거쳐 사회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이들

의 가족의 생산성 증 로 인하여 사회의 총생산은 증가하게 되는 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의 효과에 

한 장기 인 연구는 실시된 바 없다.

  3. 障碍兒童 統合保育 로그램

  우리 나라는 장애아동의 보육은 분리된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

설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실시된 련 연구  장애아 통합

보육 로그램과 련된 것이 비교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 석 외(1999)는 통합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을 상으로 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장애아동 보육 형태는 장애아동을 담하는 분리된 학  형태

를 선호하 지만, 지도방법은 정상아동과의 통합교육 방법을 선호하

고, 장애아동 보육 로그램 구성형태의 경우는 각 장애특성을 반

한 장애 유형별 보육 로그램과 통합 보육 로그램이 비슷하게 

선호되어서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동 담반을 운 하면서 보육 내용

의 특성에 따라 통합교육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보육의 효과는 장애아동의 발달에 머물지 않고 일반아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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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장애아동이나 장애에 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통합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에서 그 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장애아

동이 일반아동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서 통합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하

지만 통합은 단순한 물리 인 통함으로는 의도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음을 많은 연구들이 나타내고 있다(김 웅, 1990a; Cole & Chan, 

1990).  

  장애아동 보육 로그램 구성과 련하여 이 석 외(1999)는 통합교

육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교사와 장애아동 

부모들을 상으로 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 장애아동 보육 로

그램의 목표는 장애아동의 구체 인 문제행동 교정  치료, 유아

기 정상 인 발달 진, 사회  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창미(1998)는 풍부한 어린이집

에서의 통합보육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로그램 모형으로 일반 유아 

통합 로그램, 통합 상황의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한 개별화 로

그램,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는 치료교육 로그램으로 나 어 제시하

고 있고, 곡교어린이집(2000)에서는 통합보육 로그램에 하여 구체

인 실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한기정(2001)은 통합보육은 통합의 취지를 최 한 살려서 일반 아동

들의 로그램을 기 로 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에 따른 개별교육 로

그램을 극 화시켜 장애아동의 발달 진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여

야 하며, 장애아동의 교육은 구조화된 환경 내에서 훈련, 개별화 지

도, 반복교육 진행이 필요하므로 로그램의 형태도 그들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고 하 다. 그는 한 로그램은 오 에는 집 이 요

망되는 로그램 주로, 오후에는 자유롭고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긴장과 완화가 교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하 다. 

  이 외에 구본권(1997)이 서울  경기도 11개 통합시설의 장애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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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살펴보고 로그램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第 4節 理論的 背景  先行硏究의 示唆點

  장애아동과 조기 재, 장애아동 가족의 문제, 장애아동 보육서비스

의 특성  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몇 가지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기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범주는 장애 별 아동의 범

주를 넘어서 범 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을 부분 의학

으로 명된 경우를 의미하지만 출생 이후 6세 미만의 취학  아동

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 을 용하여 장애여부를 단하기가 쉽지 않

다. 나이가 어릴수록 장애가 경할수록 기존의 측정도구로는 별과 

측이 어렵고, 그 정확성도 낮다. 그러므로 재 장애가 있거나, 장

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 시키기 해서

는 특수교육  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Special Education Need: 

SEN) ‧유아가 그 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 장애아 교육법 개정

안(Amendments to 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PL 

99-457)에서는 조기교육서비스를 필요 아동을 한 진단도구와 차

에 의하여 인지발달,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심리  발달, 신변처리

기술 역  한 가지 이상에서 발달지체를 보이거나, 신체 ‧정신

으로 발달지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일컫

는다. 

  둘째,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의 요성이다. 장애아동은 하나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개의 장애는 운동, 언어, 지 능력, 사

회성 발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에 지체를 래할 기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장애 험을 발견하여 한 치료  교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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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공함으로써 응 능력을 향상시켜 2차 장애의 방  증상의 

완화의 효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애 험소지가 있는 

아동이 조기 재를 통하여 치료될 수 있고, 그 로 내버려 둘 경우에 

뒤늦게 악화된 채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이러한 조기 재는 통합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통합이 불가능한 일부 아동을 제외하고는 통합 주의 보육이 실

시되어야 한다. WHO의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  상황  요인으로 

설명하는 ICIDH-2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범주가 차 허물어지

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향을 볼 때 통합보육은 

이러한 추세에도 할 뿐 아니라, 분리보육에 비하여 장애아동의 

발달  일반아동  그 부모의 장애아동이나 장애에 한 인식의 변

화를 통하여 통합사회를 이룰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통

합보육은 장애아동에게 보다 많은 자극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아동은 일 이 장애인에 한 편견을 해소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

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아동의 부모에게도 장애인에 

한 태도의 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 매우 커다란 향을 미친다. 한 가족에게 장애아동의 존

재는 정서 ‧심리 은 물론 경제 으로도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부모는 장애아동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스트 스를 받는 데, 

여기에 장애아동의 보호, 치료, 교육 등 양육에 있어서 보다 많은 손

길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도 지 않다. 여기

에 지역사회 지원의 미비, 사회  편견 등으로 그 고통이 가 된다. 

이러한 부담과 고통은 나아가서 가족 체의 삶의 질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한 문제는 그 아동

이 지니고 있는 장애 련 문제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심리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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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에 한 통합  시각에서 그들의 생활환경과 연계하여 생태

학  측면에서 악해야 하며, 이에 한 서비스 제공도 이러한 을 

반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육은 아동에 한 교육, 양, 건강, 안 뿐 아니라 부모

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  서비스의 제공을 그 고

유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에 한 다양한 조기 재 

기  에서 보육시설이 가장 바람직한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조기교육기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동에 한 

특수교육 이외에 일상생활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자극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고, 특히 자연

인 환경에서 조기 재의 장으로써, 그리고 궁극 으로는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된다. 



第 3 章 國內外 障碍兒童 保育  敎育 制度

第 1節 外國의 障碍兒童 保育  敎育 制度

  본 에서는 외국의 장애아 보육  교육과 련하여 미국, 국, 호

주, 일본 4개국의 장애아 보육  교육 련 법‧제도, 행정체계, 교육 

 보육 정책 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장애아 보육

과 련된 정책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 다.

  1. 美國의 障碍兒童 敎育  保育 制度

가. 障碍兒童 敎育  保育 關聯 法‧制度

 미국에서의 장애아동 조기교육 로그램은 1960년  반부터 시작

되었으며, 재는 주로 1990년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의하여 5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 

공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정부가 5세 미만 장애  장애 험 

아동에 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장애 유아 

로그램  한 곳에 배치하고, 문가들의 상호 조 체제에 의하

여 이들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복지 등 련 서

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으로 장애인교육과 련된 법의 발 과정을 보면, 먼  독립

인 특수유아교육 법령은 1968년의 장애아동 조기교육지원법

(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Program, HCEEP: PL 90-538)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출생에서부터 8세까지의 장애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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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기교육 로그램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13). 

  1975년에는 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AHCA, PL 94-142)이 제정되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아동 교육 연

령을 3～21세로 정하여 장애 유아 로그램부터  특수한 교육과 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연방정부에

서 지원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3～5세의 장애아교육은 

지방정부 재량에 의해 실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 다. 1983년에는 

이 법의 Part B를 수정‧보완하여(PL 98～199) 하한 연령을 3세에서 0

세로 하향시켰고, 각 주로 하여  출생에서 5세까지의 조기특수교육

에 한 포  계획을 개발‧실시하기 한 자 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 다. 이 법에 나타난 주요 내용을 보면, 주 정부는 장애아동을 발

견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가 있다고 고려되는 아동은 

다학문 인 배경을 가진 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비차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배치 차가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별화된 교육 로

그램(IEP)을 최소 제한  환경(LRE)에서 실시할 것을 명시하여 통합

교육의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 다.

  장애아교육법(EAHCA)은 1986년에 장애아교육법(Education Handicapped 

Children  Act: EHC, PL 99～457)으로 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각 주정부가 1990～91학년부터 3～5세까지의 장애유아에게 특수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으며, 출생～2세까지의 장애 혹은 

발달지체 ‧유아와 그 가족에게 5년간 조기교육 로그램을 시범

으로 개발‧ 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주정부에서 ‧유아를 한 특수

13) 1980년에 이 법에 의해 177개 로젝트를 지원하 는데, 특수유아교육 달체계

의 유형은 가정 심, 기 의 지원을 받는 가정 로그램, 기 심  문  자

문 심으로 크게 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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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 다. 이 법은 장애아교육

법(EAHCA)에 비하여 가족 체에 을 두고 장애아동과 그들의 부

모를 하여 다양한 문인력 이 참여하는 개별화 가족서비스 계획

(IFSP)을 실시하도록 하 다.  

  1990년에는 장애아교육법(EHC, PL 94～142)이 장애인교육법(IDEA)

으로 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가족역할의 요성과 조기교육 서비

스를 가장 히 자연  환경에서 제공할 것을 강조하 다. 그리고 

1991년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하여(PL 102～119) 출생에서 3세까지의 

장애아동과 가족에 해 조기 개입 서비스와 개별화 이행정책의 실시

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여 출생부터 21세까지 무상의 공

교육을 보장하 다. 이 법은 1997년에 다시 개정하 는데 0～2세 장

애아동에 한 조기 재 로그램에 하여 1991년 개정에 그 요성

을 재확인하 고, 특히 아동들이 무상의 한 공교육을 받을 기본

인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아동의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기 해 학

교, 주 정부, 연방정부, 행정기 , 고등교육기 , 부모와 아동의 책임

을 강조하 다. 

  미국은 한 장애아동과 청소년  그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한 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Youth: NICHCY)를 운 하고 있다.  

  미국의 조기교육 상은 매우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1986년 장애아 교육법 개정안(PL 99-457)에 의하면 조기교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아는 한 진단도구와 차에 의하여 인지발달, 신

체발달, 언어발달, 심리사회  발달, 신변처리기술 역  한 가지 

이상에서 발달지체를 보이거나, 신체 ‧정신 으로 발달지체를 일으

킬 높은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일컫는다. 장애 ‧

유아는 평가결과의 가변성으로 인해 장애별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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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체라는 명칭으로 여러 장애를 포 하여 통칭된다.

  1997년도 미국의 소득  로그램 참여에 한 조사 자료에 의하

면 장애가 있다고 조사된 아동비율은 3세 미만아가 2.0%, 3세 이상아

가 3.4%이다. 그런데 IDEA에 의한 로그램 참여 비율은 3세 미만아

가 1.6%인 19만명, 3세 이상아는 4.8%인 57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表 3-1〉 美國 兒童의 障碍狀態  IDEA 利用比率(1997)

(단 : %, 천명)

구분 발달지체 신체장애1) 장애 없음 체(아동수)
IDEA 이용

비율(아동수)

3세 미만 아동 1.8 0.5 98.0 100.0(11,619) 1.6(189)

 3～5세 아동 2.7 1.8 96.6 100.0(12,192) 4.8(574)

  註: 1) 신체장애는 3세 미만아는 팔다리 움직임의 어려움, 3～5세아는 달리기  놀

이 어려움으로 규정하고 있음.

資料: 미국 1997 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URL: http//blue.census.gov/hhes/www/disable/sipp/disab97/ds97t5.html

  장애아동  3～5세 아동에 해서는 최소 제한  환경에서 교육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개별화 교육 

랜/ 로그램(IEP)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0～2세 아동에 해서는 자

연 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로 가정이 선호

되고 있고 개별화 가족서비스 랜/ 로그램(IFSP)이 주로 용되고 

있다(표 3-2, 표 3-3 참조).  

   특히 3세 미만아의 개별화 가족서비스(IFSP) 상 에는 15.5%가 

장애 험아동이며, 이들의 조기 재 로그램에 최 로 연결되는 연

령은 15.5개월이고 로그램이 계획이 완료되는 연령은 17.1개월로 조

사되었다(U.S. Dept. of Edu.,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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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2〉 美國 IDEA  參  0～3歲 未滿 兒童 參  形態(1998～99)

(단 : %, 천명)

구분 가정 조기 재교실 외래서비스 기 계(아동수)

비율 58.3 20.4 13.1 100.0(189)

資料: U.S. Dept. of Edu., To Assure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of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22n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0.

〈表 3-3〉美國 IDEA  參  3歲 以上 兒童 參  形態(1998～99)

(단 : %, 천명)

구분

정규 공공 학교 비공공학교 계(아동수)

80% 이상 
시간 통합교육

시간의 60% 
이상 분리교육

특수설비
교실

별도 
시설  기타 계(아동수)

비율 52.5 31.2 8.5 3.8 6.0 100.0(574)

資料: U.S. Dept. of Edu., To Assure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of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22n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00.

  한편으로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장 이라고도 불리는 미

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장애인14)을 고용, 주  

지방정부 서비스, 공공설비  텔 커뮤니 이션과 련된 차별로부

터 보호하는 가장 포 인 연방법으로, 공공설비 속에는 가정보육, 

보육시설, 유아원, 유치원 등 민간 시설이 포함되고, 한 비공공기

에 의한 헤드 스타트 로그램이 포함된다15) 이에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는 다른 아동의 건강과 안정에 직 인 이 되거나 로그램의 기본

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합리 인 조정으로 보육이 가능한 경우 장애

아동을 보육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다(U.S. Dept. of Justice, 2000).    

14) 이 법은 장애인을 장애의 종류를 열거하기보다는 주요 생활에서 실질 인 제한을 

경험하게 하는 신체 ‧정신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포 으로 정의하고 있음.

15) 종교단체에 의한 시설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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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美國의 統合保育 政策

  장애인교육법에 의하여 정부가 장애  장애 험 아동에 한 평가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 유아 로그램  한 곳에 배

치하는데, 1997년부터 배치기 을 조기교실, 가정보육, 가정, 입원, 외래 

서비스 시설, 유아원  보육시설, 거주시설, 기타 등 8가지로 분류하고 

있고(U.S. Dept. of Edu., 2000), 학교 이외의 보육시설 헤드스타트 등에 

배치된 경우에도 학교 당국에서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자를 보내서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다(U.S. Dept. of Edu., 2000).16)

   소득층 아동을 상으로 하는 유아 로그램인 헤드 스타트17)에

서도 1972년부터 시행기 (Head Start Performance Standards)을 개정하

여(PL 92-142) 최소 10%는 장애아동이 되도록 하여 소득 장애 험 

아동에 한 주류화(mainstreaming) 조기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하 다. 

특히 헤드스타트 로그램의 아동연령이 3세 미만으로 확 됨에 따라

서 효과 인 장애아동 조기 재 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8～

1999년도 헤드스타트 로그램 이용자  장애아동 비율은 13%로 집

계되었다. 

  이외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에 해서는 소득 취업모 자녀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아동보육  개발 정책보조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 장애인교육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B장과 C장, 헤드 스타트 등  등 다양한 재원을 마

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Whitney, Groginsky & Poppe, 1999).18)

16) 그러나 실제로 각 주 정부에서는 아동이 배치되는 기 에 하여 앙에서 정한 

8가지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주마다 다르게 통합하여 집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에 한 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는 지에 한 

국 인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음.

17) 1964년부터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해 실시된 3～5세 빈민층

아동을 상으로 한 유아 로그램이며 최근에 3세 미만아로 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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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 가족  인간개발부 보육국(Bureau of Child Care)에서는 

1995년부터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심을 갖고 보육시

설에서 통합보육을 성공 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1997년부터 통합아동보육사업(The Map to Inclusive Child 

Care Project)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소 제한 인 환경  자

연 인 환경이 강조되면서 각 주가 장애아동에게 렴하고 근이 쉬

운 아동 보육 로그램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자 하는 목 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해마다 10개 주가 이 사업

에 참여하도록 재정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연방법의 제정  산 지원 등을 책임지며, 구체

인 장애아동 조기 재의 실질 업무는 모두 주 정부 책임 하에 실시

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아동에 한 검사, 평가, 배치, 개별화 계

획  실시 등 일련의 교육과정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주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에 한 보

육은 가족  인간개발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아동가정

국(Adi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보육과(Child Care Bureau)에

서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간의 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英國의 障碍兒 敎育  保育 制度

가. 障碍兒童 敎育  保育 關聯 法‧制度

  국은 1989년 아동법, 1996년 교육법 등19)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18) 이외에도 의료보호(Medicaid), 빈곤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한 소득보장보

조수당(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Benefits: SSI)등 있고, 그 이외에  아동건강

보험(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모자보건 정액보조 (Maternal and 

Child Health Block Grant: MCHBG), 사회서비스 정액보조 (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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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Special  Education Need: SEN) 아동에 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

고 있고,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도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고, 특히 조기교육에서 있어서 그 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련 법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의 교육법(Education Act)은 1902년에 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

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아동 교육, 특히 통합교육과 련

하여 가장 요한 것은 1978년 장애자 교육조사 원회에 의해 작성된 

워노크 보고서(The Warnock Report)이며, 이 보고서 내용은 1981년 교

육법에 반 되어 학교와 지방교육당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

었다. 이 법은 장애 분류를 폐지하고 특수교육 요구(SEN) 아동에 

한 개념을 확립하 다는 , 통합 보육의 원칙을 세운 , 그리고 부

모의 여 확충  결정에 한 불복종권이 확립되었다는 특성을 갖

는다.

  교육법은 특수교육요구아동의 발견, 평가, 배치  부모와의 계 

등 일련의 차와 재정지원, 개별화 교육 로그램(IEP), 특수요구아동 

조정 인력 배치  그 기능 등 특수교육요구아동 보육 반에 한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요구 아동 조기발견과 련해서는 교육법 332조에서

는 보건당국이나 NHS 당국은 특수교육 요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5세 

미만의 아동을 발견하면 부모나 각 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ies: LEA)에 알려야 한다고 하여 특수요구아동의 조기발견을 

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한 교육법 제312조는 특수교육 필요 

아동(SEN)에 하여 동일연령의 다수의 아동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

거나 장애아동이거나 는 5세 미만일 경우에는 특수교육이 제공되지 

19) 국은 장애인에 한 시설 서비스 등으로부터의 차별을 지하는 1995 장애인 

차별 지법 Part Ⅲ로부터 공공교육서비스는 용을 면제하고 있음.  



106

않으면 이러한 범주에 속하게 될 험이 있는 아동으로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특히 교육법에서는 아동법이나 장애인차별 지법

에서와 같이 장애아동과 특수교육 요구 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이 모두 특수교육요구 아동은 아니다.

  한 교육법은 장애아동이 각 지역 조기교육기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교육기  범주에는 학교뿐 아니라 다른 

보건  사회서비스가 포함된다. 특히 특수교육 상  2세 이상은 

학교를 심으로 한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세 미만 아

동은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 교육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법(Children Act, 1989)도 요구가 있는 아동에 한 특수 서비스

에 한 근거 법규가 되고 있다. 먼  법 제3부 제17조는 지방당국에 

하여 요구가 있는 아동(children in need)이 가능하면 정상 인 생활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시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요구가 있는 아동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 제공 

없이는 합리 인 건강이나 발달 수 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이고, 둘째는 건강이나 발달이 손상

되었거나 서비스 제공이 없을 경우 더욱 더 손상될 것으로 상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장애의 경우이다. 즉, 요구가 있는 아동의 범

에 재 상태뿐 아니라 방 인 차원에서의 험가능 상태도 포함하

여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당국은 이러한 아동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아동에게 가장 한지를 단하여 이에 따라 개별 서비스계획(IEP)

을 수립하여야 하고, 과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아동법에서는 보육시설이 교육기 으로 5세 미만아의 교육서

비스를 담당하는 기 으로 간주하고, 특히 보육시설이 장애나 특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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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요구가 있는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매우 한 시설이

므로 보육시설에서 이와 같은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자

나 서비스 계자 등이 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경우에 교사  

아동 비율이나 물리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나. 障碍兒童 敎育  保育 政策

  국은 유아  3세 미만아에 한 보육과 3세 이상아에 한 교육

으로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된 체계를 갖고있는 국가로 취학  5세아

에 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일반 3세 미만 아동에 한 

공 인 차원에서의 교육은 없으나 특수한 요구가 있다고 단되는 아

동에 해서는 3세 미만이라도 특수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이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한 주된 교육 정책이지만 3세 

이상 장애아를 한 교육기 으로는 특수학교(Special School)도 통합

의 한 부분으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교육은 무상으

로 이루어지며 일반 학교처럼 학기제로 운 된다. 특수학교의 교사  

아동비율은 1:4이다. 한편으로 기회집단(Opportunity Groups)에서 연령

에 계없이 분리된 장애아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회집단은 각 

지방교육당국(LEA) 는 사회사업부(Social Service Depart.)가 운 하는 

것으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이 주류화된 유치원 는 등학교에

서 통합교육을 받기 에 통합을 진시키는 비단계로서의 교육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이 역시 무상으로 운 되며 교사  아동의 비율

이 1:4이다. 

  한편으로 장애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 하는 공공보육시설(Day Nursery) 

이용에 우선순 가 주어지고 있다. 국의 일반  보육 지원 정책은 

매우 취약한 데, 지역 사회사업부에서 제한 으로 운 되고 있는 공

공보육시설은 연  운 되며 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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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사정, 장애, 학  등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게 우선 순 가 주어지고 있다. 즉, 이 시설을 이용하기 

해서는 특수한 요구가 있다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요구되고 있는 것

이다. 아동  교사의 비율은 3세 미만아는 아동의 특수한 요구 정도

에 따라서 1:1부터 1: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Bertram & Pascal, 

2000).

  국에서는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아동의 보육과 교육이 아동

에 한 동일한 서비스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데 보편 으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연방 교육  고용부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합

하여 조기발달  보육 트 십(Early Year Development and Child 

Care Plan: EYDCP)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20) 이 계획에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도 타 교육 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보육 트

의 하나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상에는 특수

교육요구 아동도 일반아동과 함께 포함되고 있다. 2000년도에 이들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150개 트   130개 트  시설에 해 실

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55%가 특수교육요구를 가진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과 련된 일에 여하고 있다고 응답하 다

(U.K. Dept. of Edu. and Employment, 2001). 가정보육제공자도 특수요

구아동 네트워크의 하나가 되면 특수요구아동 조정자와 더불어 서비

스 제공 역할을 공유하여야 한다.

  국 특수교육요구아동에 한 행정은 국 교육  고용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에서 총 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실시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서 이루

20) 이는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민간 아동교육 제공자, 가정보육 등 보육 련자, 자

원 제공자 등이 지방행정당국, 사회서비스기 , 보건서비스  부모 표와 공동

으로 아동조기 교육  보육 서비스를 계획하고 이를 효율 으로 제공하는 데 있

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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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고, 각 지방교육당국(LEA)이 직 으로 서비스 달체계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실제로 사회사업부

(Social Service Depart.)가 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濠洲의 障碍兒童 敎育  保育 制度

가. 障碍兒童 敎育  保育 關聯 法‧制度

  호주의 장애아동 교육  보육의 기 가 되는 법은 1992년 장애인

차별 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1986년 장애인 서비

스법(Disability Service Act: DSA)이다. 

  장애인차별 지법(DDA)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불법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말아야 할 역으로 고용 등 여러 가

지 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24조는 교육에 한 것이고 제26조는 

서비스  시설 이용 등과 련된 것이다.21)  

  1994년 호주 연방정부의 장애 략은 통합과 열린 근을 한 략

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에 한 정책의 방향을 통합으로 정하고 있음

을 밝힌 바 있고 그 상의 하나로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 장

애아동 조기 재는 아동의 장애범주보다는 아동의 문제 심의 비범

21) 이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 , 지 , 심리 , 정신 , 감각 , 신경  장애와 추형, 

기형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 HIV바이러스) 등을 모두 포함함. 즉, 

정신  신체 기능의 일부 는 부 손실, 신체의 부 손실, 질병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는 조직의 출 , 신체 일부의 기능 장애  왜곡, 왜곡된 행 를 래할 

수 있는 사고력‧사물 인식‧감정‧ 단에 향을  수 있는 질병 등이 포 으

로 포함되며, 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뿐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거

나 미래에 이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 장애인서비스법

(Disability Service Act,  1986)상에는 장애인을 지능, 정신 감각, 신체  손상 등으

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를 지칭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 으

로 장애인 차별 지법을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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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 통합, 다학문 인 문가 에 의한 근,  자연  환경에

서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최근에 부모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고 치

료 심에서 교육 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정동  외, 1998).

  호주의 유아 보육은 교육과 이원화되어 있는데, 장애아의 경우도 

교육정책과 보육정책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는 1992년 장애인 차별 지법에 기 하여 교육  훈련에 있어서 장

애라는 이유로 인하여 불법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하여 장애

교육기 (Disability Standard for Education)을 마련하여 학교는 물론 교

육제공자 모두가 이에 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유아 시설인 유아

학교(preschool)와 유치원(kindergarten)도 용을 받는다. 그러나 보육제

공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은 주의 서비스센터나 공교육

제도 내에서 특수학 이나 일반학  등에서 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법에 근거하여 보

육사업 지침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에 한 보육  지원 방침을 정하

고 있다.  

나. 障碍兒童 保育 政策

  호주 보육당국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한 장애

인 차별 지법에 의하여 장애아동 보육을 일반 아동과 통합하여 실시

하고 있다. 

  우선 호주는 장애아에게 우선 보육에서 입소 우선 2순 를 부여하

고 있다.22) 각 순 에 있어서도 소득층, 취약지역  장애 아동  

22) 입소 우선 제1순 가 취업 이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는 교육  훈련  

등 취업과 련하여 자녀를 보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자녀이고, 제2순 가 장애아 

 장애인부모의 자녀이며, 제3순 는 학 ‧방임 아동이고, 제4순 가 그 이외의 

아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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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호주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 수당을 지 하고 있고, 한 아동보

육수당제도(Child Care Benefit)를 통하여 가구소득, 보육비용, 보육자녀

수, 보육시간 등에 따라 자산조사에 기 하여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

고 있는데,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 인 요구

(additional need)23)를 가진 아동 보육지원 계획에 포함시켜서 장애아 

보육에 추가 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종

류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추가 요구 아동에 한 부가서비스

(Supplementary Service: SUPS)이다. 이는 추가요구가 있는 아동에게 연

방정부 지원 서비스에의 참여  근을 증가시키고 발달에 한 

보호를 진한다는 데 목 을 두고 있는데, 주로 장애아동과 취약지

역 아동이 주 상이 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보육 담당자에 한 훈

련과 조언, 통합 계획  로그램 지원, 장난감, 비디오 등에 한 

지원, 부모에 한 정보 제공 등을 하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추가요구보조(Special Need Subsidy Scheme: SNSS)로, 

이는 부가서비스(SUPS)를 보완하여 추가요구가 보다 높은 아동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의 지원이다. 이는 주로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한 

지원  구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의 고용  훈련, 장비 등을 지원한

다. 이 지원 상은 장애 명 아동은 물론 장애  발달지체 여부를 

평가받는 단계에 있는 아동도 포함된다. 셋째는 장애아 부가서비스

(Disabled Supplementary Service Payment: D-SUPS)이다. 이는 장애아 가

정보육자를 한 추가서비스 비용으로, 련 문가의 평가를 받아 

상이 결정되며 비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23) 추가  요구를 가진 아동은 장애아  장애 별단계에 있는 아동, 장애인의 자

녀, 아  아동,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 원주민  토 스 해  섬 거주

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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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4〉 濠洲 障碍兒童 保育 現況(1999)

(단 : 개소, 명, %)

구분
공공

보육시설

사립

보육시설

가정

보육

 학교밖

보육시설
1)

 방학

보육시설
2)

일시

보육시설
3) 기타

장애보육아동(A) 1,729 3,158 2,817 1,972 1,864 211 92

체보육아동(B) 76,450 193,785 81,418 99,902 57,521 8,424 4,913

비율(A/B) 2.3 1.6 3.5 2.0 3.2 2.5 1.9

  註: 1) 학교밖 보육시설(out of school child care center)은 등교   하교 후에 아

동을 보육하는 시설 

2) 방학 보육시설은 방학 기간애만 문을 여는 시설 

3) 일시보육시설은 필요시 부정 으로 문을 여는 시설 

資料: 호주 1999 보육센서스 결과, URL: http//www.facs.gov.au/internet/facsinternet.nsf

  1999년 보육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종일보육시설  가정 보육아동 

 장애아동의 수는 7,704명으로 체 유아 351,653명 비 2.2%로 

집계되었다. 특히 가정보육 아동  장애아동의 비율이 3.5%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유아 이외에도 학교 후의 보육  방학 시에 보육에

서도 장애아동의 비율이 각각 2.0%, 3.2%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그러나 5세 미만 장애인구에 해서는 자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체 장애아동 에서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은 산출하기 

어렵다. 

  련 행정은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에 따라 장애아동 교육은 연방정

부 교육부(Dept. of Education)에서 총 하고 있고, 장애아동 보육에 

한 정책은 연방 보건  가족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에서 책임을 진다. 연방정부는 연방법규의 제정이나 산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의 모든 구체 인 계획의 수립  정책

은 각 주에서 책임을 지고 실시되므로 각 주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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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日本의 障碍兒童 敎育  保育 制度

가. 障碍兒 敎育  保育 關聯 法‧制度

  일본은 교육기본법과 장애자기본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가지 법  근거를 통하여 장애 유아에 한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은 장애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의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생아를 상으로 선천성 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1961년부터 도도부 의 책임 하에 의사

에 의한 3세아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1990년부터는 여기에 

시청각 검진을 추가하 다. 한 1977년부터는 시정  책임 하에 1년 

6개월이 되는 아동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는 건

강검진 결과 이상이 인지되는 아동은 각 진료과별 문의사에게 정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아 기의 신체 운동기능, 감각

기능  정신발달의 장애나 지체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 조기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의 감소  방을 할 수 있는 요한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주로 3세아의 심리 인 면에 을 둔 장애아 

발견장치로 기능하고, 발견된 장애유아는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여

러 가지 형태의 조기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한편 1947년에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탁아소, 각종 장애아동을 

한 통원시설 등 복지시설의 근거 법률이 되면서 장애아동에 한 조

기 재가 시작되었다. 1957년에 ‘정신박약아 통원시설 규정’이 제정

되어 6세 이상 학교 입학 유 정을 받은 아동을 한 정신박약아 

통원시설이 생기고, 이어서 1974년에는 ‘정신박약아 통원시설 규정’

이 개정되어 6세 이상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취학의무 유  는 면제

를 받는 아동 이외의 장애 유아들의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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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79년부터는 심신장애에 한 상담, 지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

여 심신장애아의 조기발견, 조기교육 체제의 실 을 해 심신장애아 

종합통원센터가 각 지방에 설치되어 특수유아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종 시설이나 통원 시설들이 특수학교 유치부

나 유치원보다 더 활발하게 장애아동에 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의하여 특수학교에 유치부

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들에 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1969년 

특수학교에 유치부 설치 5개년 계획을 추진하 으며,  1979년부터

는 양호학교 면 의무교육화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조기 재는 치료교육이 제이며, 장애아동에 

한 이해나 계몽에 한 이해나 통합을 장려하는 법이 없다. 한 각

각의 법률들이 개별 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보육과 교육이 이분화 되

어 있기 때문에 통합 이고 효율 인 서비스의 달 측면이 취약하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障碍兒 保育  敎育 政策 

  일본에서 장애아동 보육은 1974년부터 시작되었다. 1974년에 ‘장애

아 보육사업 실시요강’이 시행되어 이에 일정한 보육소를 통합보육소

로 지정하여 장애아 보육을 시범 으로 실시하 다. 이때 보육 상 

아동은 4세 이상 경증 장애아동이며, 재정지원도 지정 보육소에 한해

서만 장애아보육에 따른 별도의 산을 추가 지원하 다. 1978년에는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 보육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하여 종래

의 지정 보육소 제도를 없애고 일반 보육소가 장애아동을 보육할 경

우에는 모두 가산방식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하 다. 한 상 아동도 

종래의 경도 장애 아동에서 (中)도의 특별아동부양수당 지  상 

24)에서도 집단보육이 가능한 아동이면 보육시설에서 받아들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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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육 상을 확 하 다. 

  1982년에는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장애아

동에 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통합 인 서비스를 효율 으로 제공하

기 하여 ‘장애자 책에 한 장기계획’ 등을 통하여 장애아 조기

발견, 조기치료, 조기교육을 하여 의료, 복지, 교육의 각 분야 즉, 

의료기 , 보건소, 아동상담소, 심신장애아 종합통원센터, 아동복지시

설, 특수교육센터, 각종 특수학교 부설 유치원 등을 각 역할과 지역의 

실정에 따라 통합·정비하 으며, 일반 유치원에서의 통합교류교육의 

강화를 한 제도를 보완하 다.

  1998년부터는 후생보험특별회계에 의하여 매년 30억원의 산을 확

보하여 장애아 보육 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2001

년도보다 약 700명의 아동을 증가한 10,525명을 보육하고 200여 개의 

새로운 시설이 장애아보육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32억 6942

만엔의 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산의 지원은 장애아동 4명당 보육

사 1인을 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새로이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한 경미한 개보수, 도구 구입, 교사 교

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애아보육 진사업의 산은 시정 은 

국고 1/3, 도도부  1/3, 시정  1/3이고, 지정도시  핵시는 국고 

1/3이며, 지정도시  핵시가 2/3를 부담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장애아 보육시설수  아동수도 증가되어 왔는

데,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 보육은 모두 통합보육이다. 장애보육 시

설은 1997년에는 공 시설 25.0%, 민 시설 23.4%로 총 5,450개 시설

24) 일본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1～6등 으로  重度, 重度, 中度, 輕度로 구분하

고 있는데, 20세 미만 重度 이상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자 복지수당(월 14,600엔)을 

지 하며, 20세 미만 中度 장애아동 부양가정에는 특별 아동부양수당(1  51,500, 

2  34,330엔)을 지 하고 있음. 이 경우 일정 소득제한을 두고 있음(總理府 編,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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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후생성, 1999). 

〈表 3-5〉 日本 統合保育 現況

(단 : 개소, 명)

구분 1978 1980 1985 1996 1997 1998 2001

시설수 557 2,015 3,068 4,800 5,450 (7,510) (8,510)

장애아동수 799 2,923 4,393 7,000 - 8,056 9,856

  註: (  )안은 장애아보육 진사업 계획에 의한 추정치임.

資料: 日本 厚生省, 厚生白書, 1991, 1998.

      __________, 保育年報, 2000, 1996.

      __________, 내부자료, 2001.

  이러한 일본의 장애아보육은 인가 보육시설 21,500개를 기 으로 

할 때 약 25%의 시설이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것이다. 2001년도에는 

8,000개가 넘는 시설이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5) 

  보육아동수는 1978년 당시 557개소 799명이었으나, 2001년도 기

으로 약 9,856명인 것으로 집게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인가 보육시설

의 체 보육아동수가 1998년 178만명( 국보육 의회, 2000)26)에 

하여 1998년 장애보육 아동수 8,056명은 0.45% 수 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1998년 기 으로 특수학교 유치부 취학아동의 수는 1,746

명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1,620명이 맹‧농아이고 지 장애, 

지체부자유, 병약 아동을 한 양호학교 아동수는 126명으로 얼마 되

지 않았다(總理府 編, 1999). 한편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유아의 

수는 명확히 집계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 수는 보육에서처럼 매우 낮

을 것으로 추정된다.27) 한편 장애아동이 일반 유치원에 취원할 때는 

25) 장애아보육 진사업으로 신규 장애아보육 시설수를 1998년 2,100개소, 1999년 

1,000개소. 2000년 300개소. 2001년 200개소, 2002년 200개소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산출한 수임.

26) 일본의 인가시설 보육아동수는 1990년  후반 이후 큰 변동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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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보조 을 받는데 그 액수나 기  등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정동 , 1998). 

  일본 특수학교 유치부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

가 많지 않는 것은 정신박약아통원시설, 심신장애아 총합통원센터, 지

체부자유아통원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통원시설과 여러 시설에서 재

택 장애아동에 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落合俊郞(정동

 외, 1998)은 교육기  이외의 시설에서 조기 재를 받고 있는 0～6

세 장애아동의 수를 모두 14,279명으로 집계하 다.28)

第 2節 우리 나라 障碍兒童 保育  敎育 制度 

  1. 障碍兒童 保育  敎育 關聯 法 

  장애 유아 교육  보육과 련된 우리 나라 법률은 교육기본법, 

‧ 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

지법 등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 등 조기 재에 한 구체

인 법이다.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 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 으로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

육에 한 정의, 상자, 배치, 비용, 통합교육, 개별화 등에 하여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27) 일반유치원 재학 아동수가 약 180만명임.

28) 정신박약아시설에 187명, 정신박약아 통원시설에 6,622명, 보육원에 7,270명, 증

심신장애아시설에 197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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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이에 의하면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상자의 특성에 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교육 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

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특수교육을 필

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

교육운 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교육방법으로는 특수학교 외에도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상자가 취학할 

한 학교를 지정, 배치할 때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일반학 , 특수학 , 특수학교,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의 순서

에 의하여 배치한다고 하여 통합교육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 학교장은 특수교육 상자 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 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하며,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손잡이와 특수교육 상자

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

기 하여 특수교육 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에는 1학  

이상, 특수교육 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  이상의 특수학

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학교 이외의 장소, 즉,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치료기 , 가정 등에 순회교육도 실시 가능하다고 명시

하고 있다.  

  특수교육 상자는 그 특성에 합한 개별화교육을 받게 되며, 특수

교육 상자가 배치된 학교는 개별화교육계획운 원회를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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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상학생의 인 사항, 

재의 학습수행 수 , 장‧단기 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평가계획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외에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교육부장 ‧보건복지부장  

 노동부장 은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의 연구‧개선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교육에 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력을 하여 의체를 구성‧운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아동에 

한 특수교육 의체의 구성‧운 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유치원 입학 상인 만 3세부터 등학교 취학 까

지의 유아의 교육은 의무교육 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아동의 특성상 

출생 시부터의 교육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0～2세 장애 아의 교육

에 한 공교육  책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유아 교육기

으로 유치원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하여 부처간의  

의체는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외에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무차별 원칙과 학교를 두는 조항을 두

고 있고29), ‧ 등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기 을 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보육  복지 련 법은 장애아동 조기 재에 하여 충

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먼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

하기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행 로 장

애아동을 공 에 람시키는 행 를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조

기 재와 직  련된 조항은 없다. 

29)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  신분, 경제  지  는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 

“유아교육‧ 등교육‧ 등교육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

정하고 있음. 



120

  장애인복지법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교육과 부양수당에 한 조항

을 두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즉, 제18조에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

라 장애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

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는 장애

자녀 교육비 지  규정을 두고 있고30), 한 법 제45조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31) 

  유아보육법은 출생에서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의 보육을 하여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아 보육이

나 통합보육에 한 별도의 언 은 없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아 

보육을 한 보육교사 배치기   시설 설치 기 에 하여 정하고 

있다. 한 가지 지 할 은 이 시행규칙에서는 통합이 어려운 장애아

동을 한 별도의 보육시설 기   종사자 기 을 두고 있다는 으

로, 이는 보육시설이 증 장애아동을 한 분리된 시설로서의 기능

을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 이외에 시설‧설비의 기 , 보육

상 장애아 기 , 장애아 담보육시설에 한 지원 방침, 보육료 등은 

보육사업 안내로 제시하고 있다.  

  2. 障碍兒童 敎育  保育 政策

가. 障碍兒童 保育 

  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장애아 보

육은 1994년부터 실시되었다. 1994년에 최 로 서울시 소재 2개의 종

합사회복지 에서 시범 장애아 탁아소를 설치 운 한 것이다. 그러나  

30) 동법 시행규칙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무상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과정에 

지 한다고 하고 있음.

31)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002년부터 기 생활보호 상 18세 미만 1  장애아동 부모

애 한하여 450,000원을 신규로 지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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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애보육 인력이나 시설 기 은 매우 미흡한 수 이었다. 1995

년부터는 1994년 시범사업을 기 로 장애아보육시설에 하여 아 

담시설에 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 기 을 제시하 고, 

1996년에 본격 으로 장애아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아 보

육을 확  실시하여 왔다.

  장애아보육 상자는 장애아는 장애인 수첩소지자  특수교육진흥

법에 의한 특수교육 상자에 하는 자(의사의 진단서로 갈음)로 정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재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장애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육하는 담시설과 일반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통합보육

으로 구분된다. 한편 장애아 담지정시설은 장애아를 20명 이상 보육

하는 시설로 시‧군‧구가 담시설이라고 지정한 시설을 의미한다.32) 

그 동안 담시설 심으로 보육을 확 하여 왔고 2001년도에도 신축

상으로 아  장애아 담시설을 우선하고 있다.

  담시설의 설치시 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장애 종류에 

따른 해당 분야의 의사가 장애아가 아닌 유아와 통합보육이 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장애아(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 상자 포함) 

외의 장애아를 보육하기 한 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

애인이용시설의 설치 기 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통

합시설에 해서는 보육사업 안내에서 장애아동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 설치 기  이외에 ｢장애아,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한 법률｣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

하고 있다. 

  장애아보육의 교사  아동 비율은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서 

32) 장애아 담보육시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보육시설에서 20명 이상의 장애아동

을 보육하는 시설을 지칭하기도 함. 그러나 본 고에서는 장애아만을 분리 보육하

는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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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로 정하고 아동 1인을 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하고, 장애아 10인

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담시설

은 보육시설 종사자 기  이외에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기 을 따르

되 1/4 범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으로 장애아 보육에 한 재정 지원은 아동별 지원은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기 과 동일하다. 시설별 인건비 지원은 장애 담지정시

설을 심으로 실시되고33), 이 에서도 운 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시설을 우 하고 있다. 통합시설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해서

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아동 보육비용은 장애등  1～3 인 증장애아는 일반 2세 미

만아 보육료를 받고 장애등  4～6  경증장애 아동에 해서는 2세

아동 보육료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34) 

  2001년 3월 재 복지부가 악하고 있는 보육아동수는 59개 담

보육시설35)에서 2,049명, 82개 통합시설에서 589명으로 모두 2,638명

의 장애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고 분리된 보육의 비 이 크다. 보육아

도은 체 보육아동 70만명 기 으로 0.38%에 해당된다. 

  이외 장애아보육의 황은 제4장  제5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겠다.

나. 障碍兒童 敎育 

  한편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는 교육기본법과 1994년 개정된 특수교

33) 장애 담지정시설은 장애보육아동수가 20명 이상인 시설로 시‧군‧구로부터 지정

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데, 분리된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음.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합보육시설도 장애 담시설로 지정하 음.

34) 이 경우 정부 보육지원단가로는 각각 225,00원, 186,000원임.    

35) 본고에서는 일반보육시설  장애 담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1곳은 통합시설로 분

류하 으므로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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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진흥법  ‧ 등교육법에 의거하여 3～5세 아동을 상으로 무상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6) 이처럼 우리 나라에서 특수교육  조

기 재가 실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최 의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1962년 한국구화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학

교에서는 1962년에 농아유치원을 인가 받아 운 하고, 1964년에는 3

세 이상의 농아와 정신박약아를 교육할 목 으로 다시 인가를 받아 

조기교육을 실시하 다. 그 이후 문교부는 1980년 반부터 특수학교

에 유치부 병설을 인가해 주기 시작하 고37), 1986년에는 각 특수학

교에 유치부 설치를 권장하고, 그 이후 많은 특수학교 유치부  유

치원 특수학 이 생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수유아교육을 보면 2000년 4월 기 으로 총 1,745명이 교육을 받

고 있다. 특수학교 유치부 243학 에 1,456명이 취학하고 있고,  ’97년

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일반 유치원 특수학 은 53개 유치원의 56개 

특수학 에 259명이 취원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30명의 아동이 일반 

유아학 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36)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 ‧정신 ‧지  장애 등으

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  배려가 필요한 자를 한 학교를 설립‧경 하여야 하

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한편, ‧ 등교육법 제55조에는 「특수학교는 신체 ‧정신 ‧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 등학교‧ 학교 

는 고등학교에 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사회 응 교육을 하

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7) 애화학교(1987년 문교부, 유치부 인가)는 1977년부터 3～6세 청각장애유아를 통합 

교육하 고, 서울선희학교와 서울맹학교는 1980년 문교부로부터 유치부를 인가받

아 조기교육을 실시하 음. , 연세재활학교에서 1968년부터 지체부자유 유아를 

상으로 치료 심 조기교육을 실시하 고, 삼육재활학교(1988년 유치부 인가)에

서는 1976년부터 치료 심 조기교육을 실시하 으며, 주은혜학교는 1984년에 

유치부 1학 을 문교부로부터 인가받아 지체부자유 유아교육을 실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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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6〉 幼稚園 特殊敎育 現況

(단 : 학 , 명)

 구분 학 수 학생수

 특수학교 유치부 243 1,456

 유치원 특수학 56(53) 259

 유치원 일반학 - 30

 계 299 1,745

  註: ( )안은 설치 유치원수임.

資料: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0.

〈表 3-7〉 障碍領域別 特殊學敎 幼稚部 現況

(단 : 학 , 명)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계

학 수 16 52 135 22 18 243

학생수  90  418  684  147  117  1,456

資料: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0.

  미국에서는 분리교육에 한 비 은 1960년 에 시작되었고 1970년

에 새로운 통합교육의 형태를 갖추고 다시 1980년  후반에 새로운 

비 과 그에 따른 안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에서 보면 유아통합교

육의 발 을 매우 느리다. 그러나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2000년 부

터 통합교육을 확  추진하기 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특수

유치원에서의 유아 통합교육도 차 확 될 망이다38).  

  장애아동 보육과 교육도 일반아동 보육  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분

화되어 있는데,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학교이외의 장소에서의 특수교육

에 한 순회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38)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교육방송(EBS)에서도 3～5세 유아를 상으로 한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놀이 로그램을 국내 최 로 제작, 방송해 폭발 인 반응을 얻고 

있음. 이 로에는 장애아 7명과 비장애아 8명,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함께 출연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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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드물다. 

다. 其他

  한편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외의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 기 으

로는 복지 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조기교실,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사실상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설  병의원 부설 조기

교육기 이 있다. 

  종합복지 은 부분이 장애아동 조기교실을 운 하고 있고, 장애

인복지 에서도 조기교실을 운 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00년 

재 43개가 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장애아동의 일부가 보호받고 있

으나 그 수에 한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문인력의 수나 구성 등의 한계로 장애아동에 한 단순 

보호 이상의 서비스를 기 하기는 어렵다.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2000)에서는 사설 조기교육  치료기

을 276개로 악하고 있다(표 3-8 참조). 병(의)원 부설 교육  치

료기 도 치료에 국한하지 않고, 사설 조기교육기 에서 실시하고 있

는 로그램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 은 1981년에는 2개, ’80년 반에는 10여 개 되던 것

이 ’90년을 후로 증하여 1990년에는 61개, 1995년에는 174개로 증

가하 고, 1999년 230개소, 2000년 276개소로 계속 증가하여 왔다(한

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2000. 미간행).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 교육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정확하게 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 시설조기교육기 이 증가한 이유는 유아의 특수교육의 요

성에 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특수교육에 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치원, 보육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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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3-8〉 其他 私設 障碍兒童 敎育  治療機關 現況

(단 : 개소)

구분 사설조기교육기
병의원부설 조기 교육 

 치료기

개인 병의원 부설 

언어치료기

시설수 188 34 54

資料: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특수아동조기교육기  일람, 2000, 미발간.

   사설 조기교육 기 들은 주로 인구가 집되어 있는 도시에 

집 설치‧운 되고 있으며, 인력의 문성, 교육환경, 교재‧교구  설

비 등에서 시설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높은 교육비용으로 부모의 부담이 지 않다는 이 문제로 지 되고 

있다.  

第3節 國內外 制度의 比   示唆點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 장애 유아 교육  보육 등 조기 재 제도

를 비교하여 볼 때 조기 재 상 장애아동의 범주, 법 ‧제도  장

치, 통합을 통한 조기 재, 조기발견, 치료, 교육 등의 연계  지원 

체계, 비용에 한 지원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시사 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기 재 상 아동의 범주를 포 으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이다. 부분의 국가에서 조기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장애아

동은 물론 장애 험군에 있는 아동까지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요구가 있는 아동, 국은 특수교육요구가 있는 아동을  

특수교육 등 조기 재 상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기 으로 장애아동은 3세 미만아는 체 아동의 2.0%,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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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체 아동의 3.4%로 조사되었다(U. S. Census Bureau, 1997). 

2000년 조사에서는 3～5세 아동의 경우 체의 4.8%가 장애인교육법

(IDEA)에 의한 장애아동 로그램 수혜자로 나타나고 있다(U. S. 

Dept. of Edu., 2000).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도 법 으로는 조기교육 상 아동

을 포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상 아동의 수는 

악되지 않고 있다. 

  둘째, 장애아동 조기 재를 한 한 법  제도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 즉,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한 조기발견, 

평가, 별, 배치, 개별화계획  로그램, 재정지원 등 일련의 차

에 의하여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차는 

일정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국은 이러한 제

도가 마련되어 있고, 일본도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조기발견을 한 

제도  장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장애아 조기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은 주로 교육기 에 한정하고 있고 상

도 3～5세 아동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0～2세 장애아를 한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으로 장애아 보육에 한 제도는 미비하

여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아동  교사의 수  설치 기 에 

해서만 간단하게 언 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장애아동 조기 재는 통합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인 추세이다. 장애에 한 개념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에 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장애아동도 최소 제한

인 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반 아동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

장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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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는 유치원 통합교육도 미미하고, 보육도 장애아만을 분리 

보육하는 담시설 주로 지원되고 있어서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세

계 인 추세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장

애아동을 한 제도권의 조기 재 기회가 매우 제한 이고, 치료시설

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아만을 보육하는 담보육시

설에 하여서는 신 하게 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는 통합 으로 근되어야 한다. 장

애 유아의 조기 발견과 진단‧평가  서비스는 독립된 차라기보

다는 일련의 연속 이고 상호 련된 과정이기 때문에 부처간의 상호

조 체제가 요구되고, 한 서비스의 개별화는 문가들로 구성된 

으로 근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장애아보육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기본 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순회교육으로 보육시설 등 련기 의 교육 지원의 근거는 마련

되어 있다. 그러나 부처간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장애아동보육에 한 지원도 제한되어 있어 원활하지 않다.  

  다섯째, 장애아동 교육이나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장애아동 조기 재는 일반아동의 조기 재에 비

하여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개의 국가가 장애아동 조

기 재를 공교육에 포함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육도 공교육

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는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인 보육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소요되

는 비용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치원에서의 유아특수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장애아 보육에 해서는 보육인력에 한 인건비 등이 시설

별로 지원되고 있고, 보육료에 한 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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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산을 확보하여 장애아동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장애아 보육료가 증 

장애아는 2세 미만아 보육료를 받고, 경증 장애아는 2세아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보육료의 부담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크다. 



第 4 章 障碍兒童 保育 現況

第1節  保育 象 障碍兒童

  장애 아동의 수  특수한 조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의 추

정은 장애 범주에 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하는 과 이러한 특

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

게 달라진다. 제1 에서는 장애아 출 율과 특수교육 상아동 출

율을 심으로 장애보육 상 아동의 범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障碍兒童 出現率  推定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0～9세아동의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종 장애 출 율은 0.6%로 체 장애아

동의 수는 41,852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는 정신지체 

0.33%, 언어장애 0.31%, 뇌병변장애 0.15%, 발달장애 0.12%, 지체장애, 

청각장애가 각각 0.08% 등의 순서로 지체장애와 언어장애가 비교  

출 율이 높다. 

  이를 아동 연령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0～4세아는 남자 0.36%, 

여자 0.31%, 체 0.33%로 남녀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추정아동수로

는 17179명이다. 그러나 5～9세는 남자 1.0%, 여자 0.67%로 체 

0.84%의 출 율을 나타내며 여아에 비하여 남아의 수가 많다. 0～9세 

체로는 보면 남자 25,540명, 여자 16,310명으로 남자가 체 41,850

명 장애아동  6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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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 0～9歲兒의 障碍人 出現率
(단 : 명, %)

 구분
계 남 여

수 출 율 수 출 율 수 출 율

체 41,852  0.60 25,541 0.70 16,311 0.50

장애유형

  지체장애 5,393 0.08 3,981 0.11 1,412 0.04

  뇌병변장애 10,268 0.15 7,095 0.19 3,173 0.10

  시각장애 5,316 0.08 2,399 0.07 2,917 0.09

  청각장애 2,874 0.04 1,764 0.05 1,110 0.03

  언어장애 21,287 0.31 13,046 0.36 8,241 0.25

  정신지체 23,172 0.33 14,521 0.40 8,651 0.26

  발달장애 8,593 0.12 6,354 0.17 2,239 0.07

  정신장애 87 0.00 40 0.00 47 0.00

  신장장애 9 0.00 7 0.00 2 0.00

  심장장애 1,287 0.02 898 0.02 389 0.01

아동연령

  0∼ 4세 10,925 0.33 6,254 0.36 4,671 0.31

  5∼ 9세 30,925 0.84 19,286 1.00 11,639 0.67

資料: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들 10세 미만 장애아동의 특성을 보면, 74.7%만이 장애인등록을 

하 는데, 등록을 했다는 경우 장애등 은 1  36.9%, 2  28.4%, 3  

27.3%이고, 4～6 은 6.4%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의 국가나 사회에 

한 복지 욕구는 생계보장이 3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특수교육의 

확  2.12%, 의료혜택 확  19.7%, 장애인에 한 인식 개선 13.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10세 미만 장애아동의 주된 수발자는 부모

로 체의 88.7%를 자치하고 조부모 2.6%, 기타 가족 2.5%로 조사되

었다(변용찬 외, 2001).



132

  2. 特殊敎育 象 兒童 出現率  推定數

  2000년까지 교육인 자원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상아동 

출 율은 장애아동 출 율의 4배 이상이 넘는 2.44%이다. 교육부  

특수교육 련자들은 3～5세아의 특수교육 상 아동 출 율은 5～17

세 학생의 특수교육 상 출 율 2.44%를 용하여 특수교육을 필요

로 하는 3～5세아의 수를 1998년 기 으로 39,580명으로 추정하고 있

고(정동 , 1998), 한 과거 특수유아교육 상자 추정 시에도 이와 

같은 특수교육 상자 출 율 2.44%를 그 로 용한 바 있다(백은희 

외, 1995). 이와 같은 장애학생 출 율 2.44%는 한국교육개발원(1985)

에서 연구‧제시한 도장애아동 출 율 0.46%와 경도장애아동 출 율 

1.98%에 기 한 수치임을 밝히고 있다(1998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

육부, 1998, 정동 , 1998 재인용). 그러나 교육부가 2.44%의 특수교육

상아동 출  비율을 용하여 추계한 특수교육 상자 39,590명은 

3～5세아이고, 0～2세 아동에 해서는 자료가 없으며, 3～5세 아동에 

해서도 특수교육 상아동을 연령별로 차별화하거나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한 이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에 규정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언어장

애, 정서장애, 기타 심신장애 등 7개 장애를 상으로 산출한 출 율

이므로,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습장애가 추가되

었기 때문에 학습장애가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새로운 출 율을 산출

하고자 2001년에 국 180개 등학교에서 6～11세 아동 14만 400명

을 상으로 표집‧조사한 결과, 장애학생의 출 율은 2.71%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 다(국립특수교육원, 2001).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0.33%, 청각장애 0.06%,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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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복장애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 1.17% 등이다. 

〈表 4-2〉 特殊敎育 象 兒童 出現率

(단 : %)

구분 도장애 경도장애 계 기

 1985 0.46  1.98 2.44 5～17세

 1997 - - 4.23 등학교 4년

 2001 - - 2.71 6～11세

資料: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8.

     국립특수교육원, 1998, 정동 , 1998 재인용

  한편 1997년에는 국 20개 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표집‧조사

한 결과, 장애학생의 출 율은 4.23%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국

립특수교육원, 1998, 정동 , 1998 재인용). 그러나 학습장애학생의 출

율이 2.46%나 되며, 학습장애와 기타 교육부령이 정한 장애에 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등학교 4학년 학생만을 상으로 표집하

다는 에서 한 많은 제한 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정동

, 1998).

  3. 障碍保育 象 兒童  

가. 慮事

  일반 으로 조기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장애아동으로 

정된 아동  그 이상의 아동으로 매우 포 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보육 상아동은 장애아동  조기 재 상 아동과 반드시 일

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육 상 아동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

은 3가지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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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장애유형에 한 고려이다.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에서의 장애유형의 분류가 서로 다르지만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

상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뿐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정하는 학습장애아동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장애정도이다. 장애 정도에 한 고려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장애아동 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사실상 보육서비스 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동이 일부 있다는 

이다. 2000년까지 교육부가 사용하 던 특수교육 상 아동 출 율 

2.44%  18.8%인 0.46%가 도 장애아동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요한 은 장애 험을 가진 아동이다. 이들 아동에 해서는 장애 

조기 정이 어렵고 한 부모들이 이를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조

기 개입 여하에 따라서는 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여부를 가리

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도 보육의 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실 조기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장애아동으로 정된 아동  그 이

상의 아동으로 매우 포 으로 정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정

부의 지원에 의한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3～6

세아는 4.8%로 조사되었는데  장애아동으로 분류된 비율은 3.4%이다. 

장애범주를 포 으로 정의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특수한 재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그 보다 더 많다는 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U. S. Bureau of Census, 1997).  

  세 번째는 보육아동의 연령이다. 장애보육 상아동은 단순한 미취

학 연령 아동으로 한정짓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경우 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데, 이

들은 여 하게 장애보육 상으로 남게된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재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상당수가 취학 

연령을 과하고 있음(표 5-1 참조)으로도 알 수 있다.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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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등학교에 취학한 장애아동의 방과후 보육도 장애아동에게 필

요한 매우 요한 서비스이다. 최근에 유아 서비스와 등학교 교육

의 연계가 강조되는 것도 장애아동의 상 연령이 미취학 아동 연령

에 한정해서는 안됨을 반 하고 있다.  

  네 번째는 보육서비스 이외에 타 장애아동에 한 특수 서비스 기

의 유무  서비스의 활성화 정도이다. 국가 으로 장애아동을 

한 조기 특수교육 서비스나 치료서비스에 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가 아닌가도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조기교육, 치료 서비스  보

육서비스는 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기회가 많아지면 그 만큼 선택

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나. 保育 象 兒童規模

  장애아동뿐 아니라 장애 험을 가진 아동을 포함하고 아동의 연령

도 일반아동의 취학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10세 미만으로 확 할 경우

에 재 상 아동의 수는 크게 증가한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5～9세 장애아동 출 율 0.8%를 용하여 0～9세 재 상 

아동수를 추정하면 55,802명이 되고, 출 율 2.44%를 용하면 

170,196명이 되며, 출 율 4.23%를 용하면 295,052명이 된다.        

그러나 보육 상 아동의 수는 이러한 재 상 아동 에서 부모의 

취업, 아동의 장애정도  유형, 체 기 의 이용 등 여러 가지 요인

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 기 에 의하여 아동 비율이나 숫자

로 명백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보육 상 아동 규모는 실 으로 통합보육이 가능한 장애

유형  장애정도, 특수유치원 등 체 재수단, 모의 취업 특성, 그

리고 련 통계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장애를 제외한 경도 특수교육 

상 출 율 1.98%를 거로 하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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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특수보육 상아동은 

보육아동의 2%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수치로는 2001년 

체 보육아동수 70만명을 기 으로 할 때 1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0～9세 장애아동수의 1/3에 해당된다. 이는 

2001년 3월 재 보육아동수 2,638명의 5배 이상이 된다. 호주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체 보육아동의 2.2% 수 이라는

(Austrian Dept. of Families and Community Services, 2000) 도  

참고가 될 수 있다.     

第2節 障碍兒童 保育의 供給  利用

  제2 에서는 장애아 보육의 공 과 이용을 보육시설  아동 규모, 

시설‧설비, 운 , 장애아 보육 방식으로 나 어 기술하 다. 공 측면

은 지역  분포, 운 주체별 분포, 장애아동 규모, 기아동 등을 살

펴보았으며, 시설‧설비부문에서는 재 시설  추가로 필요한 시설

에 하여 알아보았고, 운 부분은 개폐원시간 등 시설 일반 인 사

항에 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 고, 장애아동 보육방식에서는 세계

인 통합보육의 추세 속에서의 우리 나라 담  통합 등 장애아 보

육 방향에 한 시설장의 의견을 수렴하 다.      

  1. 障碍兒 保育施設  保育兒童 

가. 施設  兒童 規模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수는 담보육시설이 59개소이고 

통합보육시설이 81개소이다. 장애아동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수로 

보면 체 보육시설수 19,533개  0.7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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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아동수는 59개 담보육시설에서 2,049명, 82개 통합시설에서 

589명으로 모두 2,638명의 장애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이 장애보육

아동수로는 체 보육아동 702,860명  0.38%에 해당된다. 담보육

시설의 경우 정원은 2,571명으로 정원 비 원율은 79.7%이다. 

〈表 4-3〉 障碍兒 保育施設  保育兒童 現況(2001. 3)
                                                  (단 : 개소, 명, %)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계(A) 체(B) 비율(A/B)

 보육시설수 59 82 141 19,533 0.72

 보육정원 2,571 - 2,571 - -

 보육장애아동수 2,049 589 2,638 702,860 0.38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3 재구성 

  이처럼 담  통합시설로 악된 시설 이외에도 실제로 장애아보

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도 국공립보

육시설에 한 조사 결과는 등록장애아 보육 시설은 8.9%, 미등록 장

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 보육 실시 시설은 25.9%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들 시설의 58.8%가 단 한 명의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장애

아동이 2명이라는 시설이 20.9%이다. 한 장애아동수 3명이 9.5%, 4

명 1.9%이므로 장애아 보육을 실시한다는 시설  장애아동이 5명 미

만인 시설이 91.1%에 이르고 5명 이상은 단지 8.9%이다. 즉, 체 보

육시설로 따져 보면 2.4%의 시설에서만 5명 이상의 장애아보육이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서문희 외, 2001). 

  장애아동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  는 종합복지  등 복지 에 소

재하고 있는 시설이 담시설  33.3%, 통합시설  37.5%로 조사되

었다. 이들 시설은 복지 의 치료실 등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이

용할 수 있고, 문 인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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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 障碍兒 保育施設 所在 場所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계

 복지  소재 33.3 37.5 35.4

 기타 66.7 62.5 64.6

 계(N)   100.0(46)   100.0(41)    100.0(8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나. 障碍兒保育의 地域的 差異

  장애아보육시설을 지역  시설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표 4-5>  

<표 4-6>과 같다. 먼  <표 4-5>는 시‧도별 장애아동 보육시설수와 보

육아동수를 나타내는데, 수도권과 구  울산 지역에 집 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담보육시설수는 구가 11개소로 가장 많고 아동

수도 455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8개소로 

아동수는 경기 245명, 서울 193명이고, 울산과 부산이 각 6개소로 보

육아동이 울산 205명, 부산 159명이다. 그 이외에 주에 4개의 장애

아 담시설이 있어서 148명이 보육 받고 있고 그 이외 시‧도에는 모

두 1～3개소의 담보육시설이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규모가 일정하

지 않기 때문에 보육아동의 수는 21～90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통합보육 시설은 충북 20개소, 경기 19개소, 서울 17개소이다.39)40) 

그러나 통합보육아동 수는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6명이

며 충북은 70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 시‧도는 통합보육 시설수 

39) 담보육시설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통합보육시설은 매년 일정하지 않음. 를 

들어 2000년 기  통합보육시설의 수는 40개 미만이었으나 2001년도에는 80개소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시설명단도 상당수가 교체되었음. 

40) 통합보육시설의 수는 사실상 통계 으로 별 의미를 갖지 않으며, 해마다 통합시

설의 명단이 일정하지 않음. 2001년도에 충북에 통합시설수가 많은 것은 도에서 

통합보육을 도 정책으로 표방하 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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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수가 많지 않다.  

〈表 4-5〉 ‧道別 障碍兒 保育施設  兒童 現況
                                                   (단 : 개소, 명, %)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시설수 장애아수(A) 정원(B) A/B 시설수 장애아수 비장애아수

 서 울 8 193 286 67.5 17 166 1,732

 부 산 6 159 199 79.9 8 23 370

  구 11 455 636 71.5 2 20  113

 인 천 2  57 69 82.6 2 22  164

  주 4 148 181 81.8 1 4 161

  1 24 28 85.7 1 18  24

 울 산 6 205 223 91.9 0 0 0

 경 기 8 247 304 81.3 19  115  1,333

 강 원 1 24 50 48.0 4  16  215

 충 북 1 21 25 84.0 1  36 62

 충 남 1 21 25 84.0 20  70   1,218

  북 2 57 65 87.7 1  35  80

  남 1 90 90 100.0 1  28 2

 경 북 3 208 221 94.1 1 4 35

 경 남 2 75 89 84.3 3  27 99

 제 주 2 65 80 81.3 1  5  96

 합 계 59 2,049 2,571 79.7 82 589 5,704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3 재구성  

  

  <표 4-5>를 보면 장애아 보육은 시설이나 보육아동의 수가 수도권

과 구  울산 지역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

 차이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하여 체 보육아동수 비 

장애아 보육아동 비율을 <표 4-6>에 제시하 다. 이 표를 보면 체 

보육아동 비 장애보육아동 비율이 0.38%인데 비하여 구와 울산이 

1.52%, 1.45%로 가장 높고41) 그 다음이 주 1.01%이다. 장애보육아

41) 구와 울산 지역에 장애아 보육의 공   이용 수 이 높은 이유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일 부터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인력 교육기 이 설치

되었다는 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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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수가 많은 수도권은 체 보육아동수도 많기 때문에 보육아동

수 비 장애아동 비율은 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表 4-6〉 ‧道別 保育 障碍兒童 現況
                                                (단 : 명, %)

지역 담시설 통합시설 계(A) 보육아동수(B) A/B

 서 울 193 166 359 134,561 0.27

 부 산  159  23 182 48,200 0.38

  구  455  20 475 30,611 1.52

 인 천  57  22 79 31,509 0.25

  주 148 4 152 15,117 1.01

  24  18 42 27,484 0.15

 울 산 205  0 205 14,181 1.45

 경 기 247  115 362 149,183 0.24

 강 원   24   16 40 26,772 0.15

 충 북   21  36 57 28,973 0.20

 충 남   21  70 91 29,537 0.31

  북   57  35 92 35,316 0.26

  남   90  28 118 32,430 0.36

 경 북  208 4 212 39,280 0.54

 경 남   75  27 102 44.093 0.23

 제 주   65   5  70 15,613 0.45

 합 계 2,049 589 2638 702,860 0.38

특별시‧ 역시 1,241 253 1,494 301,663 0.50

 도 지역 808 336 1,144 401,197 0.29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3 재구성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는 못하 으나, 이러한 시‧도별 지역차이 이

외에도 동일한 시‧도 내에서의 시‧군‧구별 차이도 시‧도별 차이에 못

지 않은 심한 격차가 있다. 특히 장애아보육이 도시지역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 정도에 따른 장애아보육시설에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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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많은 차이가 있다.         

다. 運營主體別 障碍兒 保育 施設  兒童 

  보육시설 설치  운  주체별로 보면 장애아보육 실시 시설이 

담보육과 통합보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담보육시설은 법인보육시설의 비 이 가장 커서 보육시설  

54.2%가 법인보육시설로 담시설 보육아동의 64.6%가 법인 담시설

에서 보육되고 있다. 그 다음은 민간시설로 16개 담시설에서 414명

이 아동을 보육하여서 시설수는 27.2%, 아동수 20.2%를 차지하며, 국

공립보육시설은 총 10개소로 체 59개소의 17.0%이며, 여기에서 보

육받는 아동의 수는 288명으로 체 장애아 보육아동의 14.1%이다. 

〈表 4-7〉 施設類型別 障碍兒保育 施設數  保育兒童數(2001. 3)

(단 : 개소, 명, %)

구분 국공립 법인 단체 개인 체

 담시설

  시설수 10(17.0)  32(54.2) 1(1.7) 16(27.1) 59(100.0)

  보육아동수 288(14.1) 1,324(64.6) 23(1.1) 414(20.2) 2,049(100.0)

 통합시설

  시설수 30(36.6)  25(30.5) 4(4.9) 23(28.0) 82(100.0)

  보육아동수 247(41.9) 202(34.3) 46(7.8) 94(16.0) 589(100.0)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3 재구성 

  한편으로 통합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비 이 가장 크다. 총수 82

개소  30개가 국공립시설로 통합보육아동 589명  41.9%를 보육하

고 있다. 그 다음이 법인시설로 25개 시설에서 205명을 보육하는 것

으로 나타나서 통합보육시설  30.5%, 보육아동의 34.3%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보육을 두고 볼 때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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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담당하기 어

려운 특별한 보육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일반 인 기 를 어느 정

도는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施設別 障碍保育 兒童 規模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규모는 담시설의 보육정원이 최  10명, 최

고 110명으로 시설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심하다. 분포를 보면 20인 

이하 시설이 3.4%이고, 21～40명 52.5%, 41～60명 28.8%, 61～80명 

8.5%, 81명 이상 6.8%이다. 보육 원은 최소 10명, 최고 103명으로 

21～40명 규모가 44.0%로 가장 많고 41～60명이 32.3%이다. 

〈表 4-8〉 障碍兒保育施設 規模(2001. 3)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정원 원

   1～2명  - - 24.2

   3～5명 - - 39.2

   6～10명  - 1.7 20.7

  11～20명 3.4 5.1 8.6

  21～40명 52.5 44.0 6.1

  41～60명 28.8 32.2 1.2

  61～80명 8.5 11.9 -

  81명 이상 6.8 5.1 -

  계(N) 100.0(59) 100.0(59) 100.0(8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한편으로 통합보육시설은 1～2명 보육이 24.2%이고 5명 이하가 

39.2%으로 63% 정도가 5명 이내의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최 아

동 수는 41명인데, 단 한곳에서만 4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다. 한 

통합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재 보육아동이 없는 시설이 7군데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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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가장 큰 이유로 보육할 아동이 없다고 하 고, 일부가 운

상 경제  어려움을 들었다.42) 장애아 보육을 극 으로 재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시설은 2곳에 불과하 다.43)       

마. 待期 兒童 

  담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정원이 2,571명인데 비하여 원은 2,049

명으로 원율이 80%를 돌고 있다(표 4-5 참조). 그러나 담시설 

 통합시설에 따라서는 기아동을 두고 있는 시설이 많다. 보육시

설 조사에 의하면 담시설의 71.8%, 통합시설의 40.0%는 기 장애

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9 참조). 

〈表 4-9〉 待期兒童이 있다는 比率

(단 : %)

구분 3세 미만 3세 이상 취학 체

담시설 28.2 48.3 25.6 71.8

통합시설 22.5 37.5 10.0 40.0

체 25.3 43.0 17.7 55.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기아동이 있다는 경우 기아동의 수는 1명부터 98명으로 다양하

다. 특히 기아동이 98명인 시설은 원이 41명인 시설로 그의 2배

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장애보육의 기아동  

일부는 아동의 장애 정도 때문에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복지  

 사설 조기교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육시설 입원이 가능

42) 통합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나 장애아동을 보육하지 않는다는 7개 시설  6개 시

설이 장애아동이 없다고 하 고, 1개 시설이 운 상 경제  어려움을 들었음. 

43) 나머지 6개 7개 시설  3개 시설은 앞으로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

고 2개 시설은 실시할 의사가 있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3개 시설

은 응답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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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발달 상태  장애 증상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지 않은 것으로 악된다.  

  2. 障碍兒 保育施設의 施設‧設備

  장애아동을 보육하기 해서는 개별화 교육을 포함하여 특수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설비를 필요로 한다.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장애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 설치 

기  이외에 ｢장애아,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통합이 어려운 증장애아 

담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기 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개별교육실, 상담

사무실, 그룹활동실, 운동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과 같은 설비가 

갖추어졌는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표 4-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담시설은 개별교육

실과 상담사무실이 있는 시설이 87.2%이고 언어치료실은 76.9%, 운동

실은 66.7%, 그룹활동실은 64.1%, 물리치료실은 53.8%의 시설이 갖추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통합보육시설은 상담사무실 67.6%, 

운동실 50.0%, 그룹활동실 47.1%이고 38.2%가 개별교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언어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다는 비율은 이보다 낮

아서 각각 16.5%, 11.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설은 보육시설에 별

도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육시설이 복지 에 소재하고 있

거나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설을 두기보

다는 복지 의 각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시설 유

형에 따른 차이 한 가지를 지 한다면 특히 언어치료실  물리치료

실 등 치료시설에 담시설과 통합시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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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담보육시설이 장애아동에 한 치료 기능을 상당 부

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表 4-10〉 施設種類別 設置 比率
(단 : %)

구분 담시설(N=41) 통합시설(N=40) 체(N=81)

 개별교육실 87.2 38.2 64.2

 상담사무실. 87.2 67.6 78.1

 그룹활동실 64.1 47.1 56.2

 운동실 66.7 50.0 58.9

 언어치료실 76.9 16.5 53.3

 물리치료실 53.8 11.8 34.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표 4-11>은 재 시설  장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공간, 장비 

 설비가 있는가에 한 응답 결과인데, 담시설은 61.5%가 있다고 

하 고, 통합시설은 48.6%가 있다고 하여 상 으로 많은 설비를 갖

추고 있는 담시설에서 추가 시설에 한 요구가 더 많았다.    

〈表 4-11〉 追加로 必要한 保育空間, 裝備  設備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 61.5 48.6 55.4

 없다 20.5 45.7 32.4

 무응답 17.9 5.7 12.2

 계(N) 100.0(45) 100.0(41) 100.0(86)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추가로 필요한 설비와 시설이 있다는 경우에는 구체 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설비와 장비로 구분하여 복수 응답하게 하 다. 

먼  설비에 해서는 담보육시설은 야외놀이터, 운동치료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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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등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한 요구가 가장 많

았고, 그 이외에 앞에서 조사한 기본 인 개별교육실, 언어치료실, 물

리치료실, 그리고 음악치료실, 미술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을 추가로 

필요한 시설로 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보육시설은 언어치료실

과 작업치료실에 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실외놀이터, 개별교육실, 

놀이치료실, 그룹활동실 등에 한 추가 설비를 필요로 한다는 비율

이 높았다. 이외에도 식당, 목욕탕, 강당, 운동장, 시설에 결여된 각종 

시설을 들었는데 통합시설의 경우에는 벽에 손잡이를 부착한다거나 

경사로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어서 가장 기본 인 설비조차

도 마련하지 않은 채 아동을 보육하는 통합시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으로 장비에 한 조사에서는 담시설의 경우 물리치료기구, 

놀이치료장비, 감각통합도구, 진단장비 등에 한 요구가 많았으며, 

통합시설의 경우는 운동실 장비, 물리치료기구, 작업치료 보조용구, 

진단검사 교재교구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 다. 이외에도 

의자, 컴퓨터, 휠체어, 악기, 유형별 보장구, 볼풀 등 각종 기본 인 

설비  장비의 필요성을 지 하는 시설도 있었다. 

  3. 保育施設 運營

가. 運營時間  

  보육시설 운 시간은 장애아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일반 보육시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 4-12>를 보면 담보육

시설은 개원 시간이 비교  늦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7시 30분까

지 시설 문을 여는 비율은 통합시설은 51.3%인데 비하여 담시설은 

13.1%에 불과하고, 반 로 9시가 넘어서 문을 여는 시설은 통합시설

은 없으나 담시설은 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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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원시간도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빠른 편이다. 5시 30분

에 문을 닫는 시설이 담시설 21.2%, 통합시설 5.2%이고 7시 30분 

이후 보육한다는 담시설은 없으나 통합시설은 17.9%이다. 

〈表 4-12〉 障碍兒童 保育施設의 開閉院 時刻

(단 : %, 개소)

개원 페원

시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시간 담시설 통합시설 체

     ～07:30 13.1 51.3 39.0      ～16:30 10.6 2.6 6.5

 07:31～08:00 44.7 28.2 36.4  16:31～17:30 10.6 2.6 6.5

 08:01～08:30 15.8 - 7.8  17:31～18:30 34.2 5.2 19.5

 08:31～09:00 18.4 7.7 13.0  18:31～19:30 44.7 71.8 58.4

 09:01～ 7.9 - 3.9  19:31～ - 17.9 9.1

 계(N) 100.0(38) 100.0(39) 100.0(77)  계(N) 100.0(38) 100.0(39) 100.0(7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表 4-13〉 하루  開院 時間

(단 : %, 개소, 분)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480분  15.8 5.3 10.5

   481～540분 13.1 2.6 7.9

   541～600분 23.7 - 11.8

   601～660분 21.1 10.5 15.8

   661～720분 26.3 65.8 32.9

   721분 이상 - 15.8 7.9

  계(N) 100.0(38) 100.0(39) 100.0(77)

  평균(표 편차) 650.8(95.5) 768.9(247.5)  684.7(204.5)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그 결과 보육시설 운 시간이 담시설은 8시간 이하가 15.8%이고 

12시간을 넘어서 보육한다는 시설은 없는 반면에 통합시설은 8시간 

이하가 5.3%이고 15.8%는 하루  시설 운 시간이 12시간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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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시간으로는 담시설이 10시간 51분이고 통합시설이 12시간 49분

이다. 그런데 담시설이 표 편차는 95.5로 운용시간이 비교  유사

하지만 통합보육시설은 표 편차가 247.5로 시설에 따라서 6시간에서

부터 24시간 보육에 이르기까지 보육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담시설의 개원시간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짧은 것은 장애

아동 모의 낮은 취업률과 련이 있을 것으로 리 인 보육보다는 

발달의 진을 한 조기 재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나. 兒童 登 院 車輛 運營  

  장애아 담시설에 해서는 정부에서 차량운 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등퇴원 아동을 한 차량운 은 담시설이 10.3%를 제외한 

89.7%가 차량을 운 하고 있다. 통합시설은 33.3%가 차량을 운 하지 

않는다고 하 다. 

〈表 4-14〉 車輛運營 現況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차량운  안함 10.3 33.3 21.3

 차량운  함 89.7 66.7 78.7

  - 일부아동 차량 이용함. 15.4 22.2 18.9

  - 주로 차량을 이동함 30.8 25.0 28.0

  - 거의 모든 아동이 차량을 이용함. 43.6 19.4 32.0

 계(N) 100.0(42) 100.0(41) 100.0(83)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통합시설의 경우 차량 운 비율이 비교  낮은 것은 차량을 운행하

는 비율이 낮은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높은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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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장애아보육을 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부

모의 몫이 된다.

  4. 保育料 

  장애아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아동 보육비용과 비교하여 별

도로 산출하지 않고 단지 장애등 이 1～3 인 아동은 2세 미만 아동

의 보육료를, 4～6  아동은 2세아의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는 2001년도 정부 보육지원 단가 기 으로 종일반의 경우 각각 

225,000원, 186,000원이다(표 4-16 참조). 

   <표 4-15>는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를 담시설과 통합시설로 구분

하여 제시한 것인데, 담보육시설이 종일보육, 반일보육, 방과후 보

육 등 모두 보육료가 통합시설 보육료보다 높다. 실제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와 비교하면 종일제 보육료의 경우는 담시설이 이에 근

하고는 있으나 미달되고, 통합시설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그러나 반일제는 담  통합시설 모두 종일제 보육료의 50%

를 수납하라는 정부의 지침보다는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4-15〉 障碍兒保育 保育料 現況

(단 : 천원)

구분
1～3 4～6

담시설 통합시설 계 담시설 통합시설 계

 종일보육 213.2 189.4 203.6 182.6 159.6 169.6

 반일.보육 157.7 125.4 145.1 131.0 113.3 119.6

 방과후보육 134.6 115.1 129.7 100.5  84.3  95.1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보육시설에서 수납하기를 희망하는 보육료는 장애등  1～3 의 종

일제는 정부지원단가는 수 에 근 하고 있고 4～6 은 지원단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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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표 4-16 참조). 반일반의 경우는 정부지원단가보다는 훨씬 높으

나 재 받고 있는 보육료 보다는 낮게 나타나서 보육시설에서 반일

반 아동에 하여 여러 가지 실 인 문제로 보육료를 지침 로 할

인해 주지 못함을 있음을 반 하 다.   

〈表 4-16〉 障碍兒保育 希望保育料  政府 保育料 支援單價

(단 : 천원)

구분
희망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3 4～6 1～3 4～6

 종일보육 224.0 199.7 225.0 186.0

 반일.보육 1610 129.2 112.5  93.0

 방과후보육 138.6 111.5 - -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1.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5. 障碍兒保育 方式  類型에 한 意見

  세계 으로 장애아동은 최소 제한  환경(LRE)  자연스러운 환경

(natural environment)에서 통합 조기 재를 받아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  통합 상자가 구인가에 해서는 일정한 원칙은 없지

만 시설의 설비나 시설 운 자나 교사의 문성  통합에 한 태도

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체로 언어장애, 학습장애  

경미한 인지장애가 통합 상황에서 가장 쉽게 응할 수 있어서 경증 

장애아동을 통합교육 상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정동 , 1998; 

Stoiber 등, 1998).

  우리 나라는 통합이 어려운 아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육하는 보육

시설이 59개소이다. 1995년 장애아보육을 추진한 이래 장애아동 보육

사업이 담지정시설 주로 실시되었고, 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한 시설기 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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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설 주의 장애아보육은 원칙 으로는 통합보육을 추구하는 국제

인 추세와는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장애아동

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기 재 서비스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 이를 한 제도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담보육시설이 장애아동 

복지시설로서 보호, 교육  치료 등의 기능을 담당해 온 측면이 강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련하여 장애아보육  담보육시설 정

책방향에 한 시설장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 다. 

가. 障碍兒童 統合保育에 한 意見

  먼  장애아보육에 한 앞으로의 정책에 해서는 장애아동 보육 

시설 원장들은 아동의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  경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부분의 담시설장과 통합보육 

시설장 모두 통합보육을 지지하고 있다. 

  도 장애아동은 통합보육보다는 담시설 보육  치료시설에서 

치료 필요성을 강하게 반 하 다. 이러한 의견은 시설유형별로 차이

를 보인다. 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통합보육을 시키자는 비율은  

통합시설장 15.4%, 담보육시설장 7.7%로 나타났다. 한 도 장애

아동에게 담보육이냐 치료시설이냐에 해서는 담시설장은 28.2%

는 담보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 고 53.8%가 문 교육 는 치료

(재활)시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 고, 통합보육시설장은 41.0%가 

담보육을 하여야 한다고 하 으며, 35.9%가 문 교육 는 치료(재

활)시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하 다. 즉, 통합보육시설 시설장은 

도 장애아동의 담보육을 선호하는 반면에 담시설 시설장은 치

료시설을 더 선호한다는 태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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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7〉 앞으로의 障碍兒童 保育政策에 한 意見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모든 아동 통합보육 7.7 15.4 11.5

 경도아동은 통합, 도아동은 담보육  28.2 41.0 34.6

 경도아동은 통합보육을, 도아동은 문 교

육 는 치료(재활)시설에서 담당

53.8 35.9 44.9

 기타
1) 10.2 7.7 9.0

 계(N) 100.0(39) 100.0(39) 100.0(78)

  註: 1) 경도‧ 도아동 모두 보육시설 이외의 문 교육 는 치료(재활)시설에서 담

당 등이 포함됨.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나. 障碍兒童 擔保育施設에 한 意見

  재의 담보육시설의 정책방향에 해서는 통합시설로 유도하여

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담보육시설의 확   치료

시설로의 환에 한 의견은 시설유형별로 차이를 보 다. 담시설

장은 담시설을 치료시설로 환하여야 한다 25.3%, 담보육시설을 

확 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12.8%인 반면에 통합보육시설장은 담보

육시설을 확 하자는 비율은 20.5%, 장애아 치료시설로 환하자는 

비율은 15.4%로 차이를 보 다. 즉, 담시설장은 치료시설로의 환

을, 통합시설장은 담시설의 확 를 상 으로 더 선호한 것으로,  

각 시설장들이 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보다는 각각 더 문화된 서

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재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

고 있는 아동의 장애의 정도  종류, 특성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인식된다. 특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외에 장애아동에 한 

별도의 국가 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나라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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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담보육시설은 보다 증 장애를 가진 아동

이 이용하고 있어서 치료시설의 기능도 담당한다. 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8조에서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종

사자 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기 을 

갖추어야 한다44)고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表 4-18〉 擔保育施設에 한 앞으로의 發展 方向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담보육시설의 확 12.8 20.5 16.7

  담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실시 유도 46.2 51.3 48.7

  담보육시설을 장애아 치료시설로 환 25.3 15.4 20.5

  기타 15.4 12.8 14.1

  계(N) 100.0(39) 100.0(39) 100.0(78)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그러므로 우리의 장애아보육은 장애아동을 한 치료 등 별도의 국

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장애아보육과는 상황이 동일

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사실 담시설  일부는 장애인 복지 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단지 내에 치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보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증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치

료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는 

장애아 담시설이 장애아동 치료를 한 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4) 그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장애유형에 따라 종사자를 두는 

경우 보육교사 정원의 1/4범 에서 물리치료사 등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등을 따

로 두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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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障碍兒童 保育 人力

  장애아보육은 문화된 인력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일반 보육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장애아 보육인력은 무엇보다 

요한 장애아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에서는 장애아 보육인력의 규모, 구성, 문성에 따른 역할의 구분, 

제 특성  추가 소요인력 욕구, 장애아 보육교사 교육 등을 알아보

고자 하 다. 

  1. 障碍兒保育 人力 規模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들 발달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게 하기 해서는 일반아동과는 다른 교사  아동 기 이 필요하

고 한 일정한 기 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교사를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아동비율을 1:5로 정

하고 있고45), 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명이 포함되

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종사자 기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 기 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 4-19>는 장애아 보육시설의 인력 구성을 나타낸다. 장애 담보

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가 각각 262

명, 130명, 89명으로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포함한 문인력은 219명으

로 일반 보육교사의 수보다 고, 특수교사  치료사 등 특수인력 1

인당 장애아동의 수는 10.7명이다.  

45) 다만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사  아동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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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19〉 障碍兒 保育施設 敎師 現況

(단 : 개소, 명)

구분 시설수 장애아동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기 타
특수인력 1인당 

아동수

담시설 591 2,049 262 130 89 96 10.7

통합시설 82 589 527 40 4 124 13.4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재구성 

  통합보육시설은 특수교사  치료사의 수가 44명으로 아동 13.4명

당 특수교사  치료사와 같은 특수인력 1명을 두고 있다. 장애아 통

합보육시설의 경우는 아동수가 5명 이내인 경우가 부분이다. 소수

의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경우에 그 나름 로의 많은 장 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보육받는 장애아동수가 일정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상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따라서 특수인력을 두고 장애

아동을 한 개별화된 로그램 등 별도의 체계 인 서비스를 제공하

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 을 갖는다. 

  2. 障碍兒保育 人力 構成

  <표 4-20>은 조사에 응한 80여 개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보육에 종사

하고있는 인력 452명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담시설 교

사의 51.0%가 보육교사이고, 22.2%가 특수교사이며, 24.9%가 치료사

로 조사되었다. 통합시설은 72.9%가 일반 보육교사이고 13.6%가 특수

교사이며 치료사는 8.4%로 나타났다.   

  <표 4-21>은 조사 상 시설을 심으로 특수한 인력이 있는가에 

한 조사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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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0〉 障碍兒 保育施設 敎師 構成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1  보육교사 32.1 61.9 39.9

  2  보육교사 18.9 11.0 16.8

  특수교사 22.2 13.6 19.9

  언어치료사 9.3 4.2 8.0

  물리치료사 6.8 1.7 5.5

  심리치료사 6.7 0.8 4.9

  재활치료사 2.1 1.7 2.0

  사회복지사 (9.0) (12.7) (10.0)

  간호사 0.3 0.8 0.4

  기타 2.1 4.2 2.7

  계(N) 100.0(334) 100.0(118) 100.0(452)

주 : 사회복지사는 1  보육교사에 포함되어 있음.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表 4-21〉 特殊人力 勤務 施設 比率

(단 : %)

구분 담시설(N=39) 통합시설(N=29) 체(N=68)

  특수교사 84.6 27.6 60.3

  언어치료사 35.9 15.8 26.4

  물리치료사 33.3 6.9 22.1

  심리치료사 41.0 3.4 25.0

  재활치료사 15.4 3.4 10.3

  사회복지사 53.8 17.6 42.6

  간호사 2.6 3.4 2.9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표 4-21>을 보면 담시설을 보면 특수교사가 있는 시설이 84.6%

로 15.4%의 담보육시설에는 특수교사 없이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아

동을 보육하고 있다. 언어치료사를 두고 있다는 시설은 35.6%이고, 

33.3%는 물리치료사를 두고 있으며, 41.0%는 심리치료사를 두고 있다. 

한 15.5%의 시설은 재활치료사를, 그리고 53.8%의 시설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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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두고 있다. 통합시설의 경우는 27.6%의 시설만이 특수교사를 두

고 있고 언어치료사를 두고 있다는 비율은 15.8%이고 17.6%가 사회복

지사를 두고 있다. 그 이외의 특수인력을 두고 있다는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일반 보육교사는 부분이 시‧도, 시‧

군‧구에서 실시하는 단기 장애아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3. 障碍兒保育 人力의 役割 區分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이 구분되고 있는가에 

하여 보육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담보육시설은 문성별로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비율은 28.2%, 어느 정도 구분된다가 56.4%이고 

15.4%는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반면에 통합시설은 

12.9%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 고, 32.3%는 어느 정도 구분된다고 

하 으며, 54.9%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서 구분되지 않

는다는 비율이 구분된다는 비율보다 더 많았다(표 4-22 참조). 

〈表 4-22〉 保育敎師와 特殊敎師의 役割 區分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명확히 구분한다 28.2 12.9 21.4

  어느 정도 그분한다 56.4 32.3 45.7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 15.4 54.9 32.9

  계(N) 100.0(39) 100.0(31) 100.0(7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이처럼 특히 통합시설에서 특수 보육인력과 일반 보육인력과의 역

할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은 일반교사도 특수교사, 치료사 등 특

수인력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이상 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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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그 반 로 특수인력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   

  4. 人力 補充 欲求

  재 보육시설의 보육인력이 장애아동을 보육하기에 충분한가에 

하여 시설장의 의견을 조사하 다. 이에 하여 담시설 75.6%, 통합

시설의 69.2%가 보육인력이 부족하다고 하 다(표 4-23 참조). 

〈表 4-23〉 追加 人力이 必要하다는 施設比率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추가 인력 필요 75.6 69.2 72.5

  재 인력 정 24.4 30.8 27.5

  계(N) 100.0(41) 100.0(39) 100.0(8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表 4-24〉 追加로 必要하다는 人力 比率

(단 : %)

구분 담시설(N=31) 통합시설(N=27) 체(N=58)

  1  보육교사 20.5 10.4 16.1

  2  보육교사 2.6 6.8 4.4

  특수교사 46.2 27.6 38.3

  언어치료사 51.3 44.5 48.5

  물리치료사 35.0 6.9 23.5

  심리치료사 - 10.3 4.4

  재활치료사 7.7 3.4 5.8

  사회복지사 - - -

  간호사 2.6 3.4 2.9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장애아 보육을 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경우 추가로 더 필요

한 인력이 구인가는 각각 인력에 하여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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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는데, 그 결과를 보면 <표 4-24>와 같이 담시설과 통합시설에

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담시설은 언어치료사 51.3%, 특수교

사 46.2%, 물리치료사 35.0%, 1  보육교사 20.5% 등의 순서를 나타

냈다. 한편 통합시설은 44.5%가 언어치료사를, 그리고 27.6%가 특수교

사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아를 보육하기 해서는 특수한 인력도 추가되

어야 하겠으나 기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보육교사도 충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해서는 

재 서울특별시46)를 제외하고 1:5로 되어 있는 교사  아동비율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障碍兒保育 人力 敎育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보육교사가 장애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

분의 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단기 장애아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장애아보육교사 인력 교육의 로 서울시

와 부천시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2001년도에 각 구에 장애아 통합보육 시설을 

하나씩 두기로 하면서 이를 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장애아 보육에 

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에 탁하여 

1주일 동안 40시간을 교육하 다. 교육내용은 12과목으로 보육실무 

주로 구성하 다. 

46) 서울특별시는 교사  장애아동 비율이 1: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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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5〉 障碍兒 保育敎師 敎育 事例

(단 : 시간)

구분 교과목 시간 비고

  서울시

 - 유아교육론/장애아복지론

 - 유아보육과정/특수교육학

 - 부모교육  상담

 - 장애아 발달  특성/교육계획안 작성

 - 음율‧율동‧놀이지도

 - 언어  동화지도

 - 아동문제  행동수정

 - 아동/장애아 찰  평가

 - 장애아 안 리  응 처치

 - 양 리  식생활 지도

 - 가족상담과 치료

 - 정보호 교육과정

 - 실무사례발표  토의

40

 - 보육교사교육원이 

실시

 - 1주일

  경기도 

  부천시

 - 특수 유아 통합보육을 한 비

 - 특수 유아의 정서장애 진단과 치료

 - 특수 유아의 조기진단과 평가

 - 유아의 일반  발달과 특수유아의 

   심리발달  특성

 - 특수 유아의 언어장애 진단과 치료

 - 특수 유아 통합보육계획과 IEP 작성

 - 특수 유아 통합보육 교수 략

 - 특수 유아 통합보육을 한 부모교육

 - 산-운동요법을 통한 특수 유아 통합

보육 재

 - 특수 유아 통합보육 모형

 - 성공 인 통합을 한 특수 유아 지도

 - 장실습  토의 

32

 - 보육정보센터가 

   실시

 - 토요일 4시간씩  

   8주

資料: 서울시‧숙명여자 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장애아 담당교사 

교육, 2001.  

     부천시보육정보센터, 특수 유아 통합보육 지도자 과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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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2000년부터 통합보육 지도자 과정을 운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간씩 8주에 걸쳐서 32시간의 교

육을 실시하 다. 교육내용은 모두 11과목으로 구성하 으며, 서울시

교육내용과 비교하면 장애아 보육과 련된 실무 이외에 장애아 진

단, 치료, 발달심리  특성 등 장애아 일반에 한 내용이 다수 포함

되어 있다.

  한편으로 특수교사 등 특수인력은 부분이 보육에 한 별도의 교

육 없이 보육시설에서 그 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한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보육시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하게 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도 일정기간의 

보육에 지식  기술에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 障碍兒保育 人力 特性

가. 施設長 特性

  보육시설장은 제1장 연구방법  응답자의 인구학  특성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여성이 8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19% 정도가 남

자이다. 담시설과 통합시설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표 4-26>은 시설장의 학력, 공을 나타낸다. 시설장의 학력은 

담시설의 경우 47.2%가 학원 이상이고, 22.8%가 4년제 학 이상으

로 통합시설에 비하여 학원 이상이라는 비율이 높다. 시설장의 

공은 담시설과 통합시설이 차이를 보여서, 담시설 시설장은 사회

복지  아동복지, 특수교육 공자가 많은데 비하여 통합보육시설장

은 유아교육 공자가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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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26〉 障碍兒 保育施設 施設長의 學歷  攻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학력 

   고졸 - 5.1 2.7

   문 졸 25.0 20.5 22.7

   4년제 졸 22.8 38.5 33.3

   학원 이상 47.2 35.9 41.4

  공

   보육 5.1 5.1 5.4

   유아교육 17.1 35.9 27.0

   특수교육 28.6 10.3 18.9

   사회‧아동복지 31.4 23.1 27.0

   기타 16.2 25.6 21.7

   계(N) 100.0(334) 100.0(118) 100.0(45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表 4-27〉 障碍兒 保育施設 施設長의 經歷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총 보육 경력

  1～60 43.6 50.0 46.3

  60～120 31.3 27.3 29.3

  121개월  이상 25.0 22.7 24.1

  계(N) 100.0(32) 100.0(24) 100.0(56)

  평균(개월) 82.7(53.6) 66.0(61.1)  75.5(57.0)

 시설 보육 경력

  ～12개월 이하 18.9 15.4 17.1

  13～24 24.3 10.3 17.1

  25～36 18.9  7.7 13.2

  37～48 18.9 12.8 15.8

  49～60 10.8 23.1 17.1

  61개월  이상 8.1 30.8 19.7

  계(N) 100.0(37) 100.0(39) 100.0(76)

  평균(개월) 38.0(38.4) 55.1(44.4) 46.7(42.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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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의 체 보육경력은 담시설 시설장이 81.7개월, 통합시설이 

66.0개월로 담시설 시설장의 경력기간이 많았다. 그러나 재 시설

에서의 근무경력은 담시설 38.0개월, 통합시설 55.1개월로 통합시설

에서의 시설장 경력이 길고, 5년 이상의 경력자가 30%를 넘는다.  

나. 敎師의 特性

  교사의 성별을 보면 약 95% 정도가 여자이고, 나머지 5%정도가 남

자이다. 교사의 학력은 50% 이상이 4년제 학 이상이고 담시설이 

문 졸자의 비율이 통합시설보다 높기는 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는다(표 4-28 참조).  

〈表 4-28〉 障碍兒 保育施設 敎師 特性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성별

  남 6.3 2.6 5.3

  여 93.8 97.4 94.7

  계(N) 100.0(336) 100.0(117) 100.0(453)

 학력

  고졸 5.2 7.8 5.8

  문 졸 40.0 34.8 36.5

  4년 졸 51.3 49.6 50.9

  학원 이상 6.5 7.8 6.9

  계(N) 100.0(336) 100.0(115) 100.0(451)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재구성 

  교사의 경력은 총 경력이 담시설 35.4개월, 통합시설 30.0개월로 

1년 미만이라는 교사의 비율이 담시설은 28.6%, 통합시설 23.7%이

고 반면에 5년 이상인 비율도 각각 18.6%, 10.5%이었다. 

  한편 재의 시설에서의 경력이 담시설과 통합시설이 각각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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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개월로 조사되었고, 1년 이하가 각각 46.3%, 35.6%이고 5년 이

상인 비율은 각각 단지 3.4%, 6.8%에 불과하 다. 

  이러한 교사의 경력은 국공립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에서의 보육

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 정도라는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 등 특수인력에 한 낮은 처

우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등도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表 4-29〉 障碍兒 保育敎師 經歷 特性

(단 : %, 명)

구분
총경력  시설 경력

담시설 통합시설 체 담시설 통합시설 체

  12개월 이하 28.6 23.7 27.1 46.3 35.6 43.4

  13～24개월 18.2 30.8 21.9 27.0 30.5 28.0

  25～36개월 17.5 17.5 17.5 11.8 14.4 12.5

  37～48개월 10.2 10.5 10.3 8.7 8.5 8.6

  49～60개월 6.9 7.0 7.0 2.8 4.2 3.2

  61개월  이상 18.6 10.5 16.2 3.4 6.8 4.3

  계(N) 100.0(274) 100.0(114) 100.0(388) 100.0(322) 100.0(118) 100.0(440)

  평균(개월)  35.4(33.0)  30.0(27.5)  33.8(31.6)  19.0(18.8)  23.0(23.1)  20.1(20.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第4節 障碍兒童 保育 過程  로그램 

  본 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체 인 과정  내용에 

한 것으로 보육시설에 한 실태조사, 보육시설 내부자료  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 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 선정, 

통합 등 반 배치  구성,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지원 인력, 가정 

 부모 연계 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 다. 



障碍兒童 保育 現況 165

  1. 入所 兒童 選定

  장애아동 보육을 하는 보육시설에서는 입소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

아동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유형  

정도에 한 검사와 진단 결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는 과정

을 거치고 있다. 장애유형  정도에 한 고려는 장애범주보다는 비

범주 인 기능  근이 강조되고 있다. 즉, 운동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정서발달 등 발달 목표를 기 으로 하는 유형 

분류가 강조되고 이를 통칭하여 발달 장애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장애아동 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검사도구는 많은데, 보육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서(Portage Guide to 

Early Education)47)  캐롤라이나 교육과정(The Carolina Curriculm for 

Preschooler with Special Needs: CCPSN)이다. 포테이지 아동발달 지침

서는 0～6세 아동을 가르치는 방법에 한 지침과 정상발달 목표인 

찰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찰표를 이용하여 아동의 발달 수

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으로 목표의 90% 이상에 도달하면 정

상으로 보고 있다. 캐롤라이나 교육과정은 24개월 이상의 장애아동을 

한 로그램으로 인지, 의사소통, 사회 응, 소근육 운동, 근육 운

동의 5개 역으로 구분되며, 여러 단계에 따라 가르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진단 이외에 개별화교육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입소 기 이 되는 장애 정도  내용 등은 시설

장  교사의 의견이나 의지, 보육 환경 등에 따라 시설마다 다르고, 

아동 연령도 5세 이상아로 한정하는 시설이 있는 등 일정하지 않다.

47) 포테이지(Portage)는 미국 스콘신주에 소재한 한 도시 이름으로 이곳에서 교사

들이 장애아동 교육 경험을 토 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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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配置  班 構成  

가. 擔保育施設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반 운 은 1개반을 교사 1인이 

맡는 것을 기 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의 지침은 교사 1인당 장애

아동 5명이고 서울특별시만 3명을 기 으로 한다. 그러나 시설에 따

라서는 2개반 는 3개반을 합하여 교사 2명 는 3명이 아동 10～15

명을 보육하거나 한 1개반을 운 하는 경우에도 로그램에 따라서 

반을 통합하여 보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 된다. 한 교사  아

동비율도 치료사까지 아동반을 맡도록 해서 반별 아동수를 정해진 기

보다 여서 보육하는 등 시설의 여건에 맞추어 탄력 으로 운 하

는 경우가 많다. 

  <표 4-30>은 담시설의 운  황을 조사한 것인데, 1개반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담시설이 48.7%로 가장 많고, 시설의 상황  로

그램에 따라 탄력 으로 운 한다는 비율이 35.9%이고, 2개반을 교사 

2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15.4%이다. 

〈表 4-30〉 保育施設에서의 班 運營

(단 : %, 개소)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1개반을 교사 1인이 담당 48.7 32.3 41.5

 2개반을 통합하여 교사 2인이 담당 15.4 29.1 21.4

 상황  로그램에 따라 탄력  운  등 35.9 37.7 37.2

                  계(N) 100.0(39) 100.0(31) 100.0(7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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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統合保育施設 

  1) 班 配置

  통합보육에서의 반 배치  운 은 매우 탄력 이다. 장애아동 통합

보육에서 있어서 반 배치는 장애아동의 정신연령(Mental Age)보다는 생

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 인 원칙이며, 

체 보육아동  장애아동의 비율은 보육시설의 교사나 아동들이 장애아

동과의 보육에 어느 정도 응되고 있는가에 따라 증가 는 감소될 수 

있겠으나, 일반 으로 보육아동의 약 10% 내외가 하다는 의견이 지

배 이다.  

  본 연구에서도 통합보육시 장애아동과 일방아동의 비율이 어느 정

도가 한가를 조사하 는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체로 

보육 실을 반 하여 유아반 1개반 20명에 보육아동 3～5명으로 2개

반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이외에는 

유아반 아동규모를 15명 정도로 이고, 여기에 장애아동 2～3명을 

한 개반으로 하여 2개반을 통합하여 교사 2명이 보육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합보육시설의 반 운  조사에서도 반 운 을 탄력있게 운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앞의 <표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7.2%의 시

설에서는 시설의 상황  로그램에 따라 탄력 으로 운 한다고 하

고, 1개반을 교사 1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32.3%이며, 2개반을 교사 2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각각 29.1%이다. 통합보육시설에서 2개반을 교사 2인이 

담당하는 경우는 부분이 정상아반과 장애아반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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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統合保育 方式

  재 일부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아 통합보육 방법은 

Cole & Chan(1990)이 분류한 바와 같이 완 통합과 부분통합으로 나

 수 있고, 부분통합은 반과 반의 통합, 역통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실시된다. 통합보육에서의 이러한 통합방법은 아동의 장애정도와 

련이 있다.

  완 통합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은 학습자료, 학습기회를 가

지고 동일한 보육반 상황에서 보육을 받는 것이다. 장애아동은 담

교사의 도움으로 일반아동과 동일한 과정을 따라가야 하는 부담을 갖

는다. 따라서 아동은 사회성, 정서, 언어 역의 발달이 다른 역보다 

상 으로 정상발달에서 이탈이 은 아동  보육시설 환경에 익숙

한 아동이 그 상이 될 수 있다.  

  부분통합은 사회성, 정서, 언어 역의 발달이 정서 으로 지체되어 

있는 아동이나 신입아동을 심으로 하며, 반은 장애아동끼리 구성하

되, 로그램  환경에 따라 통합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바, 일반아동반과 장애아동반이 함께 로그램을 진행하

는 부분통합, 로그램  환경에 따라 일반아동이 장애아동반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역통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상호작용 주의 사회

성 소그룹 통합, 놀이상황에서 교사의 재와 개입이 요구되는 놀이

통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곡교어린이집, 2000). 아

동수가 1개반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완 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나 장애아동수가 일정한 규모에 이른 시설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통합방법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의 경우

는 엄 한 의미에서 장애아동 보육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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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31〉 保育施設 障碍兒童 班配置 事例

구분 소그룹 통합 일반통합

 교사    

아동비율

 - 교사  아동 비율

  ∙2: 6 는 3: 10

 - 일반아동: 장애아동: 교사

  ∙ 아: 14: 2: 3

  ∙유아: 40: 3: 3

 발달 특성

 - 사회성, 정서, 언어 역의 

발달이 정서 으로 지체되어 

있는 아동

 - 신입원아

 - 사회성, 정서, 언어 역의 

발달이 다른 역보다 

상 으로 정상발달에서 

이탈이 은 아동

 - 보육시설 환경에 익숙한 아동

資料: 곡교어린이집, 우리끼리 통해요, 2000, 재구성

  한편으로 통합보육시설에 한 조사에서 통합 정도는 완  통합한

다는 시설이 71.9%이고 부분 통합이 28.1%이다. 부분통합도 로그램

별 50%이상 통합이 6.3%이고, 25% 미만도 9.4%이다. 여기서 완 통

합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로그램

에 의한 선택 인 결과라기보다는 통합보육시설의 경우 한 개반을 구

성하기 어려운 소수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완  통합보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로그램상의 통합이 아니라 물리 인 통합에 머무는 것이다. 

〈表 4-32〉 統合保育施設의 統合 程度

(단 : %, 개소)

구분 완 통합
로그램별

 50%이상 통합

로그램별 

25～50% 통합

로그램별 

25% 미만 통합
계(N)

 백분율(N) 71.9 6.3 12.5 9.4 100.0(32)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한편으로 부분통합인 28.1%는 부분 장애아반을 1개반 이상 구성

하고 있는 시설로 보아야 한다. 완 통합이 가능하기 해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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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소한 제 자리에 일정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수의 장애아동을 보육

하여 완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가능한 

아동을 입소 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이다.   

  3) 統合保育에 한 選好度

  통합보육은 장애아동의 발달은 물론 일반 아동 발달에도 좋은 결과

를 가져오지만 통합보육이 성공 으로 실시되기 해서는 장애아동 

요인 이외에도 래요인, 교사  부모, 지역사회의 태도가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Cole & Chan, 1990). 

  <표 4-33>은 통합보육에 하여 시설장이 인식하는 아동, 교사  

부모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아동, 부모  교사 모두 체로 

좋아한다는 비율이 싫어한다는 비율보다는 높다.

〈表 4-33〉 施設長이 認識한 兒童, 父母  敎師의 統合에 한 態度

(단 : %, 명)

구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계(N)

 장애아 - 3.1 50.0 46.9 100.0(37)

 비장애아 - 21.9 71.9 6.3 100.0(37)

 장애아부모 - 3.1 21.9 75.0 100.0(37)

 비장애아부모 6.5 32.3 58.1 3.2 100.0(38)

 장애아동 담당교사 - 3.4 69.0 27.6 100.0(35)

 일반아동 담당교사 - 21.9 71.9 6.3 100.0(38)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그러나 상 으로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아동 보육교

사가 통합보육을 선호하는 비율은 일반아동, 일반아동 부모  일반

아동 보육교사에 비하여 높고 반면에 통합보육을 싫어한다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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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특히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의 부모의 태도가 가장 조를 

보인다. 이는 주 에서 아직은 통합보육이 장애아동을 한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시설장의 인식을 반 하는 것이며, 특히 장애아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장들이 일반아동 부모는 물론 시설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에게도 심리 인 부담감  장애아 보육 실시에 따르는 어려

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풀이된다.

  3. 個別化 敎育 로그램(IEP)

  장애아동 조기 재는 개별화된 서비스로 근될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에 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장애아동

이 일반아동과 같이 배우고 생활하기 해서는 장애아동을 지원해  

수 있는 개별화 로그램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에 한 

개별화된 근 없이는 통합은 물리 인 통합에 그칠 뿐이다. 

  특히 완 통합 보육의 경우는 체 반의 보육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 로 장애아동 각 개인에 한 수정된 개별화 보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성취하여야 할 연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여 기 이 제공

하여야 할 특수교육과 교육 련 서비스  부가  서비스가 무엇인

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表 4-34〉 個別化 敎育 計劃  로그램 實施 否

(단 :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계(N)

  담시설 92.3 7.7 100.0(42)

  통합시설 51.5 48.5 100.0(41)

  체 26.4 73.6 100.0(83)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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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에 한 조사 결과, 이러한 개별화 교육 계획의 작성  

로그램(IEP)의 실시는 담시설이 92.3%가 실시하고 7.7%가 실시하

지 않는 반면에 통합보육시설은 51.5%가 실시하고 나머지 48.5%는 실

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 참조). 

  한편, 개별화교육 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한 문인력 이 구성되어 있느냐에 해서는 담시설의 

89.7%, 통합보육시설의 48.5%가 그 다고 응답하 다(표 4-35 참조).

〈表 4-35〉 個別化 敎育를 한 門人力  構成

(단 : %, 개소)

구분 구성 미구성 계(N)

담 89.7 10.3 100.0(39)

통합 48.5 51.6 100.0(20)

체 70.8 29.2 100.0(59)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表 4-36〉 個別化 敎育 로그램 未實施 理由

(단 : %, 개소)

구분 개별화 교육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5

 문인력이 부족하여 57.9

 작성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 5.3

 업무량이 많아서 5.3

 기타 21.1

 계(N) 100.0(19)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개별화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해서는 

57.9%가 문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약 10% 정도는 

아동  가족에 한 개별화가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 고,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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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은 5.3%이었다(표 4-36 참조). 

  이상과 같은 개별화와 련된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 나라 장애아

동 보육에서는 개별화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실시

되는 경우에도 내실이 부족해 형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우려되며, 한 장애아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해서는 문인

력의 보강이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반 하 으며 아울러 개별화 등 

구체 인 장애아동 보육방법에 한 교육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

음을 반증하고 있다.      

  4. 家庭  父母 連繫

가. 個別化 家族支援 로그램(IFSP)

  장애 아동에 한 재에는 부모  가족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지원함으로서 아동과 가족간의 상호작

용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 아동의 발달을 진시키는 데 목 이 있다.  

  보육시설에 한 조사에서 개별화된 가족지원 로그램(IFSP) 실시 

비율은 담시설 30.8%, 통합시설 30.3%로 담시설과 통합시설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表 4-37〉 個別化 家族 支援 로그램 實施 否

(단 : %, 개소)

  구분 실시 미실시 계(N)

  담시설 30.8 69.2 100.0(39)

  통합시설 30.3 69.7 100.0(29)

  체 30.6 69.4 100.0(68)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개별화 가족지원 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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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2.0%가 문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0%이며, 약 10% 정도는 아동 

 가족에 한 개별화가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

는다고 응답하 다. 특히 실시 방법을 잘 몰라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0%로 개별화교육 5.3%의 3배 정도가 된다. 

〈表 4-38〉 個別化 家族支援 로그램 未實施 理由

(단 : %, 개소)

구분 개별화 가족 지원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10.0

 문인력이 부족하여 52.0

 작성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 16.0

 업무량이 많아서 20.0

 기타 2.0

 계(N) 100.0(5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나. 父母 로그램 參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한 개별상담, 교육 로그램  간담회 로

그램의 실시여부  빈도를 악하고자 하 다.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한 개별상담, 부모간담회  교육 로그램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

율이 각각 32.4%, 20.9%, 17.6%이다. 

  일반 으로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서비스 실시 비율이 높

다. 특히 부모교육 로그램은 담시설의 경우 거의 부분이 실시

하는 반면에 통합시설은 36.7%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보육유형

에 따라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시 빈도에 있어서는 

개별상담  부모교육이 매월 1회 실시한다는 비율이 통합시설이 더 

높아서 통합시설에서 부모서비스를 실시하는 비율은 체 으로 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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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고 있다는 몇몇 시설의 경우에는 매우 잘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4-39 참조).

〈表 4-39〉 父母 로그램 實施 頻度

(단 : %, 개소)

문 항 월 1회
6개월에 

2～3회
연 1～2회 실시 안함 계(N)

 담시설

  부모개별상담 28.2 35.9 30.8 28.2 100.0(39)

  부모간담회 18.9 24.3 40.5 16.2 100.0(37)

  부모교육 로그램 10.5 34.2 52.6 2.6 100.0(38)

 통합시설

  부모 개별상담 37.9 20.7 24.0 37.9 100.0(29)

  부모간담회 13.3 20.0 40.0 26.7 100.0(30)

  부모교육 로그램 13.3 23.3 26.7 36.7 100.0(29)

 체

  부모개별상담 32.4 29.4 28.0 32.4 100.0(68)

  부모간담회 16.4 22.3 40.3 20.9 100.0(67)

  부모교육 로그램 11.8 29.4 41.2 17.6 100.0(6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서비스 내용별로는 담시설은 부모 교육, 부모간담회에 비하여 개

별상담은 안 한다는 비율이 높다. 통합시설은 부모간담회에 비하여  

부모 교육  부모개별상담 실시 비율이 낮다.     

다. 父母에 한 情報 提供

  장애아동의 부모를 하여 보육시설에서는 개별화된 가족지원 로

그램, 부모 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에 하여 부모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 부모를 한 정보제공

서비스에 한 시설장 평가는 반 으로 5  척도에서 2.5～3.5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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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수가 가장 높은 것은 장애아동의 생활 응에 한 정보제

공이고 가장 낮은 것은 가족스트 스 해소방안에 한 정보이다.

〈表 4-40〉 保育施設의 情報 提供 서비스에 한 自體 評價
(단 : %)

문 항
매우 

충분

비교  

충분
보통

체로 

부족

매우 

부족
계(N)

평균

(SD)

담시설

 장애 원인과 특성 10.3 33.7 35.9 10.3 10.3 100.0 3.2(1.1)

 장애아동의 진로 7.7 38.5 28.2 15.4 10.3 100.0 3.2(1.1)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10.3 59.0 20.5 7.7 2.6 100.0 3.7(0.9)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5.1 66.7 15.4 7.7 5.1 100.0 3.6(0.9)*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5.1 23.1 38.5 28.2 5.1 100.0 2.9(1.0)**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5.1 12.8 35.9 43.6 2.6 100.0 2.7(0.9)*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12.8 35.9 33.3 15.4 2.6 100.0 3.4(1.0)

통합시설

 장애 원인과 특성 6.7 16.7 33.3 26.7 16.7 100.0 2.7(1.1)

 장애아동의 진로 6.9 24.1 27.6 27.6 13.8 100.0 2.8(1.2)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6.7 43.3 30.5 10.0 10.0 100.0 3.3(1.1)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6.7 16.7 40.0 23.3 13.3 100.0 2.8(1.1)*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 10.0 30.0 43. 16.7 100.0 2.3(0.9)**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 10.0 23.3 40.0 26.7 100.0 2.2(1.0)*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10.0 33.3 20.0 23.3 13.3 100.0 3.0(1.2)

체

 장애 원인과 특성 8.7 26.1 34.8 17.4 13.0 100.0 3.0(1.1)

 장애아동의 진로 7.4 32.4 27.9 20.6 11.8 100.0 3.0(1.2)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8.7 52.2 24.6 8.7 5.8 100.0 3.5(1.0)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5.8 44.9 26.7 14.5 8.7 100.0 3.3(1.0)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2.9 17.4 34.8 34.8 10.1 100.0 2.7(1.0)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2.9 11.6 30.4 42.0 13.0 100.0 2.5(1.0)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11.6 34.8 27.5 18.8 7.2 100.0 3.2(1.1)

  註: * p<0.05 ** p<0.01로 각 문항에 한 담시설과 통합시설의 평균 수에 한 

t검정 결과의 유의성을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시설유형별로 보면 반 으로 담보육시설이 통합보육시설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담보육시설은 5  만  2.7～3.7 에 분포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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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보육시설은 2.2～3.3  사이에 분포한다. 두 시설 유형 모두 수가 

높은 것은 장애아동의 생활 응에 한 정보, 가정에서의 장애아동 

양육방법 정보제공이고 수가 낮은 것은 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가족스트 스 해소방안에 한 정보 제공이다.

   보육유형별 정보제공에 한 평가는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은 유의수  0.0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은 0.05 수 에서 담보육

시설장의 자체 평가가 통합보육시설장의 자체 평가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특히 가족 스트 스 해소방안에 한 정보제공은 매우 불만족

스럽다는 자체 평가 비율이 통합시설 26.7%로 담시설 2.6%에 비하

여 매우 높다. 

第5節 障碍兒童 保育 支援體系

  장애아 보육에 한 지원체계는 앙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

을 포함한 장애아 보육사업과 보육시설 인력 이외의 외부 문가 등

에 의한 지원으로 나 어 기술하 다. 

  1. 政府의 財政 支援

  장애아 보육에 한 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애아 담 국‧공립 

 비 리법인시설에 해서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소요 원 인건비 

90%, 취사부 1명의 인건비 90%, 치료사 인건비 2명까지 90%를 지원

하며, 장애아 담 민간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최  3명 인건비 90%를 

지원한다. 즉, 동일한 장애아보육 담시설이라도 시설주체별로 정부 

지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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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시설에 해서는 기존교사 인건비 지원과는 별도로 심리, 언어, 

물리, 음악, 놀이, 작업교사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사 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表 4-41〉 保育施設 國庫補助金 支援 基準 要約

구분 내용

 국공립  법인

 장애아 담시설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90%

 ○ 추가지원

   - 반편성외 장애유형에 따라 치료사 2명까지

   - 취사부 1명: 90%

   - 차량운 비: 월/개소당 120천원

 일반 

 국공립  법인시설

 ○ 장애아 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 하는 경우 장애아반 운 에 소요되는 

보육교사 인건비 90%지원

    (사회복지 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 지원 

보육시설 포함)

 ○ 추가지원

    - 장애아‧ 아를 5인 이상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 

1명 인건비 90% 지원

 민간장애아 담시설
 ○ 보육교사 최 3인까지 지원(90%)

 ○ 교재교구비: 120만원/개소당‧년

  註: 지원율은 국고(서울：15%, 지방：50%), 지방비(서울：75%, 지방：40%), 자부담

(10%)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것임.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1. 

  한편으로 국공립 빛 비 리 법인 보육시설 에서 장애아 담 보육

시설이 아닌 일반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반을 편성 운 하는 경우 장애

아반 운 에 소요되는 종사자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40인 미만 

보육시설이 아  장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경우에 보육교사 1명 

인건비만을 지원한다.

  이러한 국고지원 사업 이외에 16개 시‧도 에서 10개 시‧도가 별

도의 산으로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7  특별시  역시는 

부산 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아보육 련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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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도 지역 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라남도  제주도가 도단

의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 시도단  사업 이외에도 시‧군‧

구 단 에서 별도의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  내용은 <표 

4-41>과 같다. 

  장애아보육 련 특별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이 에서 몇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을 지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사  아동비율의 조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 특별사업으

로 0세아와 함께 장애아동 5명당 교사 1명 배치를 아동 3명당 교사 1

명으로 배치하여 추가소요 교사 인건비를 서울시 산으로 지원한다

는 이다. 이는 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시만이 가능한 한 사업이다. 

  두 번째는 통합보육의 지원이다. 많은 특별사업이 담시설 주로 

추진되는 데 비하여 충청남도는 장애아 통합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통합보육에 한 보육시설 종사자 의식 환교육  장애아통합보

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아통합반보육교사에게 20시간 이상

의 보수교육과정을 편성운 하고 있다. 한 장애아통합시설 운 비 

지원 으로 장애아 3명 이상 통합시설에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

아통합반 보육교사에게는 1인/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액수는 

많지 않으나 통합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아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한 서울시에서는 특히 민간에 한 통합보육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서는 놀이방을 포함한 민간시설에 해서는 아‧장애아반 운 비를 

지원한다. 아나 장애아를 종일제로 3개반 이상 운 하는 시설로  

장애아반을 1개반 이상 설치운 하는 경우 1개 시설당 3개반까지만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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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2〉 ‧道  ‧郡‧區 障碍兒保育 支援 特殊事業

구분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아 담교사 
 인건비 추가

 - 국‧공립  비 리법인 시설
 - 장애아 교사  아동비율 1:5를 1:3으로 하여 

추가소요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시설 장애아반 
운 비

 (놀이방 포함)

 - 아나 장애아를 종일제로 3개반 이상 운  
하는 시설로 2세 미만반 는 장애아반을 
1개반 이상 설치운 하고, 보육료를 
표 보육료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 1개 시설당 3개반까지 반당 70만원 지원  

  특별운 비  - 정부지원시설 아동 1인 1일 900원

 ∙송 구
 민간(가정)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 장애아로 종일보육 인 송 구 거주 아동 
   1인당 월 24,000원

구 역시

 특수교사 특별수당  - 장애아 담보육시설 특수교사 76명 월 8만원 

 장비구입비 지원  - 지원 상: 장애아 담시설 개소당 100만원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담시설 개소당 500만원

 ∙달서구
 장애아동 
 장학습비 지원

 - 장애아동 160명 아동1인당 15,000원

 인천 역시
 특수보육시설
 운 비지원

 - 장애아 담시설 별도의 치료사 상근 시 
보육교사, 치료사 최  4명 45% 인건비

 주 역시
 장애아 담시설
 차량운 비지원

 - 장애 담보육시설 5개소 월 30만원

 ∙ 산구 
 장애아 담시설   
 장비보강

 - 장애 담보육시설 1개소 1000만원

 역시
 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 장애아동 1인 1일 500원 

 울산 역시
 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 민간장애자 담 4개소  법인장애자 담 
지정시설 1개소

 - 민간시설 1인당 월 100만원/시설당 3명지원  
법인시설 차량기사  사무원 인건비 지원

 경기도
 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 민간장애자 담 시설
 - 인건비 지원

 ∙부천시

 일반가정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국고보조지원 기 단가의 45% 지원

 담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

 민간장애통합사설 
 운 비 지원

 - 시설당 720만원/년

 ∙안산시  아동 보육료 지원
 - 장애아반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 설치기  

수하는 시설  장애아 1인당 월 35,000원

 ∙성남시  아동 간식비 지원  - 특수보육 아동 1인 1일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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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2〉 계속

구분 사업 내용

 충남

 장애아통합시설
 운 비 지원

 - 장애아 3명 이상 통합시설 시설당/월 300,000원

 장애아통합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 장애아통합반 담당보육교사 1인/월 50,000원

 남
 담보육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 1개 시설 보육교사 19명 1인당 월 5만원 

 ∙여수시
 담보육시설
 시비 추가 지원

 - 1개소 차량구입비  교재교구비   

 제주도
 담보육시설
 운 비 지원

 - 담보육시설 1개소당 500만원

 ∙제주시  통합보육시설 지원  - 통합보육시설 1개소 1,200만원 

 ∙서귀포시
 장애아 담
 재활 로그램운

 - 담보육시설 1개소 월 30만원

資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1. 

  네 번째로 지 할 사항은 일반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이다. 이는 부

천시와 안산시에서 시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액수는 각

각 보육료의 45%, 정액 35,000원이지만 상징 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外部 支援 人力  團體

  재 장애아동 보육 련 단체로 국장애아 담보육시설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의회에서는 장애아보육시설 서비스의 내실을 기

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서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편 장애아 부모들이 구성한 모임으로는 표 으로 사단법인 한

국장애인부모회가 결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1985년에 결성되어 재 

국에 35개의 지부를 두고 부모교육, 조기치료교실, 주간단기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별로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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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여러 장애인부모회가 결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부모를 

한 정보센터 등 지원단체는 없는 실정이다. 

  이 게 제한된 환경에서 장애아보육을 하여 보육시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인사  단체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먼  장애아동에 한 개별화 교육  가족지원 로그램 계획을 세

우고 실천하기 하여 공식 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외부 문가가 

있는가에 하여 있다는 비율이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이 각각 

46.2%, 48.4%로 조사되어서 보육유형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식 으로 연계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가 있는가에는 시설

유형간에 차이가 있어서 담시설이 69.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통합시설은 38.7%만이 있다고 응답하여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외부 지원 인력이 구인가에 한 질문에는 특수교육학과, 사회복

지학과 등 장애  특수교육 련학과 교수가 가장 많이 언 되었고, 

두 번째는 소아정신과, 재활의학과, 한의사 등 의료인력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타 장애아보육시설 시설장  련 단체 인사, 특수학교 

교사이고 이외에 복지  치료사, 유치원 원장, 조기교육원 원장, 치료 

크리에이션 등을 들었다(표 4-44 참조). 이들은 시설장의 개인  친

분에 의하여 보육시설은 지원하는 것이  부분이다.

〈表 4-43〉 外部 支援 人力  連繫團體 有無 百分率 分

(단 : %, 개소)

구분
공식 외부 문가 공식  연계 지역사회단체

담시설 통합시설 체 담시설 통합시설 체

  있다 46.2 48.4 47.1 69.2 38.7 55.7

  없다 53.8 51.4 52.9 30.8 61.3 44.3

  계(N)) 100.0(42) 100.0(41) 100.0(83) 100.0(42) 100.0(41) 100.0(83)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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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44〉 外部 支援 人力 百分率 分

(단 : %, 개소)

구분
련학과1) 

교수
의료인력2) 특수학교 

교사 등

장애보육 

계자
기타3) 계

 백분율(N) 28.6(8) 25.0(7) 17.9(5) 14.3(4) 14.3(4) 100.0(28)

  註: 1) 련학과는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학과 등임.

     2) 의료인력은 소아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고 이외에 재활의학과, 한의사, 치과 

의사 등임.

     3) 기타는 복지  치료사, 유치원 원장, 조기교육원 원장, 치료 크리에이션지

도사 등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한편으로 장애아동 보육을 하여 공식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

회 단체가 있는가에 해서는 담시설 69.2%, 통합시설 38.7%가 있

다고 응답하 는데,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단체로는 장애아동보

육시설 의회를 가장 많이 거론하 고, 그 이외에 보건소, 시‧군‧구청 

등 공서, 복지 , 종교단체, 친목단체  학생 등을 들었다(표 

4-45 참조). 

  연계를 맺고 있는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

다. 먼  국장애아 담보육시설 의회, 복지   학은 장애아 보

육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라면, 공서는 실무

인 지원을 제공하고 그 이외에 종교  민간 친목단체 등을 단순한 

자원 사 차원에서의 지원처로 보아야 할 것이다.    

〈表 4-45〉 公式的 連繫 機關 百分率 分
(단 : %, 개소)

구분 장보
행정

서
보건소 복지

복지

재단
학

종교

단체

민간/

친목단체
1) 계

비율(N) 19.4(6) 16.1(5) 9.7(3) 6.5(2) 12.9(4) 9.7(3) 9.7(3)  16.1(5) 100.0(31)

  註: 1) 친목단체는 산악회, 수 장 , 군인, 직장 사회, 학생 등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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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節 障碍兒童 保育 現況의 政策 示唆點

  장애아동 보육 황과 련하여 정책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아보육의 확  필요성이다. 재 장애보육아동은 체 보

육아동의 0.38%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

률이 일반아동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아 보육의 규모를 체 

보육아동의 2% 수 으로 확 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 보육시설을 확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으로 안배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재 

장애아보육의 공 이나 이용이 도시 심이며, 특히 구  울산 지

역에 집 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보육시설에 한 재정지원의 문제이다. 보육시설에 장애아 보

육료로 1～3  아동은 2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를, 4～6  아동은 2세

아의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담시설에 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

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단순한 운  이외에도 장비  설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많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시설들이 추

가로 필요하다는 설비  장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장애아보육을 한 정인력의 문제이다. 유아보육법 시행규

칙에 의하면 교사  아동비율을 1:5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

는 교사  아동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다. 아동특성에 따라서 탄력

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선진국과 동일하게는 못하여도 재 아

동 특성과 무 하게 일률 으로 용하는 1:5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

수인력도 조사 결과 담시설의 경우 특수교사  치료사 등 특수인

력 1명당 장애아동의 수는 10.7명이고, 통합시설은 13.4명이다. 재 

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

며, 이와는 별도로 국공립  법인 담시설에 치료사를 2명까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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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담시설은 최소한 특수인력 1인당 아동수

가 10명 미만이 되는 것이 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을 과하고 있다.

  넷째, 개별화 로그램과 련하여 장애아동 보육에 있어서 개별화

교육 로그램은 아동의 장애증상 완화  추가 장애 방을 포함한 

보육의 효과를 거두기 한 필수 인 요소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많다. 특히 통합시설의 경우 그 비율이 높은데, 통합시설에서

도 체계 인 보육이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인력의 

문성 확보가 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설  가족을 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먼  

시설에 한 인  기술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개별화교육 계획은 시

설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문가 에 의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조사 결과 개별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경우에도 이를 지

원하는 별도의 외부 인력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한 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하

기 해서도 지역사회의 지원이 요구된다. 장애아 보육  부모 지원

은 보육시설 내에 있는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련단체

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장애아동 보육  담보육시설에 한 발 방향과 련된 

문제이다. 부분의 시설장은 경도 장애아동은 통합보육을 받아야 한

다고 생각하지만 도 장애아동에 해서는 담보육  치료를 선호

하고 통합보육을 받도록 하자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담보육시설에 

해서도 통합시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담시설을 확

해야 한다거나 치료시설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지 않았다. 이는  

장애아동에 한 교육  보육 정책의 기본방향이 통합(Inclusion)이고,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아동만을 모아서 분리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의 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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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문 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육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반 하 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원

칙 으로는 통합보육을 추진하되 단기 으로는 담보육시설을 그

로 존족시켜야 하고 한편으로 별도로 치료시설을 확충해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第 5章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父母 滿足度 

第 1節 保育 障碍兒童  家族의 特性 

  제1 에서는 장애보육 아동의 성  연령 등 인구학  특성과 장애 

련 특성을 알아보고, 가족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 가

구소득  부모  가족의 어려움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특히 장애

아동의 출 으로 인한 부모와 가족의 어려움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

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발달 련 문제, 경제  문제, 부모의 사회  

 심리  문제, 가족의 갈등으로 나 어 기술하 다.       

  1. 障碍 保育兒童의 特性

가. 人口學的 特性

  <표 5-1>은 장애보육아동의 인구학  특성을 나타내는데, 먼  조

사 상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는 1,678명 장애아동의 성별 특성

을 보면 남아가 71.0% 여아 29.0%로 남아가 여아보다 2.4배로 월등하

게 많다. 이는 0～9세아의 장애아 출 율이 남아와 여아가 각각 0.7%, 

0.5%로 0.2%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성별 비율은 여아에 비하여 남아가 상

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원인이 

보육시설 이용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하여 차별되고 있음을 의미하

는지 아니면, 장애아로 명되지는 않았으나 장애 험을 가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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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녀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지는 분명하지 않다. 

  보육아동의 연령은 <표 5-1>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을 지 할 수 있다. 첫째는 3세 미만아동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이다. 장애보육아동  0～2세아의 비율이 담시설은 4.8%, 통합시설

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체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2세 이하 

아동 비율 21.8%48)보다 훨씬 낮은 수 이다. 

〈表 5-1〉 保育 障碍兒童의 人口學的 特性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성별

   남 71.6 68.4 71.0

   여 28.4 31.6 29.0

   계(N) 100.0(1,349) 100.0(329) 100.0(1,678)

 연령1)

   2세 이하 4.8 1.0 4.1

   3세 9.3 9.2 9.3

   4세 13.7 17.8 14.4

   5세 17.9 21.9 18.6

   6세 18.4 26.0 19.8

   7세 13.3 15.1 13.6

   8세 7.5 4.8 7.0

   9세 6.5 2.1 5.7

  10세 이상 8.7 2.1 7.5

  계(N) 100.0(1,270) 100.0(328) 100.0(1,558)

  註: 1) 연령 기 일은 7월 1일로 통계산출 기 인 3월 1일과는 차이가 있음.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이 어린 장애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려 하지 

못하고, 한 장애아동 모의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꼭 보육시설을 이

용하여야 하는 비율도 일반 부모보다는 낮을 것이다. 한 다른 한편

48) 2000년 말 기 으로 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2세 미만아 비율은 6.7%, 2세아

의 비율은 15.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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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많은 보육시설에서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아동의 연령을 입소 

조건의 하나로 제한하는 경우가 지 않다. 심지어 5세아로 한정하는 

시설도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이 일반아동 이상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을 고려할 때 0～2세 장애아의 보육비율은 

확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보육아동의 연령이 일반 취학아동의 연령을 넘긴 아동

의 비율이 높다는 이다.49) 이러한 은 담보육시설의 경우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7～10세 이상 아동이 36.0%이고, 통합보육시

설은 10.5%이다. 그러나 통합보육시설의 경우에도 9세  10세 아동

의 비율은 상 으로 낮으나 6세 아동의 비율은 26.0%나 된다. 6세 

이상 아동이 많은 것은 물론 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보육 때문이기

도 하겠지만 상당수의 아동은 사실상 장애증상의 완화를 기 하며 취

학을 늦춘 연령이 많은 미취학 아동이다. 그러므로 장애보육 상 아

동의 연령은 일반아동의 취학연령인 만 6세에서 크게 연장하여야 함

을 뒷받침한다. 

나. 障碍 特性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알아보고

자 장애인복지법 분류체계 에서 아동에게 용할 수 있는 정신지

체,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보육 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 상 아동도 보육 상 아동이 되지만 사회복지시설인 보육시

설에서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심의 분류체계에 의한 장애인 등록상의 

49) 여기서 연령기 은 조사일시(2001. 7) 기 이므로 보육통계 기 일인 3월 1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재 만 6세 이상이라도 3월 1일 기 으로는 미취학 상이었던 

아동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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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도 이를 그 로 용하 다. 

  <표 5-2>는 보육아동의 가장 주된 장애의 장애등   장애 유형을 

나타낸다. 이에 제시된 장애유형 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지체가 담

시설 53.2%, 통합시설 4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발달장애로 각각 

21.8%, 26.9%이다. 장애 유형도 시설 유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

여서 담시설이 정신지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통합시설에 발달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비율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0～9세의 장애아 출 율과 비교하면 언어장애

와 뇌병변장애 아동의 비율이 상 으로 낮다.  

〈表 5-2〉 保育 障碍兒童의 障碍 等級  種類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종류

  정신지체 53.2 46.5 51.8

  지체장애 10.3 8.6 9.9

  청각장애 2.0 4.0 2.4

  언어장애 3.1 7.6 4.0

  시각장애 0.5 0.9 0.5

  발달장애 21.8 26.9 22.8

  뇌병변 장애 6.0 3.4 5.5

  기타 2.9 2.1 2.7

  계(N) 100.0(1,322) 100.0(327) 100.0(1,633)

 장애등

  등록

   1～3 74.7 71.8 74.1

   4～6 0.2 4.6 1.2

  미등록 25.1 23.6 24.8

 계(N) 100.0(1,288) 100.0(326) 100.0(1,614)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실태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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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여부는 등록 장애 아동이 75.2%이고 미등록 장애 보육아동이 

체 으로 24.8%인데, 등록아동은 부분이 1～3  장애인으로 등록

하 고, 4～6  장애아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보육시설 유

형별로는 4～6 의 비율이 담시설에 비하여 통합시설이 상 으로 

높아서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하여 증 장애아동을 많이 보육하

고 있음을 나타냈다.50) 

  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이 신규로 입소하고자 하면 보육

사업안내에 제시된 로 장애인 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는 의사의 진

단서로 이를 갈음하는 등 시설에 따라서 시설이 정한 기 을 용하

게 된다.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이러한 기 과는 별도로 포테이지 

로그램 등 별도의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여 특정 아

동을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등록 아동의 비율도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表 5-3〉 保育 障碍兒童의 障碍人 未登  事由

(단 : %,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아동 조기교육기

이용아동담시설 통합시설 체

 등록 차  방법을 몰라서 4.1 4.2 4.1 3.9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5.3 14.6 7.3 3.9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7.0 4.2 6.4 5.2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6.4 6.3 6.4 9.1

 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45.0 52.1 46.6 50.6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2.3 - 1.8 -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27.5 16.7 25.1 27.1

 기타 2.3 2.1 2.3 2.3

 계(N) 100.0(171) 100.0(48) 100.0(219) 100.0(7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50) 그러나 장애 수와 장애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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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장애 미등록 아동의 미등록 사유는 증상이 좋아질 것 같

아서가 4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25.1%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서, 통합시설 아

동의 부모가 증상의 개선을 기 하는 비율이 높고 담시설 이용아동

의 부모가 장애아동임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비율이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시설의 아동이 발달장애가 많다는 

과 련이 있다. 이 게 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는 장애인이라

고 생각되지 않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은 복지   조기교

육기 을 통한 조사에서 그 비율이 더 높은데, 이 역시 보육시설 이

용아동에 비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비율이 많다는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障碍 發見 

  <표 5-4>는 아동의 장애 발견 시기를 개월별 비율로 제시한 것

인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조사와 조기교육기  이용아동 조사 

모두 36개월이 될 때까지 약 2/3 정도의 아동의 장애가 발견되고, 48

개월이 93～94%의 장애아동이 발견되고, 만 4세 이후에 장애를 발견

하는 경우도 6～7%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36개월 이 의 장애 발견비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이 조기교육기  이용 아동에 비하여 비교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출생 후 6개월까지의 비율이 각각 22.4%, 15.4%이다. 장애 발견은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그 용이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발견시기의 차이는 조기교육기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와 

언어장애 아동 비율이 많은 등 두 조사 상아동의 장애유형 특성에

서 기인한 결과로 단된다.51)

  한편 자녀의 장애를 발견 후 약 90%의 부모는 종합병원, 일반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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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의료기 을 찾아가고 장애인복지 이나 사설 조기교실 등을 찾

는 부모는 각각 3～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5-4〉 障碍兒童의 障碍 發見 時期 累積 比率

(단 : %, 명)

구분 보육시설 이용아동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2)

   6개월 이하 22.4 15.4

  12개월 35.2 24.8

  18개월 44.4 36.0

  24개월 58.8 51.9

  36개월 68.6 67.8

  42개월 82.3 82.7

  48개월 93.3 94.4

  48개월 이후 100.0 100.0

  (N) (844) (214)

資料: 1)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2. 障碍兒童 家族의 特性

가. 父母의 學歷 特性 

  <표 5-5>는 부모의 학력 특성을 나타내는데 고졸의 비율이 부 43.8%, 

모 60.4%이고 4년제 학 이상자의 비율이 부 41.3%, 모 34.8%이다. 그

런데 부모의 학력은 통합시설 부모의 학력 수 이 담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학력에 비하여 상 으로 높아 시설 유형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4년제 졸 이상이 담시설 이용아동 부의 경우 35.0%이고 

통합시설 이용아동 부는 62.4%로 조사되었다. 모의 경우에도 마찬가

51) 조기교육기  이용 아동의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아가 42.5%, 정신지체 25.6%, 언어

장애 19.2%로  발달장애아가 22.8%, 정신지체 52.8%인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장애

유형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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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4년제 졸 이상이 담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20.1%이고 통합시

설 이용아동은 40.3%이다.

〈表 5-5〉 保育 障碍兒童 父母의 學歷

(단 : %, 명)

구분
부 모

담시설 통합시설 체 담시설 통합시설 체

  고졸 48.4 28.2 43.8 68.0 44.0 60.4

  문 졸 14.0 8.3 12.7 11.4 15.2 12.3

  4년 졸 29.6 46.4  33.5 18.6 37.0 22.9

  학원 이상 5.4 16.0 7.8 1.5 3.3 1.9

  부재 2.4 1.1 2.1 0.2 0.5 0.3

  계(N) 100.0(614) 100.0(181) 100.0(795) 100.0(612) 100.0(184) 100.0(796)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나. 母의 就業特性

  <표 5-6>은 조사 상 장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1,623

명을 상으로 수집한 모의 직업 특성을 나타낸다. 모의 취업상태는 

종일제 취업은 9.1%에 지나지 않고 시간제  가내부업을 모두 합하

여도 담시설 이용아동 모 27.5%, 통합시설 이용아동 모 31.6%로 

체 으로 27.8%의 모만이 조사 당시 취업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보육아동의 모의 취업상태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보육시설 모의 취업률은 종일제

고용 29.7%를 포함하여 66.0%로, 장애아 모의 취업률 27.8%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종일제 고용비율은 통합시설이 가장 높으나 10.3%에 지

나지 않는다. 장애아동 모의 낮은 취업률은 장애아동을 가진 모가 장

애를 가진 자녀에 한 양육  교육 등의 부담으로 취업 활동에 많

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애아동 출  이 에 취업 

이던 모도 장애아동이 출 한 다음부터 치료, 교육  장애아동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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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지에 요구되는 다  역할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은 곧 가정의 경제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表 5-6〉 障碍兒童 母의 就業狀態

(단 : %, 명)

구분
장애 보육 아동 모

1)

보육 미이용 

아동모
2)

국공립시설 

이용아동모
3)

담시설 통합시설 체

 자 업 3.7 3.9 3.8 7.6 16.3

 종일제 8.8 10.3 9.1 7.0 29.7

 시간제 6.1 5.8 6.0 1.9 8.3

 가내부업 2.7 4.3 3.0 2.5 (4.3)

 일용근로자 1.5 4.0 2.0 1.3 1.7

 남편 자 업에 종사 4.7 3.3 4.4 3.2 4.9

 업주부 69.3 64.1 68.3 75.3 34.0

 모 부재 3.2 4.3 3.9 - -

 계(N) 100.0(1,294) 100.0(329) 100.0(1,623) 100.0(158) 100.0(925)

  註: 조사시 취업상태 구분이 달라서 ( )안은 임시계약직을 나타냄.

資料: 1)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3)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운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1.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타 조기교육기 만을 이용하는 장

애아동의 모의 취업률은 24.7%로 조사되었다.52)

다. 家口所得

  장애보육아동이 있는 814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만

52)  비율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취업율보다 낮지만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는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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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이 20.5%, 100만원 이상 149만원 28.7%, 15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 22.2%이고, 200만원 이상이 249만원 이하 12.2%이며, 250만원 이

상이 7.7%이고, 월 300만원이 넘는 비율도 8.6%가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장애아동 기구의 월평균 소득은 173만원 정도라는 정

숙 외(2000) 연구와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수 이다. 

  그런데 가구소득도 학력과 마찬가지로 시설 유형간에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담시설에 비하여 통합시설 이용자 가구의 소득 수 이 상

으로 높다. 100만원 미만  100～149만원 미만은 담보육시설 

아동 가구의 비율이 통합보육시설 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나 그 이상 

소득 수 부터는 반 로 통합보육시설 아동 가구의 비율이 높다.  

〈表 5-7〉 保育 障碍兒童 家口의 經濟的 特性 百分率 分
(단 : %, 명)

구분
장애보육아동 가구1)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가구2)
담시설 통합시설 체

  100만원 미만 23.2 12.0 20.5 19.4

  100～149만원 이하 31.2 20.8 28.7 28.5

  150～199만원 이하 20.3 28.6 22.2 21.5

  200～249만원 이하 11.3 15.1 12.2 14.4

  250～299만원 이하  6.6 11.5  7.7  9.1

  300만원 이상  7.6 11.9  8.6  7.1

  계(N) 100.0(622) 100.0(192) 100.0(814) 100.0(1,170)

資料: 1)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운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를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 가구의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체

으로는 고소득 비율이 상 으로 낮아서 약간 낮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 유형별로는 담시설 이용자 가구는 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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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부모의 소득수 과 유사하나 약간 더 낮은 반면에 통합시설 이

용아동의 가구 소득은 국공립시설 이용가구의 체 소득보다 높다.   

라. 障碍兒童 父母  家族의 어려움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장애아동의 문제는 아동 개인의 문제에 머물

지 않고 그 가족과 부모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문제임을 증

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기 로 부모  

가족의 어려움에 하여 7가지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 

즉, 조사된 문항은 아동의 문제로 자녀 교육  치료기 의 선택과 

장애아동의 불투명한 진로에 한 불안, 부모의 문제로 자녀 양육‧치

료에 따른 경제  부담, 삶에 한 회의  우울한 느낌  외출  

사회활동의 제한,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 문제로 부부간의 의견 립 

 불화, 일반 자녀들의 불만  갈등에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7가지 문항에 한 조사 결과를 4  척도로 먼  요약

한다면 [그림 5-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요한 문제가 아동의 불투명한 장래  진로에 한 불안으로 부모

가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3.24 이고, 그 다음이 자녀 보육  치료

에 따른 경제  부담으로 3.04 이며, 세 번째가 자녀의 교육  치료

기  선택의 어려움으로 2.87 이다. 그 다음이 자녀 양육  치료 등 

뒷바라지로 인한 부모의 사회활동 제한 2.75   심리  우울감 2.65

이다. 이에 비하여 부부간의 갈등(2.19 )이나 다른 형제들의 불만 

 갈등의 문제(2.17 ) 등 가족 계는 비교  어려움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아동 련 문제, 부모 련 문제, 가족 련 

문제의 순으로 어려움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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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활동의 제약

 우울한 느낌

 경제적 부담

 이용기관의 선택

 아동의 진로

〔그림 5-1〕 保育施設 利用 父母의 目別 어려움 程度 比

  1) 兒童의 發達 關聯 問題

  아동에 한 장래 문제는 장애아동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다. 본 조사에서는 아동의 불투명한 장래에 한 불안에 하여 41. 

4%의 부모가 매우 심하다고 하 고, 43.8%는 심한 편이라고 하여 모

두 85.2%가 자녀의 장래에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보육시설 유형간에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통합

시설 부모가 더 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다. 

  아동을 한 교육  치료기  선택의 어려움은 장래에 한 불안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 으나 응답자의 18.0%가 심한 어려움을 겪는

다고 하 고 53.6%는 비교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여 71.6%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육 유형별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이 담시설 69.1%, 통합시설 79.7%로 유형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통합시설의 부모가 자녀 교육  치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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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선택에서 담시설의 부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합시설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완화를 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5-8〉 障碍兒童 發達 關聯 어려움 程度   

(단 : %, 명)

구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별로 
문제가 
안됨

 
문제가 
안됨

계(N) 4 척도1)

평균(t 값)

 아동진로 불안  40.5 43.7 13.2 2.5 100.0(613) 3.22

  담시설 40.5 43.7 13.2 2.5 100.0(613) 3.22

  통합시설 44.7 44.1 10.1 1.1 100.0(188) 3.32

  체 41.4 43.8 12.5 2.2 100.0(801) 3.24(t=1.76)
#

 교육치료기  선택 40.5 43.7 13.2 2.5 100.0(613) 3.22

  담시설 15.1 54.0 28.3 2.7 100.0(591) 2.81

  통합시설 27.5 52.2 18.7 1.6 100.0(182) 3.05

  체 18.0 53.6 26.0 2.5 100.0(773) 2.87(t=3.93)
**

  註: 1) 4  척도는 매우 심함 4 , 심한 편임 3 , 별로 문제가 안됨 2 ,  문제

가 안됨 1 을 부여하여 평균을 낸 것으로 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

가 심함을 나타냄. **는 p<0.01, 1 #는 p<0.1을 의미함.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經濟的 어려움 

  장애아 가족이 아동의 치료  교육에 한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

를 한 비용 한 증가하게 되고,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장

애아동 부모에 한 조사 결과 아동의 양육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에 따르는 부모의 경제 인 부담에 하여 매우 심하다는 비율 

28.2%, 심한 편이라는 비율 48.6%로, 모두 76.8%의 부모가 경제  어

려움을 호소하 다. 어려움의 정도를 4  척도로 환산하면 체는 3.0

이고, 이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경제  스트 스 지수가 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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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69 이라는 정 숙 외(200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는 보육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즉, 경제  부담이 어려운 

문제라는 비율이 담시설 이용아동 부모 65.3%, 통합시설 이용아동 

부모 80.6%로 통합시설 이용아동 부모가 더 높았다. 4  척도로는 

담시설 3.0 , 통합시설 3.2 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통계 으로도 유

의하다. 가구소득은 통합시설 이용 아동 가구가 더 높은데(표 5-9 참

조), 가구 소득이 상 으로 높은 이들이 경제  어려움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것이다. 이는 자녀의 치료  교육에 한 욕구  보육시설 

이외의 서비스 이용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즉, 통합시설 이용

부모들이 상 으로 아동의 교육이나 치료를 한 기 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담보육시설 아동의 장애정도가 더 증이

라는 을 고려한다면 담보육시설과 통합시설에 한 부모의 기  

 서비스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9〉 障碍兒童으로 인한 經濟的 어려움 程度

(단 : %, 명)

구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별로 
문제가 
안됨

 
문제가 
안됨.

계(N) 4 척도1)

평균(t 값)

 담보육시설 25.8 49.5 23.4 1.3 100.0(616) 3.00

 통합보육시설 35.8 45.8 17.4 1.1 100.0(190) 3.16

 체 28.2 48.6 22.0 1.2 100.0(806) 3.04(t=2.68**)

  註: 1) 4  척도 수는 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며, **는 

p<.01로 시설 유형간 평균 수 차이의 유의도를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장애아동 가정의 장애아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 인 문

제를 자세하게 보면 <표 5-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육시설을 이

용하는 가정에서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456,000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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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고, 비용  70.8%인 323,000원이 보육, 교육  조기치료

를 한 비용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 상아동의 부분이 3세 이

상아이고 3세 이상아의 일반 아동의 보육비용이 100,000～110,000원임

을 고려할 때 약 3배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자녀

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월평균 27만원이라는 연구결과(정

숙 외, 2000)와도 유사하다.

〈表 5-10〉 家口 所得水準別 障碍兒童에 所要되는 費用 百分率 分
(단 : 만원, 명)

구분 총 비용 교육‧보육‧치료비 의료비 기타

  보육시설 이용 가정
1) 30.3 19.2 4.8 6.3

   100만원 미만 30.3 19.2 4.8 6.3

   100～149만원 이하 39.1 27.8 6.0 5.3

   150～199만원 이하 50.0 37.2 5.8 7.0

   200～249만원 이하 50.1 38.2 6.9 5.0

   250～299만원 이하 54.9 41.3 5.5 8.1

   300만원 이상 70.6 46.8 7.6 16.2

   체 45.6 32.3 5.9 7.4

   (N) (771) (774) (766) (766)

  조기교육기 이용 가정
2)

   복지  이용 39.4 31.0 5.5 7.9

   사설조기교육기  이용 47.7 38.4 6.3 3.8

   체 43.4 33.7 5.9 3.8

   (N) (214) (208) (201) (201)

  註: 보육시설이용 아동  일부는 조기교육기 을, 조기교육기  이용아동  일부

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조사 상기 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제시

하 음. 

資料: 1)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이러한 비용은 소득수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인데, 특히 보

육, 교육  조기치료를 한 비용은 소득수 과 정의 상 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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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서 소득수 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평균 70만원 이상을 장애

자녀에게 쓰고, 소득수 이 월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월 평균 30만

원을 쓰고 있어서 소득 수 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득수 이 월 1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장애아동 하나에 월 평균 

300,000원, 즉, 소득의 30%를 지출하고 있어서 소득 수 이 낮을수록 

경제  어려움이 큼을 알 수 있다. 

  한 복지 , 사설 조기교육기  이용 아동 부모 조사에서도 체

으로는 장애아동에게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치료비  의료비 

등은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53) 복지

보다 사설조기교육기 을 이용하는 경우 체비용, 교육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다.    

  3) 父母의 社 的‧心理的 어려움  

  장애아동으로 인한 부모의 활동 제한이나 심리  우울감 등은 부모 

자신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장래나 교육, 가정 경제의 문

제보다는 그 심각성이 덜하지만 부부  자녀의 갈등보다는 상 으

로 어려움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5-1 참조). 

  구체 인 조사 결과를 보면 <표 5-11>을 보면 장애아동 보호로 인

한 사회활동의 제한에 하여 21.7%가 매우 심한 문제로, 39.2%가 심

한 편인 문제라고 하여 체 으로 60.9%의 응답자가 사회활동에 

한 제약을 문제로 인식하 고, 39.1%의 부모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

다. 

  한 삶에 한 회의나 우울한 느낌은 14.0%의 부모가 매우 심하다

고 응답하 고, 43.5%는 심한 편이라고 하여 모두 57.5%가 문제로 인

53) 조기교육기  이용자조사는 응답자수가 219명이므로 소득수 별로 구분하기에 

하지 않아서 체 통계만 산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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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 고, 42.5%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사회활동에의 제약보다 문제

가 상 으로 더 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장애아동으로 인한 부모 본인의 사회 ‧심리  문제는 보육

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表 5-11〉 障碍兒童 父母의 社 的‧心理的 어려움 程度 

(단 : %, 명)

구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별로 
문제가 
안됨

 
문제가 
안됨

계(N) 4 척도
평균(t 값)

 사회활동 제한 

  담시설 20.8 41.2 30.8 7.2 100.0(611) 2.76

  통합시설 24.6 32.6 35.8 7.0 100.0(187) 2.75

  체 21.7 39.2 32.0 7.1 100.0(798) 2.75(t=0.12)

 삶의 회의  우울감 

  담시설 14.2 44.0 34.9 6.9 100.0(607) 2.65

  통합시설 13.6 41.8 37.0 7.6 100.0(184) 2.61

  체 14.0 43.5 35.4 7.1 100.0(791) 2.63(t=0.68)

  註: 4  척도 수는 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4) 家族 葛藤 

  일반 으로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애아동 뒷바라지로 인

한 경제 , 사회   심리  어려움은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한 장애 자녀에 집 되는 부모의 보호와 심  가정경제  편

은 일반 타 자녀의 불만  자녀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본 조사 결과 부부  자녀간의 갈등은 다른 문제에 비하여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조사 상의  1/4 내

외의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을, 일반자녀의 불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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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먼  <표 5-12>를 보면 먼  장애아동

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된다는 비율이 24.3%이고, 나머지 

75.7%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보육시설 유형별로는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통합시설의 부모가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아동으로 인한 비장애 형제의 불만이나 갈등도 응답자의 29.8%

가 문제가 된다고 하 고 70.2%는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 다. 보육시

설 유형별로는 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통합시설

의 부모가 문제가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은 담시설 

이용아동의 장애정도가 더 증이고, 가정의 사회 경제  특성이 통

합보육시설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과 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表 5-12〉 障碍兒童으로 인한 家族葛藤 어려움 程度  

(단 : %, 명)

구분 매우
심함

심한 
편임

별로 
문제가 
안됨

 
문제가 
안됨

계(N) 4 척도
평균(t 값)

 부부 갈등

  담시설 4.9 21.3 53.4 20.4 100.0(607) 2.11

  통합시설 4.4 13.7 61.5 20.3 100.0(182) 2.02

  체 4.8 19.5 55.3 20.4 100.0(789) 2.19(t=1.37)

 일반자녀 불만

  담시설 6.3 24.2 50.5 19.0 100.0(574) 2.18

  통합시설 3.6 23.2 55.4 17.9 100.0(168) 2.12

  체 5.7 24.0 51.6 18.7 100.0(742) 2.17(t=0.80)

  註: 4  척도 수는 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父母 滿足度 205

第2節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본 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아보육 이용 행태를 보육시설 이용과 타 기  

이용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보육시설 이용에 해서는 이용시간, 이

용기간, 보육료, 등퇴원 방법  시간 등을 기술하 으며, 타 기  이

용은 재의 복이용  과거 이용에 하여 알아보았다.

  1. 保育施設 利用

가. 保育施設 利用時間

  아동의 보육시설 등퇴원 시각, 이용시간 등은 일반 아동의 이용양

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장애아동의 등원시각은 체로 늦어서 가

장 많은 아동이 등원하는 시각이 9시에서 9시 30분까지이고, 10시 이

후에 등원하는 비율이 17.9%, 통합시설 11.0%이다. 

〈表 5-13〉 保育 障碍兒童 登院時間 百分率 分  

(단 : %, 명)

시간
장애아동

국공립시설
담시설 통합시설 체

  7:30 까지 0.5 1.1 0.6 1.1

  7:31～ 8:00 1.3 -  1.0  4.4

  8:01～ 8:30 10.1 3.7  8.6 20.9

  8:31～ 9:00 23.0 19.8 22.2 32.8

  9:01～ 9:30 26.5 47.9 31.5 26.9

  9:31～10:00 20.7 16.5 19.8 12.5

 10:01 이후 17.9 11.0 16.3 1.4

 계(N) 100.0(622) 100.0(188) 100.0(810) 100.0(923)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운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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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최빈 등원시간이 8시30분에서 9시

까지이고 10시 넘어서 오는 아동은 1.4%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표 

5-13 참조).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아동양육에 한 부담으로 취업비

율에서 일반아동의 모와 차이가 크다는 , 한 아동이 보육시설 이외

에 다른 기 에 다니는 아동이 상당수라는 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상은 귀가시간도 마찬가지여서 일반아동에 비하여 장애아

동의 귀가 시간이 빠르다. 2시까지 퇴원을 하는 아동의 비율이 담

시설 14.2%, 통합시설 26.8%로 체 18.4%이다. 이 역시 4.1%에 불과

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비교된다(표 5-14 참조).   

〈表 5-14〉 保育 障碍兒童 歸家時間 百分率 分

(단 : %, 명)

시간
장애아보육 아동1)

국공립시설 아동2)

담시설 통합시설 체

 14:00 까지 14.2 26.8 18.4 4.1

 14:01～15:00 11.5 17.9 13.0 10.2

 15:01～16:00 19.1 25.8  20.6  23.0

 16:01～17:00 37.3  16.8 32.5 24.8

 17:01～18:00 11.0 4.7 9.5 22.0

 18:01～19:00 2.9  1.1 2.5 11.8

 19:01 이후 0.6 1.6 0.9 3.8

 계 (N) 100.0(619) 100.0(190) 100.0(809) 100.0(922)

資料: 1)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운  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1.

  이처럼 장애보육아동의 등원시간은 늦고 퇴원시간은 빠르기 때문에 

자연히 보육시간도 짧게 된다. 조사 상 보육시설 이용아동 1,558명의

이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종일반 아동은 담 62.6%, 통합

65.9%로 모두 63.3%이고, 28.6% 정도가 반일반이며, 시간제 보육아동

도 6.2%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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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15〉 保育 障碍兒童 施設 利用時間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종일반 62.6 65.9 63.3

  반일반 29.5 25.0 28.6

  시간제 6.3 6.1 6.2

  기타 1.6 3.0 1.9

  계(N) 100.0(1270) 100.0(328) 100.0(1558)

  평균 6시간 7분 5시간 45분 6시간 1분

  표 편차 2시간 2시간 29분 2시간 8분

  최 40분 90분 40분

  최고 9시간 40분 24시간 24시간

  (조사 상자) (760) (187) (790)

資料: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한편 아동의 보육시간을 산출해 보면 담보육시설 아동은 6시간  

7분, 통합보육시설 아동은 5시간 45분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서 최소 

보육시간이 담시설은 40분54), 통합시설은 1시간 반인데, 이는 아침 

일  보육시설로 왔다가 유치원이나 다른 기 으로 다른 서비스를 받

으러 가는 아동이거나 는 오 에 다른 기 에 갔다가 늦게 보육시

설에 오는 아동 등 여러 기 을 동시에 다니는 아동이 상당수이기 때

문이다. 반 로 통합시설의 경우 최 로 24시간 보육을 받는 장애아

동이 있다. 이러한 보육시간은 국공립보육시설 평균 이용시간 7시간 

44분(서문희 외, 2001)과 비교된다.

나. 利用期間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이용기간은 보육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육시설의 아동의 이용기간이 평균   

54) 이 경우는 오  8시 20분에 왔다가 9시에 유치원을 가는 아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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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통합시설 평균 10개월로 담시설의 아동 이용기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이용기간

은 1년 2개월이다.

  이용기간 분포를 보면 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가 

31.9%인 반면에 3년이 넘도록 다니고 있는 아동도 13.9%가 된다. 통

합시설은 6개월 53.8%, 6～12개월 10.2%로 체 아동의 64.0%의 아동

이 1년 이하이고 8.1%의 아동이 2년 넘게 다니고 있다(표 5-16 참조). 

〈表 5-16〉 保育 障碍兒童의 施設 利用期間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6개월 이하 31.9 53.8 37.1

  7～12개월 16.3 10.2 14.9

 13～24개월 26.8 28.0 27.1

 25～36개월 11.1 5.4 9.8

 37～48개월 8.7 1.1 6.9

 49개월 이상 5.2 1.6 4.3

 계(N) 100.0(601) 100.0(186) 100.0(787)

 평균(t=7.1)** 1년 5개월 10개월 1년 4개월

 표 편차 1년 4개월 10개월 1년 3개월

  註: **는 p<.01로 평균 이용기간의 유의성을 나타냄. 

資料: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이러한 보육유형별 이용기간의 차이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연령 

분포와도 련이 있고, 이용아동의 장애정도의 차이와 어느 정도 

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55)

55) 장애정도가 경할수록 부모가 장애증상 완화에 높은 기 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기 감은 다양한 조기 재 서비스 이용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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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保育料

  1) 保育料 支援

  조사 상 장애 보육시설 이용아동 1,633명의 보육료 지원을 보면, 

담시설아동 17.0%, 통합시설아동 10.9%가 보육료 면제 상아동이

고, 감면아동은 담시설 8.6%, 통합시설 8.1%이다. 이러한 보육료 면

제  감면 아동비율은 2001년 3월 기 의 체 보육아동 702,860명

 면제아동이 37,000명으로 5.3%이고 감면아동이 109,779명으로 보육

아동의 15.6%인 통계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체 으로 장애아동은 면제 아동비율이 일반아동의 3배 이상인 반면

에 감면아동 비율은 약 1/2 수 이다. 특히 담시설이 통합시설에 비

하여 면제아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表 5-17〉 保育 障碍兒童의 保育料 支援 百分率 分  

(단 : %, 명)

구분  
장애보육아동

체 보육아동
담시설 통합시설 체

  면제 17.1 10.9 15.9 5.3

  감면 8.6 8.1 8.5 15.6

  일반 74.3 80.9 75.6 89.1

  계(N) 100.0(1313) 100.0(320) 100.0(1633) 100.0(702,86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1.

  재 경기도 부천시와 안산시에서 일반아동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

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국고지원에 의한 보육료 감면 이외에 일

반 장애아동에 한 별도의 보육료 추가 감면 조치를 하는 곳이 없음

을 고려할 때, <표 5-17>은 보육 장애아동이 일반 보육아동에 비하여 

소득층 아동이 많다는 것을 다시 보여 다고 하겠다. 이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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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등 취약계층에서 장애아동 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Fujiura & Yamaki, 2000).     

  2) 保育料 水準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재 장애정도 1～3  증 장애아동

은 일반 2세 미만 아동 보육료, 4～6  경증 장애아동은 일반 2세아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단가 기 으로 그 월 액은 

각각 225,00원, 186,000원이다. 반일반의 경우 이 액의 50%를 수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담시설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부분이 1～3 으로 2세 미만아의 보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

데 실제로 평균 보육료는 감면아동 123,900원, 일반아동 204,000원으

로 조사되었고, 통합시설의 경우 감면아동 보육료는 담시설보다 약

간 높은 반면에 일반아동은 184,300원으로 낮았다. 

〈表 5-18〉 保育 障碍兒童의 平均 保育料

(단 : 천원, 명)

구분  
아동료 2세 미만아

정부지원단가담시설 통합시설 체

감면 122.9 (45) 126.2 (46) 123.9 (45) 135.0

(N) (67) (30) (97)

일반 210.1 (54) 184.3 (37) 204.2 (51) 225.0

(N) (467) (184) (607)

  註: ( )안은 표 편차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01.

  일반아동의 경우 보육료가 지원단가보다 낮은 것은 반일반  시간

제 보육아동이 37% 정도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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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유형간에는 종일반 아동의 비율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평균 보육료가 20,00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간시설이 장

애아동의 경우에도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 이

하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료에 하여서도 부모들은 부담이 된다는 비율

이 높다. 감면 상 부모는 9.1%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하고, 46.5%가 

부담되는 편, 43.4%가 당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 부모는 

25.1%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응답하 고, 51.5%는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하 다. 일반 부모 에는 서비스가 개선되면 더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비율이 7.1%이기는 하지만 액수가 큰 만큼 부담을 느끼는 정

도는 감면 가정보다 더하다(표 5-19 참조).      

〈表 5-19〉 障碍兒童 保育料에 한 父母의 負擔 程度   

(단 : %, 명)

구분  감면 일반 체

 상당히 부담 9.1 25.1 22.7

 부담되는 편 46.5 51.5 50.9

 당한 편 42.4 16.2 19.8

 로그램이 개선되다면 더 부담할 수 있음 2.0 7.1 6.6

 계(N)  100.0(99)  100.0(631)  100.0(720)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복지 이나 사설기 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

되는 월 평균 비용과 비교하면 복지 은 월 평균 126,600원이고 사설교

육기 은 227,600원으로 복지 보다 약 1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러나 표 편차가 복지  101,400원, 사설교육기  127,500원으

로 보육시설 비용의 표 편차 4～5만원 수 에 비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서 복지 과 시설기 은 교육기 은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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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20 참조). 

  그러나 보육시설과 이들 이용기 은 서비스 제공시간에서 많은 차

이가 있으므로 시간당 단  비용으로 환산하면 이용료의 차이는 훨씬 

크다.  

〈表 5-20〉 福祉館  私設機關 利用 障碍兒童 月平均 所要費用    

(단 : 천원, 명)

구분  복지  이용 시설기 이용 체

 비용 126.6 (101.4) 227.6 (127.5) 176.9 (125.5)

 계(N) (104) (103) (207)

  註: (  )안은 표 편차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라. 登院 方法  時間

  보육시설의 차량운 이 담시설과 통합시설에서 차이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등원 방법도 시설유형간에 차이가 

있다. 

  담시설은 65.2%의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고 34.2%의 아

동이 부모나 가족과 함께 승용차, 교통 는 걸어서 등원하는 반

면에 통합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단지 29.2%만이 보육시설 차량을 이

용하고, 38.5%가 부모의 승용차로, 16.7%가 교통으로, 그리고 

14.1%가 부모와 함께 걸어서 등원하는 등 거의 70%가 시설 차량 이

외의 방법으로 부모 는 가족과 함께 등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1 참조).

  등원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8분이고 표 편차가 19.7분이다. 등

원 방법별로 보면 어린이집 차량 이용은 평균 30.3분, 아동 혼자 걸을 

경우는 14.7분, 부모와 함께 걸어서 올 경우 11.3분, 교통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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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는 34.2분, 승용차 이용은 22.0분으로 조사되어서 교통과 

어린이집 차량 이용아동의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이 넘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등원 방법  이용아동 평균 등원시간 11.8분과 

비교하면 근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表 5-21〉 保育 障碍兒童의 登院 方法 

(단 : %, 명, 분)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1) 평균등원시간

(표 편차)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2)

 어린이집 차량 65.2 29.2 56.9 30.3(21.9) 43.5

 자녀 혼자 걸어서 0.9 0.5 0.8 14.7(12.1) 9.7

 가족과 걸어서 5.9 14.1 7.4 11.3(10.1) 36.2

 가족과 교통으로 7.1 16.7 9.3 34.2(19.3) -

 가족과 승용차로 20.7 38.5 24.8 22.0(12.5) 17.8

 기타 0.6 0.2 0.7 15.0( 5.0) -

 계(N) 100.0(649) 100.0(192) 100.0(836) 26.8(19.7) 100.0(1,219)

  평균(표 편차) 28.7(20.3) 20.7(14.1) 26.8(19.7) 26.8(19.7) 11.8(10.0)

資料: 1)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2)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운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2. 他 機關 利用

가. 現在 重複利用

  장애아 부모는 아동의 장애 치료  교육에 한 욕구가 큰 만큼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좋다는 서비스는 모두 받아 보는 등 다

양한 노력을 하게되고 그 결과 경제 으로 무리할 정도로 동시에 여

러 곳을 다니게 되는 아동이 지 않다. 

  재 보육시설 이외에  다니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체 으로 46.5%가 보육시설 이외에 다른 곳에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시설유형에 따른 차이가 커서 담시설 이용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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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인데 비하여 통합시설 이용아동은 그 2배가 되는 74.5%가 다른 

곳을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 다. 이러한 복이용은 복지   사

설조기교육기  이용자에 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복지  이용

아동 74.8%, 사설기  이용아동의 69.4%가 아동이 재 다니는 복지

  사설조기교육기  이외의 다른 기 을 복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6).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다니는 곳이 어디인지를 조사하 는데,  

담시설 아동은 병의원 치료실, 복지  조기교실, 사설언어치료실이 

비교  많고, 특수유치원 등 교육기 을 다니는 아동도 6.9%에 달하

으며, 사설조기교실 이용비율은 3.4%이었다. 한편으로 통합시설 아

동은 33.7%가 사설언어치료실을, 25.9%가 복지  조기교실을 다니고 

있었으며, 12.4%의 아동이 병의원 치료실, 9.3%의 아동이 사설조기교

실을 다니고 있고, 유치원 이용도 2.7%로 조사되었다(표 5-22 참조).

  이  다른 시설은 1주일 1～2번 정도 한 두 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치원은 거의 반일이 소요되고 등원시간도 이르므로 유치원

을 다니는 아동은 유치원 시간을 후하여 보육시설을 주로 보호 목

의 기 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표 한다면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일부 부모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타는 통합시설 아동에게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가정방문 교육, 체육교실, 수 , 민간요법, 태

권도 등 장애 증상 완화  신체 기능 증진을 한 것  피아노, 미

술학원 등 아동의 인지발달을 도모하기 한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56) 시설별로는 보육시설 23.3%, 특수유치원 3.1% 일반유치원 2.5%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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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2〉 保育施設 利用 障碍兒童이 保育施設 이외에 다니는 곳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있다 38.1 74.5 46.5

   특수유치원 2.9 2.2 2.6

   유치원 4.0 0.5 3.2

   복지 조기교실 7.2 25.9 11.5

   사설 조기교실 3.4 9.3 4.8

   사설언어치료실 6.8 33.7 12.9

   병의원 치료실 9.6 12.4 10.2

   기타1) 10.0 20.2 12.4

 없다 62.0 25.5 53.1

 계(N) 100.0(620) 100.0(188) 100.0(808)

  註: 1) 기타에는 가정방문 교육, 체육, 학부설 기 , 학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그런데 이들 아동이 다니거나 이용하는 서비스를 복 집계하 으

므로 서비스 이용률을 모두 합하면 담시설 아동이 이용비율은

43.9%, 통합시설아동 이용비율은 104.2%가 된다. 이는 각각 38.1%와 

74.5%의 아동이 이용한다는 것으로 상당수의 아동이 보육시설 이외에

도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정

도는 통합시설 아동이 더 심하다고 하겠다.   

나. 過去 利用 經驗

  그런데 재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아동은 보육시설에 오기 에 

이미 다양한 장애아동 련 기 을 다닌 경험이 있다. 장애보육아동 

부모조사에서는 이들이 다녔던 곳을 모두 복수로 표기하도록 하 다. 

그 결과 담시설 아동의 74.7%, 통합시설 아동의 89.9%가 타 기 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 다.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인 기 은 담

시설 이용아동은 병의원 치료실 24.6%이고 사설언어치료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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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조기교실, 사설조기교실 경험률이 19～17%이다. 통합시설아동

은 복지  조기교실 37.8%, 사설언어치료실 36.3%, 사설조기교실 

28.5%, 병의원 치료실 23.8%, 유치원 21.8% 등의 순이며, 타 장애통합

어린이집 이용 비율도 13.0%가 되었다. 그런데 복수로 조사한 경험률

을 모두 합하면 담시설이 126.9%이고 통합시설은 162.3%로, 통합시

설 아동 1인이 경험한 서비스의 수가 더 많다(표 5-23 참조).   

〈表 5-23〉 他 機關 利用 經驗 有無  利用經驗率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타 기  이용경험 유무

   있다 74.7 89.9 78.1

   없다 25.3 10.1 21.9

   계(N) 100.0(648) 100.0(188) 100.0(836)

 타 기 별 이용 경험률 

   장애 담어린이집  9.4 6.2 8.6 

   통합어린이집‧놀이방  10.4 14.5 11.4

   특수유치원 4.0 4.7 4.1

   선교원‧유치원 17.5 21.8 18.5

   복지 조기교실 17.5 37.8 22.2

   사설 조기교실 17.2 30.6 20.3

   사설언어치료실 19.4 36.3 23.2

   병의원 치료실 24.6 23.8 24.4

   기타1) 6.6 10.4  7.5

  註: 1) 기타에는 학부설 치료실 등이 포함되어 있음.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第 3 節 障碍兒童 保育 要求  滿足

  제3 에서는 장애아보육의 요구  만족을 아동에 한 것과 부모

에 한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에 하여서는 보육시설 

이용이유, 보육서비스 효과에 한 기 , 보육서비스의 아동 발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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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평가, 앞으로의 보육의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 고, 부모서비스

에 해서는 부모서비스에의 참여, 정보제공서비스의 충분성 평가, 보

육시설의 부모를 한 상담자  조언자로서의 역할 평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그리고 끝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상으로 장애아 보육에 한 인지  이용 의사를 살펴보았다.   

  1. 兒童에 한 要求  滿足

가. 保育施設 利用 理由

  재 보육시설을 다니는 이유는 담보육시설의 경우 아동을 한 

로그램이 좋아서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각각 

93.7%, 9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73.5%

이고, 주변에 보낼 다른 곳이 마땅치 않다도 66.6%가 되었다. 반면에 

통합보육시설은 통합보육이라는 이유를 든 사람의 비율이 94.1%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담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한 로그

램이 좋아서와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각각 92.7%, 

92.0%,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80.5%로 조사되었다(표 5-24 참조). 

  즉, 장애아동 보육에 있어서 통합시설이 통합이라는 이유를 제외하

하고는 로그램, 장애보육 인력, 시설  설비가 가장 요한 3  요

소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은 일반 보육시설의 경우 자녀를 보육시

설에 보내는 이유의 상당부분이 근성, 이용가능  편리성이라는 

과는 차이가 있다.57) 

57) 국공립시설 이용부모의 시설에 보낸 동기가 ‘국공립이라서 신뢰가 가서’라는 비율

이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은 시설에의 근성을 나타내는 

‘집에서 가까워서’가 15.9%이고, 이용가능  편리성을 반 하는 ‘늦게까지 맡길 

수 있어서’가 10.2%이었음(서문희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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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4〉 保育施設 利用 理由 重複應答 比率

(단 : %, 명)

문 항 담시설 통합시설 체

  비용이 렴해서 27.0 28.5 27.3

  집에서 가까워서 36.4 27.2 34.3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92.1 92.0 92.2

  아동(자녀)을 한 로그램이 좋아서 93.7 92.7 93.5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73.5 80.5 75.1

  비장애아동과 함께 보육받을 수 있어서 - 94.1 -

  장애아동만 보육받을 수 있어서 56.0 - -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36.2 25.3 33.6

  주변에 보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66.5 49.7 62.7

  부모 로그램(서비스)이 좋아서 53.5 57.6 54.5

  (N) (231) (135) (366)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나. 保育서비스의 效果에 한 期待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조기 재 서비스의 하나로 장애아동의 발달 

진  장애증상 완화 기능을 담당한다. 본 조사 결과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도 보육시설 서비스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기를 기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5>는 부모가 보육 서비스를 통하여 그 효과로써 기 하는 

바를 장애증상 완화, 다른 장애 발생 방, 건강‧ 양 리 등 보호, 

언어능력 발달,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기능 발

달, 신변 처리 기능 학습 등과 같은 8개 항목에 하여 조사한 결과의 

백분율 분포를 나타내며, <표 5-26>과 [그림 5-2]는 이를 매우 기  4 , 

비교  기  3 , 별로 기  안 함 2 ,  기  안 함 1 의 4  척

도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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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5〉 保育서비스 效果에 한 期待 百分率 分  

(단 : %, 명)

문 항
매우 

기

비교  

기

별로기

안함

 

기 안함
계(N)

 담시설

  장애증상 완화 26.8 66.6 6.5 - 100.0(596)

  다른 장애 발생 방 25.5 59.9 12.2 2.4 100.0(573)

  건강‧ 양 리 등 보호 24.4 62.0 11.4 2.2 100.0(579)

  언어능력 발달 41.4 52.0 5.7 1.0 100.0(619)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31.4 57.9 8.7 2.0 100.0601)

  사회성 발달(친구사귀기 등) 37.5 53.4 8.1 1.0 100.0(605)

  신체기능 발달 35.0 57.3 7.4 0. 100.0(597)

  신변 처리 기능 학습 42.6 51.6 4.8 1.0 100.0(608)

 통합시설

  장애증상 완화 32.8 62.8 3.8 0.5 100.0(183)

  다른 장애 발생 방 27.2 50.9 14.8 7.1 100.0(169)

  건강‧ 양 리 등 보호 34.9 57.0 5.8 2.3 100.0(172)

  언어능력 발달 51.8 44.0 3.7 0.5 100.0(191)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30.6 62.2 6.1 1.1 100.0(180)

  사회성 발달(친구사귀기 등) 70.2 28.7 1.1 - 100.0(188)

  신체기능 발달 41.1 52.2 5.6 1.1 100.0(180)

  신변 처리 기능 학습 48.9 46.7 3.3 1.1 100.0(180)

 체

  장애증상 완화 28.2 65.7 5.9 0.1 100.0(779)

  다른 장애 발생 방 25.9 57.8 12.8 3.5 100.0(742)

  건강‧ 양 리 등 보호 26.8 60.9 10.1 2.3 100.0(751)

  언어능력 발달 43.8 50.1 5.2 0.9 100.0(810)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31.2 58.9 8.1 1.8 100.0(781)

  사회성 발달(친구사귀기 등) 45.3 47.5 6.4 0.8 100.0(793)

  신체기능 발달 36.4 56.1 6.9 0.5 100.0(777)

  신변 처리 기능 학습 44.0 50.5 4.4 1.0 100.0(788)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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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6〉 保育類型別 保育서비스 效果에 한 期待 4點 尺度 平均

(단 : )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t 값

 장애증상 완화 3.20 3.28 3.22 1.64

 다른 장애 발생 방 3.08 2.98 3.06 1.43

 건강‧ 양 리 등 보호 3.08 3.24 3.12 2.76**

 언어능력 발달 3.34 3.47 3.37 2.67**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3.19 3.22 3.20 0.65

 사회성 발달(친구사귀기 등) 3.27 3.69 3.37 9.44
**

 신체기능 발달 3.27 3.33 3.28 1.22

 신변 처리 기능 학습 3.36 3.43 3.38 1.43

  註: 5 척도 평균은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에 5～1 을 부여하여 

평균을 낸 것이며, **는 p<.01, *는 p<.05로 담시설과 통합시설의 평균 수에 

한 분산분석 결과의 유의성을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그림 5-2〕 保育類型別 保育서비스의 效果 期待 程度 比  



障碍兒童 保育 利用 行態  父母 滿足度 221

  이들 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개 모든 항목에 하

여 매우 기 한다  기 한다는 비율이 높고 4  척도 평균이 모두 

3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보육시설의 서비스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한 부모 기 가 비교  높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보면 특히 신변 처리 기능 학습, 언어능력 발달, 사회성 

발달에 한 기 가 다른 항목에 한 기 보다 상 으로 높아서 

매우 기 한다는 비율이 44～45%이고, 4  척도에서도 3.37～3.38 으

로 상당히 높게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 증상 완화와 신체 

기능의 발달로 각각 4  척도 평균이 3.28 , 3.22 으로 조사되었고, 

건강‧ 양 리 등 보호는 3.12 , 다른 장애 발생 방 3.06 으로 

나타나서 건강‧ 양 리 등 보호와 다른 장애 발생 방에 한 기

는 상 으로 낮았다. 이처럼 가장 기 치가 낮은 것이 2차 장애 발

생 방인데, 아동의 장애와 련하여 증상 완화와는 달리 다른 장애

발생 방에 한 기 가 상 으로 낮은 것은 부모  상당수는 자

녀의 추가 장애 발생 가능성에 해서 우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항목별 기 치는 8개 항목  3개 항목에서 통합시설이 더 

높게 나타나 보육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성 발달과 

양 건강 리 등 보호에 한 기 는 4  척도에서 두 유형의 보육

이 유의도 0.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언어능력 발달

에 한 기 는 담시설과 통합시설이 0.05 수 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성 발달에 해서는 매우 기 한다는 비율이 담시설이 

37.5% 인데 비하여 통합시설은 70.5%이고 기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9.1%, 1.1%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표 5-25 참조), 

담보육시설에 비하여 통합보육시설이 갖는 통합이라는 기능의 차이 

 통합보육이 아동 미치는 향에 한 부모의 기   선호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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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 保育서비스의 效果 評價

  한편 보육시설에 다닌 후 아동의 발달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

가에 해서는 조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고 27.1%가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모두 88.9%가 개선되었다고 하 고 

1.1%만이 별 차이를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 다(표 5-27 참조). 

〈表 5-27〉 保育施設 다닌 後 發達 改善 程度

(단 : %, 명)

문 항 담시설 통합시설 체

  매우 많이 개선됨 26.9 27.4 27.1

  조  개선됨 62.3 64.5 62.8

  별로 개선되지 않음 10.0 7.5 9.4

   개선되지 않음 0.8 0.5 0.7

  계(N) 100.0(631) 100.0(186) 100.0(81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일반 으로 장애아동에 한 조기보육이나 교육 등의 개입이 장애 

증상을 완화하고 추가 장애발생을 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 

재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을 다니는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보육 서비스가 아동에게 이러한 정 인 기

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담시설

보다는 통합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상 으로 더 정 으

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발달 개선은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5-3]은 한 통합보육시설에서 완  통합보육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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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6세 남자 아동의 시설 입소 시 2001년 4월  약 5개월 후인 

2001년도 9월에 실시한 역별 포테이지 평가 수58)를 각각 6세 정

상아에 기 되는 수에 100  기 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보육시설에 다닌 후 신변처리, 운동성, 사회

성, 인지  언어 5개 역에서 모두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운동 역은 정상아와 동일한 수 에 도달하 으며, 발달이 

상 으로 많이 지체되었던 인지 역에서도 상당한 개선을 보 다.  

〔그림 5-3〕 保育施設 다닌 後 發達 改善 事例

 資料: 목련어린이집, 내부자료. 2001.

라. 앞으로 保育施設 利用 意思 

  자녀를 한 보육시설에 거는 기   효과에 한 이러한 정

인 평가는 언제까지 재 보육시설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한 응답

과도 무 하지 않다. 부모 조사에서 언제까지 재 보육시설에 보내

58) 포테이지 평가 수로는 신변처리는 105  만 에 입소시 83 , 5개월 후 97 이고, 

운동은 140  만 에 각각 127 , 140 , 사회성은 83  만 에 각각 65 , 80 , 인

지는 105  만 에 각각 64 , 96 , 언어는 94  만 에 각각 66 , 8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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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느냐는 질문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이 97.3%이고 그만 두겠다는 

비율은 2.7%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보낸다는 비율은 유사하

여도 그 내용은 보육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담시설은 당분간 

계속 보낸다는 비율이 52.4%로 과반수를 넘는 반면에 통합시설은 

등학교 입학 때까지 보내겠다는 비율이 51.6%로 과반수를 넘었다. 그

러나 방과후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담시설이 높았다

(표 5-28 참조).

  소수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자59)의 경우 어느 기 으로 옮기

려고 하는지에 해서는 일반유치원이 50%로 가장 많아서, 다른 유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아 부모도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서 좋은 교

육을 받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 다음이 다른 어린

이집으로 옮기겠다가 22% 정도이다.

〈表 5-28〉 現 保育施設에 한 繼續 利用 意思
(단 : %, 명)

구분 담 통합 체

 등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 보냄 20.5 17.7 19.8

 등학교 입학 직 까지 보냄 24.5 51.6 30.7

 당분간 계속 보냄 52.4 28.1 46.8

 조만간 그만두고 집에서 보호함 0.5 - 0.4

 조만간 다른 곳으로 옮김 2.2 2.6 2.3

 계(N) 100.0(645) 100.0(192) 100.0(837)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59) 18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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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父母 서비스에 한 要求  滿足

가. 父母 로그램 參

  보육에 있어서 부모에 한 서비스는 차 요해지고 있다. 앞에

서 언 한 바와 같이 보육은 아동에 한 보호, 교육  양‧건강‧

안  서비스뿐 아니라 부모에 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

회에 한 연계를 도모한다는 에서 유아 교육과는 차별되는 복지 

서비스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에 비하여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일반인의 이목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경제 , 사회 , 심리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지역사회 기 으로서 이들 부모에게 사회  서비

스를 제공할 것이 기 된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으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장

애아동에 한 개별상담,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그리고 부모를 한 

여가활동 등의 부모 참여 로그램을 실시한다. 

  <표 5-29>는 이에 한 부모의 참석 정도를 조사 한 것인데, 그 결

과를 보면 개별상담 참석률이 가장 높고 여가활동 참석비율이 가장 

낮다. 다시 말하면 아동과 직  련성이 높을수록 참석비율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보육유형별로는 여가활동 참석을 제외하고는 통합시설 

이용아동의 부모가 체로 참석한다는 비율이 높다.  

  한편 보육시설 로그램 실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설에서는 부모 

로그램  개별상담 실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

의 참여와는 괴리를 보이는 바, 이는 보육시설에서 개별상담 실시를 

확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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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9〉 父母 로그램 參  頻度

(단 : %, 명)

문 항
빠짐없이 

참석
반쯤 참석 불참 실시 안 함 계(N)

 담시설

  개별상담 51.0 24.3 20.4 4.3 100.0(608)

  부모간담회 35.1 28.6 29.6 6.7 100.0(561)

  부모교육 36.6 29.9 27.4 6.2 100.0(599)

  부모 여가활동 18.2 21.7 40.1 20.0 100.0(549)

 통합시설

  부모 개별상담 71.0 12.4 12.4 4.3 100.0(186)

  부모간담회 43.8 23.6 24.2 8.4 100.0(178)

  부모교육 로그램 46.2 25.3 21.9 6.6 100.0(182)

  부모 여가활동 12.2 19.5 43.3 25.0 100.0(164)

 체

  부모개별상담 55.7 21.5 18.5 4.3 100.0(794)

  부모간담회 37.2 27.4 29.3 7.1 100.0(759)

  부모교육 로그램 38.8 28.8 26.1 6.6 100.0(182)

  부모 여가활동 16.8 21.2 40.8 21.2 100.0(713)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나. 情報提供 서비스

  <표 5-30>, <표 5-31>  [그림 5-4]는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제공

하는 정보에 한 충분성을 조사한 결과를 각각 백분율, 5  척도  

5  척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면 장애 원인과 특성, 장애아동의 진로,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장애 련 기  이용 방법의 7개 항목에 

한 정보 제공 충분성에 해 반 으로 만족 정도는 5  척도에서 

보통 수 을 나타내는 3  수 을 후한 2.6～3.3 에 분포하고 있

고, 체 으로 볼 때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서, 보육시설에서의 장애아동 부모를 한 정보제공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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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한 수 은 되지 못함을 나타냈다.  

〈表 5-30〉 保育施設 提供 情報의 充分性에 한 百分率 分

(단 : %, 명)

문 항
매우 

충분

비교  

충분
보통

체로 

부족

매우 

부족
계(N)

담시설

 장애 원인과 특성** 7.0 28.7 43.0 17.0 4.3 100.0(582)

 장애아동의 진로 4.3 19.2 43.0 26.4  7.2 100.0(584)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8.5 32.2 46.0 11.0 2.3 100.0(602)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6.8 27.1 48.3 15.4 2.4 100.0(586)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6.5 17.3 47.4 22.5 6.2 100.0(565)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5.3 12.6 43.2 28.1 10.0 100.0(563)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4.8 15.1 35.2 30.8 14.1 100.0(568)

통합시설

 장애 원인과 특성** 6.4 21.5 39.0 22.7 10.5 100.0(172)

 장애아동의 진로 6.8 20.3 37.9 24.9 10.2 100.0(177)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12.

4
35.6 36.2 13.0 2.8 100.0(177)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8.0 28.6 41.7 18.3 3.4 100.0(175)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7.6 20.6 46.5 18.8 6.5 100.0(170)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3.6 16.0 33.7 34.9 11.8 100.0(169)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5.1 14.8 35.2 30.6 14.2 100.0(176)

체

 장애 원인과 특성** 6.9 27.1 42.0 18.3  5.7 100.0(754)

 장애아동의 진로 4.9 19.4 41.8 26.0  7.9 100.0(761)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9.4 33.0 43.8 11.4 2.4 100.0(779)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7.1 27.5 46.8 16.0 2.6 100.0(761)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6.8 18.1 47.2 21.6  6.3 100.0(735)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4.9 13.4 41.0 29.6 11.0 100.0(732)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4.8 15.1 35.2 30.6 14.2 100.0(744)

  註: **는 시설유형별로 유의도 0.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의미함.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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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31〉 保育施設 情報 提供의 充分性에 한 5點 尺度 平均
(단 : )

문 항 담 통합 체 t 값

 장애 원인과 특성 3.17 2.91 3.11    2.96
**

 장애아동의 진로 2.87 2.89 2..87 0.19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 3.34 3.42 3.35 1.02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3.21 3.19 3.20 0.15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2.96 3.04 2.98 1.00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2.72 2.64 2.71 0.97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2.67 2.65 2.66 0.36

  註: 5 척도 평균은 매우 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 부족에 5～1 을 부여하여  

평균을 낸 것이며, **는 p<0.01로 문항에 한 담시설과 통합시설의 평균 수 

차이의 유의성을 나타냄.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그림 5-4〕 保育施設 情報 提供의 充分性에 한 5點 尺度 平均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  장애아동 생활 응 방법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장애의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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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장애아동 생
활 적응 방법

부모만족 시설평가

특성에 한 만족도로 이 3가지 항목은 5  만 에서 3 을 넘고 있

다. 그 다음이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에 한 정보 2.98 , 

장애아동의 진로에 한 정보의 만족 정도 2.78 이고, 그 이외에 가

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장애 련 기  이용은 2.6～7 으로 비

교  낮게 조사되었다. 

  보육유형별로는 6개 항목  유일하게 장애 원인과 특성에 한 정

보 제공의 만족에서 차이를 보 는데, 담시설 이용부모가 통합시설 

이용 부모에 비하여 정보 만족정도가 높았다. 

  이를 시설의 련 정보 제공에 한 자체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자

체 평가는 2.5～3.5 에 분포하고 있어서(표 4-40 참조) 시설의 자체 

평가에 비하여 부모의 평가가 평균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일부 아동과 직  련된 정보와 가족 련정보에서 차이를 보 다. 

〔그림 5-5〕 保育施設 情報 提供의 充分性에 한 施設長 評價  

父母滿足 比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즉, 장애 련 기  소개  이용 방법에 한 정보의 충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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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시설 자체평가에 비하여 부모 만족정도가 낮은 반면에 장애아

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과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등 가족과 

련된 정보의 충분성에 한 평가는 보육시설 자체의 평가보다 이에 

한 부모의 만족 정도가 높았다. 특히 련 기  이용방법에서 많은 

괴리를 보 다. 그 이외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5-5 참조).

다. 相談  助  서비스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조사 결과 장애아동 부모에게 있어서 보육

교사나 원장은 좋은 인  자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 

때문에 아동, 부모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게 조

언을 구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한 답을 알아보았는데 다른 장애아동

의 부모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보육시설 

교사가 26.6%이고, 보육시설 시설장은 8.3%로, 보육교사와 시설장을 

합하면 모두 34.9%가 된다. 즉, 보육교사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아동 부모에게 요한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외에 장애 련 기   교육기 의 직원이 

15.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로 아동 

로그램, 시설‧설비와 더불어 시설의 인력이 가장 많이 지 되었다

는 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그런데 보육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시설 원

장  교사를 지 한 비율은 담시설이 통합시설보다 높고, 장애

련 기   교육기 을 지 한 비율은 통합시설이 담시설 이용부모

보다 높다는 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시설 아동이 보육시설 이외

에 다른 기 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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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32〉 助 을 求하는 象
(단 : %, 명)

구분 담시설 통합시설 체

 다른 장애아 부모 29.1 29.7 29.2

 어린이집 보육교사 27.2 24.5 26.6

 어린이집 원장 8.5 7.8 8.3

 장애 련기   교육기  직원 13.5 19.8 15.0

 의사‧치료사 9.3 8.9 9.2

 친구‧종교인 기타 7.3 6.8 7.1

 없음 5.2 2.6 4.6

 계(N) 100.0(636) 100.0(192) 100.0(828)

資料: 본 장애아보육시설 이용 부모조사, 2001.

  3. 保育施設 未利用 의 障碍保育 認知  欲求

  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복지   사설조기교육기 을 이

용하고 있는 부모를 상으로 보육시설 장애아 보육에 한 인지  

앞으로의 이용 의사를 조사하 다. 

〈表 5-33〉 障碍兒 保育施設  特殊幼稚園 未利用 의 認知率
(단 : %, 명)

구분 안다 모른다 체(N)

 보육시설 61.6 38.5 100.0(168)

 특수유치원 54.2 45.7 100.0(212)

資料: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그 결과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다는 을 아느냐에 

하여 알고 있다는 인지율은 61.6%로 조사되었고, 38.5%는 모른다고 

하여 상당수의 장애아 부모가 보육시설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는 특수학교 유치부나 특수유치원

에서 무상교육을 한다는 데에 한 인지율 54.2%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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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을 한다는 을 인지하고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문 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가 

39.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자녀가 응을 못할 것 같아서 19.5%, 

가까운 데 그런 곳이 없어서 13.6%, 보육시설은 보호 주인 것 같아

서 14.4%, 받아주지 않아서 7.6%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表 5-34〉 障碍兒 保育施設 認知 의 未利用 理由
(단 : %, 명)

구분 체

 문 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39.8

 가까운 데 그런 곳이 없어서 13.6

 자녀가 응을 못할 것 같아서 19.5

 보육시설은 보호 주인 것 같아서 14.4

 받아주지 않아서 7.6

 기타 4.2

 계(N) 100.0(103)

資料: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이러한 이유는 보육시설에서의 자녀의 응에 한 염려를 제외하

고는 모두 보육시설의 문제로서, 로그램과 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기능

이 단순한 보호 주의 서비스에 머물고 장애의 개선이나 증상의 완

화를 한 문 인 교육서비스는 잘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장애보

육 로그램에 한 부정 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이다. 교육

로그램의 강화가 유인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다음은 장애아동의 부

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국에 담시설 59개소, 통합시설 

82개소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을 반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은 특수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인지한다는 부모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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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미이용 이유와도 유사하다. <표 5-35>에 제시된 것처럼 응답

자의 48.4%가 문교육을 특수유치원 미이용 이유로 들었고, 11.8%가 

주변에 특수유치원이 없어서, 그리고 8.6%는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

아서라고 하여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20.4%가 특수유치원의 근성 

부족을 지 하 다.

〈表 5-35〉 特殊幼稚園 認知 의 未利用 理由
(단 : %, 명)

구분 체

 문 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48.4

 받아주지 원아서 8.6

 주변이 없어서 118

 자녀가 응을 못할 것 같아서 5.4

 기타 11.8

 계(N) 100.0(113)
  

資料: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한편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부모를 상으로 주변에 장

애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있다면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질문에는 응

답자의 66.0%가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 고, 23.2%는 나 에 이용하겠

다는 유보 인 태도를 취하 으나, 7.7%는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

고, 3.6%는 모르겠다고 하여 장애아동을 한 보육의 기회가 확충된다

면 상당수의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것임을 시사하 다.

〈表 5-36〉障碍兒 保育施設 未利用 의 追後 利用 意思
(단 : %, 명)

구분
이용하고 

싶다

나 에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등 체(N)

 백분율 65.5 23.2 7.7 3.6 100.0(168)

資料: 본 조기교육기  이용 부모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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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保育 利用 障碍兒童 特性  滿足度의 示唆點

  장애 보육 이용 행태, 요구도  만족도에 한 분석 결과를 기

로 다음과 같이 정책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보육 상 아동 범주에 한 고려이다. 보육시설에서 보

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연령이 1～2세의 비율은 미미하고, 6세 이상 

아동이 상당수이다. 한 등학교 입학 후에도 아동을 계속 보내겠

다는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따라서 장애아동 보육은 미취학 연령 아

동에 한정하지 말고 상 연령층을 확 할 필요가 있고, 방과후 장애

보육도 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한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장애증상 완화  아동 발달에 효율

이라는 에서 3세 미만 아동에 한 아보육처럼 장애 아보육의 

확 도 정책 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보육이용 행태가 일반아동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

아동에게 유치원이나 기타 학원은 보육과 거의 체 인 계에 있

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다르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많은 아동이 보육

시설 이외에 치료실, 특수유치원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담시설 이용아동이 38.1%이고, 통합시설은 74.5%로 매우 높다. 그러므

로 늦게 등원하고 일  퇴원하는 등 이용행태가 다양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간도 일반 보육아동에 비하여 짧다. 그러므로 장애아보육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거는 기 의 수

은 높고, 한 그 효과에 해서도 비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

다. 실제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에 다닌 후에 

아동의 운동, 언어, 인지, 신변처리 등 다양한 역에서 발달을 진

한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보육이 보다 높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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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발 시켜야 한다.

  넷째, 재의 보육시설 이용하는 이유로는 인력에 한 신뢰, 좋은 

시설  설비, 로그램의 우수성을 들고 있어서 장애아 보육은 이 3가

지 가장 기본 인 구성요소를 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을 나타낸다.

  다섯째, 보육시설 미이용자 에는 장애아 보육을 인지하지 못한다

는 비율이 상당수이지만,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을 한다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비율은 비교  높다. 그러므로 보육을 필요로 하

는 부모가 장애아 보육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곳에 보낼 곳이 

없어서 못 이용하는 경우도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아보

육의 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보육시설이 보다 더 확충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장애아동 모의 사회참여가 제약을 받는다. 즉, 취업 인 모

는 담시설 27.5%, 통합시설 이용아동 모 31.6%로 체 으로 27.8%

의 모만이 조사 당시 취업 인 것으로 일반 보육시설 이용아동 모의 

취업률에 비하여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활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부모를 한 서비스 기능도 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의 경제 활동의 제한은 가정경제에도 향

을 미친다. 

  일곱째, 장애아동의 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의 하

나는 경제 인 문제이다. 조사결과 장애아동에게는 월 평균 456,000원

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제 으로 과다한 장애자녀

의 치료  교육비가 가계를 압박하며 그 결과로 다른 생활에도 부정

 향을 주어 가족복지에 지 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아동 

보육비용에 한 지원의 확   무상보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보육시설 교사  시설장은 아동의 부모가 어려운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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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상담  조언을 구하는 요한 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제한 이지만 부모를 한 서비스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부모 로그램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보육

시설의 정보제공도 만족 정도는 5  기 으로 3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서 문 으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아홉째, 담보육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은 아동  부모의 특성, 보육

서비스 이용행태, 요구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담보육시

설아동이 상 으로 장애정도가 심하며 부모의 사회 경제  특성이 

상 으로 취약하다.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이용기간이 담보육시설

이 더 길며, 보육시설 이외의 기 을 복 이용하는 비율은 통합시설

의 아동이 더 높고, 장애 완화를 한 교육  치료를 한 비용도 

통합보육시설 아동이 더 많이 쓴다. 한, 보육서비스에 한 부모의 

기 는 양, 건강 리, 사회성 발달, 언어발달에 있어서 통합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의 기 가 담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기 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시설유형에 한 차별

성 있는 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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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障碍兒童 保育政策의 基本 方向

  장애아동 조기 재는 통합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세

기 조기 재 정책방향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발 해 온 장

애아동 조기 재에 한 논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최소 제한  

환경에서의 재에 이어서 자연 인 환경에서의 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의 반 인 구조를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고 

장애인은 비장애인 쪽으로, 비장애인은 장애인 쪽으로 상호 근을 

시도하게 되었고, 아동의 조기 재도 일반아동과의 통합 상황에서의 

조기 교육  보육이 기본 인 정책방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분리된 담보육시

설과 통합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60)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장애

아 보육정책이 담시설 확충을 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2001년에 들

어서 비로소 통합보육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게 장애아만을 

분리하여 보육하는 담시설 제도는 통합보육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련하여 본 장에서의 두 가지 원칙 하에서 장애아 보육 활성

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장애아 보육은 통합보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고, 두 번째는 보육 이외의 다른 장애아동 조

기 재 서비스 이용 가능성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다. 

  첫째, 장애아 보육은 아동이 사회에 나아가서 일반인들과 함께 독

60) 이 두 유형의 보육은 이용자나 부모  이용 행태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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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고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기 가 될 수 

있도록 통합보육을 우선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일반아동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합은 장애

아동뿐 아니라 일반아동  일반아동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며, 나아

가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도 매우 바람직하다. 아울러 통합 상을 

장애정도나 연령 등의 조건으로 제한하지 말고 통합보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장애아동을 한 다른 시설의 이용 가능성  기회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다. 장애아동 발견, 방,  치료 등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 국가

에서는 보육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의 하나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육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장

치  기회가 제한 인 상황에서는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보육 이상의 

것이 요구되고, 따라서 이에 따른 여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도 앞으로의 장애아 보육의 방향은 통합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은 분명하다. 장애아동 교육  보육 정책의 기

본방향은 통합(Inclusion)이고,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아동만을 모아

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우

리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문 치료시설이 

없고, 치료는 부분이 시설기 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장

애아 담 보육시설이 증장애아동 치료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

다. 따라서 장애아보육 정책을 통합보육으로 그 무게의 심을 옮겨

야 한다. 그러나 통합이 어려운 일부 아동의 보육  치료 욕구도 충

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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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장애아보육은 원칙 으로는 통합보육을 추진하되 장애아

담 보육시설의 기능은 장애아동을 한 별도의 문 치료시설들이 충

족되기까지는 재의 기능을 하도록 그 로 존속시켜야 한다. 장애아

동에 하여 국가 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 재 로그램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한 통합보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나

라 재 상황에서 담보육시설은 차선책으로나마 없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합보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한 

치료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가 장애아동 치료시

설이 상당부분 확충되는 등 사회  여건이 성숙되면 담보육시설은 

여건에 따라서 통합보육을 실시하거나 치료시설로 환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명분에 의존한 비 안 된 성 한 변화는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보육 기회마  축소할 험이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第 2節 障碍兒童 保育 活性化를 한 政策方案 

  1. 障碍兒 保育의 供給

가. 障碍兒 保育 供給의 量的 擴大

  보육은 아동에 한 교육, 양, 건강, 안 뿐 아니라 부모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  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갖고 있으

므로, 다양한 조기 재 기  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조기 재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육시설은 교육기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동

에 한 특수교육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을 경험하고 자극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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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합보육으로 실시하여 자연 인 환경에서 조기 재의 장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궁극 으로는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부모가 보육시설에 거는 기 의 수

은 높고, 한 그 효과에 해서도 비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

다. 한 보육시설 미이용자 에서도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을 한다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비율은 비교  높다.  

  그러므로 장애아보육사업을 계속 발 시켜야 하고, 우선 으로 공

을 확 하고 근성을 높여야 한다. 장애아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

설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아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분이 

먼 거리를 등퇴원하고 있다. 

  재 장애아 보육아동은 2,500명 수 으로 체 보육아동 70만명의 

0.38% 수 에 불과하다. 그러나 0～9세아의 장애아 출 율은 0.6%로 

장애아 수는 41,000명으로 추정되지만 3～5세아의 조기 특수교육 

상 출 율은 2.44%로 33,000명이 되고, 이 비율을 3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그 로 용하면 미취학 상아동은 66,000명이 된다. 한 장애

아동 조기 재 상은 의학 으로 별되는 장애아동 이외에도 장애

험의 소지가 있는 발달지체 아동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상아동 출 율 2.44%  경도 특수교육 상

아동 비율 1.98%를 고려하고 장애아동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이 일반아동과 동일하다고 제한다면, 장기 으로는 체 보육

아동의 2% 정도는 장애아동이 되도록 확 하여야 한다. 즉, 보육아동 

70만명으로 기 으로 할 때 14,000명 정도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한 0～9세아의 장애아 

추정수의 1/3인 수 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 확충이 단기

간에 크게 확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  2010년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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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해당되는 보육아동 1%를 구체 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61)

  장애아 보육은 장기 으로는 기존 보육시설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아

동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 처럼 장애아 담시

설을 지정하거나 장애아 담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아동만을 분리 보

육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일반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 실시를 정책의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 

 일부 시설을 심으로 10% 내외는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충남이나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시설에서 

장애아보육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충남처럼 장애

아동을 3명만 보육하여도 지원하는 것은 리가 쉬운 일을 아니지만 

바람직한 근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장애아보육을 확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불균형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 장애아보육의 공 이나 이용이 

도시 심이며, 특히 구  울산 지역에 집 되어서 지역  형평성

에 문제가 있다. 특히 보육아동  장애아동의 비율이 0.15%에 머물

고 있는 과 강원 지역은 지방정부에서 심을 가져야 한다. 단기

으로는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정부지원 시설에서 장애아

동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62) 담보육시설도 지

역  안배가 필요하므로 재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 강원, 충

남, 충북, 남 등은 설치 우선순 를 갖는다. 

61)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12월 2010년까지 보육 장애아동을 6,500명으로 확 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음. 6,500명은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0～9세 장애아 출 율을 용하여 추정한 0～6세 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

병변장애 아동 12997명의 약 1/2를 기 으로 한 것임.

62) 서울특별사의 경우 2001년부터 구별로 시범 통합보육시설을 하나씩 두기로 하

음.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자체에서 이러한 정책이 요구됨.



242

나. 障碍兒 保育서비스의 多樣化 

  1) 嬰兒 障碍保育의 擴大

  보육 받고 있는 장애아동 연령이 0～2세의 비율은 4.1%이고 3세아

가 9.3%로 3세 미만이 1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통합

보육시설에서 2세 미만아는 1.0%로 담시설보다 훨씬 낮다. 이는 많

은 통합시설에서 인력 등의 어려움으로 장애아동 연령을 입소조건으

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보육 실시도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려

운데 장애 아 보육은 더욱 더 어려울 것임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한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장애증상 완화  

아동 발달에 효율 이라는 에서 연령 아동에 한 장애아보육도 

일반아동의 아보육처럼 정책 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  

장애 험을 가진 아동인지는 나이가 어려서는 분명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장애 험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유아도 특수보육 상자

로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기 해서는 장애 아의 교사  

아동 비율을 폭 개선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放課後 障碍保育의 擴大

  장애보육 상 아동 범주에 한 고려이다. 보육시설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연령이 취학 연령 이상인 아동이 상당수로 7～10세  

이상 아동이 담보육시설 36.0%이고, 통합보육시설은 10.5%이다. 이

들은 거의 부분이 미취학아동이거나 방과후 아동이다. 따라서 장애

아 보육은 미취학 연령 아동에 한정하지 말고 상 연령층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한 등학교 입학 후에도 아동을 계속 보내겠다는 비율이 높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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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과후 장애보육도 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시도하고 있는 방과후보육과 등학교와의 연계도 극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즉, 보육교사가 등학교와 력하여 아동이 등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학교 시간에는 등학교에서 아동을 지

원하고 학교가 끝난 후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태의 등학교 

연계 방과후보육을 확 할 필요가 있다.63)

  3) 時間制 保育의 擴大

  장애아동의 보육이용 행태가 일반아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보육

시설을 다니는 아동들은 재 보육시설 이외에 치료실, 특수유치원 

등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담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38.1%, 

통합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74.5%로 매우 높다. 일반아동에게 유치원

이나 기타 학원은 보육과 거의 체 인 계에 있다. 그러나 보육시

설에 다니는 많은 장애아동은 치료기 이나 교육기 을 복하여 다

니고 있다. 따라서 등퇴원 시각이 다양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

간도 일반 보육아동에 비하여 짧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  보호자

의 보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障碍兒保育 支援 强化

가. 障碍兒 無償保育의 實施

  장애아동의 가족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의 하나가 경제 인 

문제이다. 장애아동에게 월 평균 3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

63) 목련 어린이집 등에서 이러한 연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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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어려움의 정도는 5  만 에 4.0 이다. 이처럼 경제 으로 과

다한 장애자녀의 치료교육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다른 생활도 압박하여 가족복지에 지 한 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개의 국가가 장애아동 조기 재를 공교육에 포함하여 무상

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육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는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인 보육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특수유치원에서의 유아특수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

는데 비하여, 장애아 보육료에 해서는 일반아동에 한 보육료 지

원과 같이 소득층 아동  5세아 무상보육에 머물고 있고, 그 이외

는 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64) 특히 장애아 

보육료가 증 장애아는 2세 미만아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경

증 장애아는 2세아 보육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보육료의 부담은 일

반아동에 비하여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국가 지원제도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아동 보육비에 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

으로는 일반아동 보육료에 비하여 장애로 인한 보육료 추가액을 지

원하고 장기 으로는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재 보육아동 

2,638명을 기 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법정 소득층 아동을 

제외하고 감면 상  일반 아동에게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산출하면 년 57억 6288만원이 된다. 이러한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을 보육시설로 유인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증가될 

것이다.65) 

64)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별도의 산을 확보하여 장애아동 보육료의 일부를 지

원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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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수유치원이 재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사  아동비율(1:12), 담 주의 

교육 등으로 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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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1〉 障碍兒 無償保育 所要豫算 推定

(단 : 명, %, 천원)

구분 아동수 (아동비율)1) 1인당 추가 보육료2) 연추가 소요액

  액 면제  414  ( 15.7) - -

  반액 감면  224  (  8.5) 135 362,880

  일반 2,000  ( 75.6) 225 5,400,000

  체 2,638  (100.0) - 5,762,880

註: 1) 장애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아동 비율은 본 장애아 보육시설 조사에서 산출

된 결과임(표 5-17 참조).

   2) 보육료는 아동의 장애등 이 1～3 이 부분이므로 2세 미만아 정부지원단가

를 용하여 산출하 음. 

  따라서 장기 인 계획하에서 단계 으로 무상보육을 확 하여야 

한다. 우선은 소득층으로 감면 상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액지원

하고, 차 그 상을 차상  소득계충  농어  지역 등을 기 으

로 상을 확 하고 지원 수 도 반액, 는 정액으로 시작하여 차

로 무상보육이 될 수 있도록 확 하여야 한다.66) 

나. 施設別 支援의 强化 

  보육시설에 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설별 지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설비 

 장비에 한 지원이다.

  먼  인건비 지원과 련해서는 시설유형별 차별을 두지 말고 장애

아 보육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하여 일 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 정부 보육사업은 정부지원시설 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

간시설은 상 으로 높은 보육료로 이를 보충하도록 하고 있는데, 

66) 보건복지부는 2001년 12월 보육 장기 발  계획안에서 2010년까지 장애아동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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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의 보육 구조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시설간의 불평둥 

 보육의 질  제고에 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에 한 장기

 정책 안으로 아동별 보육료 지원으로의 지원방식의 일원화가 제

기되고 있다(서문희, 1999; 백선희, 2001). 그러므로 보육 지원 방식이 

아동별 지원으로 면 개선될 때까지는 장애아보육 등 로그램별 지

원 사업만이라도 시설유형별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담시설에 

해서조차 시설유형별로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장애아보육의 확충

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을 갖는다. 

  두 번째로는 장애아보육의 확충을 해서는 별도의 산을 확보하

여 장애아동 보육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 보육시설은 단순한 운  이외에도 장비  설

비 등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사실 많은 시설들이 추가로 필요

하다는 설비  장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교육실, 치료실 등 

기본 인 설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을 하여 벽에 손잡이를 부착한다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기본 인 설비 지원이 필수 이다.   

다. 障碍兒保育 支援體系의 構築

 1) 障碍兒保育 施設에 한 技術 支援體系 構築 

  장애아동  장애아동 양육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한 서

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보육시설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지역사회의 기술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아보육에서 필수 인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 담시설 7.7%, 통합시설 48.5%

에 이르고, 한 개별화 계획은 시설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문

가 에 의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개별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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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다는 경우에도 이를 지원하는 별도의 외부 인력이 없다는 비율

이 높아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 장애아 보육

시설을 한 련단체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개별화를 포함하여 아동  부모에게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3～5세    0～2세 장애유아를 한 수

별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육 로그램의 개발‧보 도 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2) 障碍兒童 父母를 한 支援體系 구축

  장애아동의 문제는 장애아동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가

족에게 정서 ‧심리 인 부담은 물론 경제 으로도 매우 무거운 부담

으로 작용하게 된다. 본 조사에서도 장애아동 부모의 경제 , 심리  

 사회  부담을 상당한 수 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부모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하여 아동 양육 

등에 한 정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지지, 장애  이로 이한 문제

에 한 상담  논의,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서비스, 경제  어려움 

해소, 가족기능  여가 등과 련된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되므로

(Baily & Simeonsson, 1988), 이러한 장애아동 가족에게 장애아동의 보

호, 치료, 교육 등에 한 문 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욕구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육시설 교사  시설장은 아동 부모의 상담자  조언자로서의 

역할 등 사회  서비스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보육시설의 부모 로

그램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보육시설의 정보제공에 한 만족 정도

는 5  기 으로 3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보육시설이 부모 지원 기

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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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障碍兒保育支援센터의 設置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아 보육시설에 보육에 필요한 각종 

로그램이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외부 문가와의 연계 기능을 하

며, 보육인력의 확보와 수 을 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동의 부모  

가족에게 각종 정보  상담 등 지원 기능 등을 하기 해서는 이러

한 기능을 종합 으로 할 수 있도록 가칭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

를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러한 ｢장애아보육지원센터｣를 미국 국립장애

아동‧ 청소년 정보지원센터(NICHCY) 처럼 정부기구로 설치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재 구성되어 있는 장애아동 보육 련 민간단체를 

심으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치 운 하는 방안이 가장 

실 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인  구성은 상

시근무자를 두고 직  기술지원도 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보육시설  

가정과 외부의 문인력과의 연계 기능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구성하고 기존의 앙  지방보육정보센터와 연계

하여 운용한다면 비용 효과  동시에 보육시설  부모의 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障碍兒保育 人力 配置 强化

가. 敎師  兒童 比率의 改善

  재 장애아 10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

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공립  법인 담시설에 치료사를 2명

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담시설은 교사  아동비율이 최소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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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이 되어야 함에도 실은 10명을 과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에

서 개별화교육 로그램은 아동의 장애증상 완화  추가 장애 방을 

포함한 보육의 효과를 거두기 한 필수 인 요소이며, 이를 체계

으로 실시하기 해서는 인력의 문성 확보가 제되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확보하고, 장애유아에 한 

치료교육의 요성, 유아특수교육기   학부모들의 치료교육에 

한 높은 요구, 장애유아 부모들의 치료교육비 지출 부담 등을 고려하

여 장애유아들이 가능하면 그들이 다니는 기 에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사도 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아동비율을 1:5로 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교사  아동 비율을 1:3으로 정하고 있다. 아

동특성에 따라서 최  1:1 등 탄력 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으

나 재 서울시 이외에서 아동 특성과 무 하게 일률 으로 용하는 

1:5는 지역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

사  아동비율인 1:3 수 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특수인

력은 아동 9명당 1명, 즉, 교사 3명당 1명을 특수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한 재 담지정시설은 시설당 치료사 2명까지 인건비를 지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규모 즉, 아동수를 반 하지 않고 일율

으로 정한 것으로 합리 이지 않다. 따라서 시설유형과 무 하게 아

동 15명당 치료사 1명으로 지원 기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은 보건복지부 보육발 기획단에서도 개선안으로 제시

한 바 있는데(보건복지부, 2001), 교사  아동비율 1:3만 개선한다고 

하여도 재 인건비의 1/2 정도는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으로 1:4로 개선하고 추후에 다시 1:3으로 개선하는 

단계  근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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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2〉 障碍兒 保育人力 配置 支援 基準 改善案 

구분 행 개선안

 교사  아동 비율 1:5 1:3

 특수교사    아동 10명당 1인    아동 9명당 1인

 치료사    담지정시설당 최  2명
   아동 15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아동15명당 1명

나. 障碍兒 保育敎師 敎育 强化  擴大

  재 보육시설의 장애아보육 인력은 약 20% 정도가 특수교사이고 

57% 정도는 일반 보육교사이다. 보육시설에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통합교육 등 유아 특수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더 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재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보육교사는 부분의 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단기 장애아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

아보육은 부분이 단기교육으로 20～40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아보육에 한 어느 정도의 소양은 갖추겠으나 문성을 확보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한 자체

인 노력이 요구된다. 보육교사교육원이나 보육정보센터 등에서 보

육교사를 상으로 별도의 장애아동 보육에 한  교육기회를 마련하

여 이 교육을 받은 교사를 장애아동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간은 3～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애아동 보육교사를 보육교사와는 다른 별도의 자격

으로 제도화하자는 문제는 단기 으로는 유용성이 높겠으나 장기 으

로는 특수교사의 수 이 해결되었을 때 단기 교육에 따른 인력의 질

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 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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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애아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시설장도 개별화 등 장애아보육

에 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화 로그램을 어떻게 하

는 지 몰라서 실시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특수교사나 치료사는 특수교육 기술  정보는 갖추고 있겠으

나 보육이라는 특수성에 한 정보와 기술은 부족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들을 상으로 하는 단기교육 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特殊人力에 한 報酬 水準 現實化

  특수인력의 확보 문제는 보수수 과 직결된다. 그러나 낮은 보육교

사 여 수 에 별도의 수당 월 10만원을 추가한 수 으로는 충분한 

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산으로 장애아 보육교사에게 별도의 산을 확보하여 추가

로 수당을 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당의 추가 지 으로는 충

분한 보수를 확보할 수 없다. 

  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동일 자격자는 동일한 수

의 보수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그들의 문성을 감안하여 특수학교의 교사수 에 맞추

도록 진 으로 보수수 을 상향해가야 할 것이다.

  4. 障碍兒 關聯 制度의 整備 

가. 障碍兒 早期 發見 治療  豫防을 한 全般的 制度의 마련 

  유아의 장애를 최 로 방하고 감소시키며, 장애에 따른 2차 장

애를 방하기 해서는 모자보건 책을 강화하여 장애를 방함은 

물론 유아에 한 정기 인 건강검진을 통한 장애의 조기 발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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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이에 따른 한 교육  보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를 해서는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한 조기발견, 평가, 별, 배치, 개별화계획  로그램, 재

정지원 등 일련의 차에 의하여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차는 일정한 법에 근거를 두

고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는 장애아동 발견, 평가, 배치에 한 제도  장치는 없

고, 장애아동 조기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교육기 에 한정하고 있고 상도 3～5세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장

애아 보육에 한 제도도 미비하여 유아보육법에서는 아무런 언

이 없고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아동  교사의 수  설치 기

에 해서만 간단하게 언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각 련 법규에서 장애아와 련된 조항을 강화하고 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먼  모자보건법을 통하여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한 조기발견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는 

일정 연령의 아동에 한 검진을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의 모자복지법 

에서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에서 장애아동에 한 평가  별  치료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교실 배치, 개별화교육  교육 지원

을 강화하고 그 범주  지원 상을 보육시설 등 유사 교육기 에도 

극 확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아보육법에 장애아보육에 한 조

항을 별도로 두어 일반 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에 한 분류도 특수유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거하는 등 서로 다르게 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이 동일한 만큼 동일한 분류체계를 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多樣한 早期仲裁 서비스模型 開發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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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에 한 조기 재를 해서는 아동의 장애특성  장애정

도 등을 고려하여 아동 개개인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Bailey & Wolery(1984)는 장애아동 조기 재 

모형을 가정 심모형, 기 심모형, 가정기 의 충형, 부모 자문 

모형의 4가지로 설명한 바 있는데, 재 우리 나라는 부분이 시설

이나 기  심이고 부모가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는 자문

형 서비스는 물론 가정 심 서비스나 가정과 기 의 충형 조기

재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기 에서의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교사가 가정을 방

문하여 는 가정과 기 이 연계하여 장애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도 장기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가정과 기 이 조하

여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關聯 部處間의 協助體制의 構築  

  장애 유아의 조기 발견과 진단‧평가  서비스는 일련의 연속

인 과정이기 때문에 부처간의 상호 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서비스를 효율 으로 달할 수 없다. 따라서 장애 유아에게 필요

한 의료 서비스, 복지, 교육 서비스를 포 으로 제공하기 해서는 

각종 련된 법률을 장하는 앙행정기 간의 상호 력 체제가 구

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기본 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순회교육으로 보육시설 등 련기 의 교육 지원의 근거는 마

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순회교육 서비스를 받는 보육시설은 극히 

일부이고, 이를 한 보건복지부와 교육인 지원부간의 교류도 제한

되어 있다. 한 단체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장애아동보육에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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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은 상호 체  계라기보다는 상

호 보완  성격이 강하므로 교육인 지원부는 장애유아의 조기 통합

교육 기회를 확 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유아들의 한 치료  보

호를 하여 방문순회교육 체제, 장애인 복지   이용시설 등과의 

연계체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특수교육 달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

이다. 



第 7 章 結 論

  장애아동이나 장애소지를 가진 아동은 부분이 발달이 지체되기 

때문에, 조기발견  진단 배치, 교육, 치료 등 한 조기 재 조치

는 어느 한 역이라도 손상되거나 는 손상될 험이 있는 아동에

게 총 인 발달을 가속화시키며, 장애의 악화를 방지하고 2차  장

애를 방함으로써 비용의 감하며, 부모들에게도 한 상당한 원조

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제도 으로 1994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을 개

정하여 유아에 한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추진하 고, 1995년부터는 

보육분야에서 장애아보육 시설에 한 보육인력 인건비 지원 등의 방

법으로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재 특수 유치원에

서 교육받는 아동 1,745명,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2,638명으로 총  

명의 아동이 교육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이외 제도권 

내 조기 재는 복지  조기교실이 있고, 그 이외에는 시설 조기교육

기 , 병의원 치료실 등 사설기 을 이용하고 있으나 그 이용자수는 

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분리 교육  보육 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유치원 교육아동도 단지 30명만이 일반 유치

원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도 보육아동의 

22.3%인 589명이 보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일

반아동과 분리된 상태에서 교육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연 인 환경에서 통합을 통하여 조기 재를 실시

함으로서 장애아동은 일반인에게, 일반인은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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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가감으로써 궁극 으로는 통합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방

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장애아동 조기 재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재 실시하고 있는 담보육을 추진하되, 보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통합으로 설정하고 정책의 심을 분리된 담보

육에서 통합보육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은 아동에 한 교육, 양, 건강, 안 뿐 아니라 부모에 

한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  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조기 재 기  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조기 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육시설은 교육기 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아동에 한 특수교육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자극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

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에 한 조사결과 보육에 하여 기 나 

평가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합보육은 자연

인 환경에서 조기 재의 장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궁극 으

로는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육은 부모에 한 사회  서비스 기능도 갖는다. 

   이러한 보육이 제 기능을 하기 해서는 장애아동에 한 일 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장애발생 가능 아동에 한 조

기발견, 평가, 별, 배치, 개별화계획  로그램, 재정지원 등 일련

의 차에 의하여 아동의 발달을 진시킬 수 있는 한 조치가 이

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차는 일정한 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반 인 체계에서 보육시설은 다양한 선택 가능한 조

기 재 방법의 하나로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육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재로서는 장애아 보육의 양  확충으로 재 보육아동수의 0.38%

에 불과한 장애아동의 비율을 장기간에 걸쳐서 2% 수 까지 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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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한 장애아 보육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인력, 시설  

장비, 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보육의 확충과 더불어 쾌 한 

환경에서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하며 다양한 로그램

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를 한 외부 인력의 체계 인 지원도 필수

이다.

  한 장애아동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조

사결과에서도 장애 아동부모는 경제  부담이 크고 심리   사회

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역사회는 장애아동으로 인한 부모나 가족의 경제  심리   사회

 부담을 덜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아 무상보

육의 실기와 장애아동보육지원센터가 설치는 정책 최우선순 를 가져

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러한 정책 안은 일정기간 안에 모두 실시할 수

는 없다. 통합을 장애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지에 한 가치 단이 

들어간 것으로 실  가능하다기보다는 가치 지향 이라고 지 한 바 

있듯이(Cole & Chan, 1990), 제시한 개선 방안 역시 실이라기보다는 

당 성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사회를 이루게 한 기 로서의 장애

아동 보육사업은 꾸 히 진 으로 개선되고 발 되어야 하며, 이러

한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개선방안들이 보탬이 되어 장애아동이 통합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 가족이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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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1. 障碍兒 保育施設 調査票



※ 아래 칸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도번호 일련번호

장애아 보육시설 조사표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장애아동보육에 헌신하고 계신 시설장  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아보육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

의 일환으로 국에 있는 장애아동 담  통합 보육시설의 황  운 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장애아동의 

보육을 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연구의 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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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육시설 일반 황

1.  시설은 언제 처음으로 개원하 습니까? ········································[개원시기 : ______년  ______월]

2. 귀 시설에서 처음 장애아를 보육한 것은 언제입니까? ······················[최 시기 : ______년  ______월]

3. 귀 시설에서 장애아를 한 보육 로그램을 수립하고 본격 으로 장애아 보육을 시작한 것은 언제 

부터 입니까? ·················································[본격 인 장애아 보육 실시 시기 : ______년  ______월]

4. 귀 시설은 평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원합니까? ··········· [오  ____시 ____분～오후 ____시 ____분]

5. 다음은 귀 보육시설의 공간 구조  규모에 한 사항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해서 해당되는 수치

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보육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_______ ㎡ 는 ______ 평]

   2) 귀 보육시설의 보육실은 모두 몇 개이고 총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보육실은 총 (______ 개], [ _______ ㎡ 는 ______ 평]

   3) 언어치료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4) 물리치료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5) 개별교육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6) 상담사무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7) 그룹활동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8) 운동실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별도로 없으면 ‘0’을 기입) ················ [ _______ ㎡ 는 ______ 평]

6. 귀 시설에는 장애아보육을 하여 추가로 필요한 보육 공간 는 시설  장비가 있습니까?

□ ① 있다   6-1.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없다     1) 필요한 시설‧공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필요한 장비‧교재교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귀 시설에서는 보육아동의 등‧퇴원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 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 ② 보호자에 의한 등‧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아동을 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 ③ 주로 차량을 이용하지만, 일부 아동만 보호자에 의해서 등‧퇴원한다.

   □ ④ 거의 모든 아동에 해서 차량을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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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황

8. (2001년 4월 30일 재) 귀 시설의 보육아동 수를 기입(없으면 ‘0’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만 2세 

미만

만 2세 

아동

만 3세 

아동

만 4세 

아동

만 5세 

아동

만 6세 

이상 

취학

취학 상

미취학
취학아동 계

일반아동 수

등록

장애아

1～3

4～6

미등록

장애아수

계

9. (2001년 4월 30일 재) 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기하고 있는 아동 수를 기입(없으면 ‘0’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3세 미만 아동 3세 이상～취학  연령 아동 취학연령 아동 계

기 일반아동 수

기 장애아 수

계

10. (2001년 4월 30일 기 ) 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10-1. 귀 시설에서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을 보육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_______ 년  _______월까지

10-2. 재 장애아를 보육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육 받겠다는 장애아동이 없어서

□ ② 시설구조  환경이 장애아동에 합하지 않아서

□ ③ 인건비 등 운 상 경제  어려움이 있어서

□ ④ 비장애아동 가정에서 원하지 않아서

□ ⑤ 교사들이 힘들어해서

□ ⑥ 특수교사 등 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 ⑦ 기타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0-3. 장애아 보육과 련하여 귀 시설의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 ① 장애아보육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

□ ② 다시 실시하고 싶지만, 실 으로 어려울 것 같다

□ ③ 다시 극 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④ 기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3 -

개별 장애아동 특성

11. (2001년 4월 30일 재) 귀 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모든 장애아동에 한 특성에 한 질문입니다. 보기가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기입 

하시고, 없는 항목은 직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구분

성별 생년월일 귀시설
보육기간

보육시설 
이용시간

장애 종류 장애정도 보육료
지원 상

 모의 고용특성 부의 직업

① 남
② 여

〔기록방식〕
연도와 
월까지만 
기록해 주세요

〔기록방식〕
개월수로 
환산하여 
기록해 
주세요

① 반일반
② 종일반
③ 시간제
④ 기타

① 정신지체
② 지체장애
③ 청각장애
④ 언어장애
⑤ 시각장애
⑥ 발달장애
⑦ 뇌병변장애
⑧ 기타(직 기입)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⑥ 6
⑦ 미등록 

① 면제
② 감면
③ 일반

(※두자녀 
감면제외)

① 자 업(1인)
② 고용주(2인 이상)
③ 피고용( 일제)
④ 피고용(시간제)
⑤ 가내부업
⑥ 일용근로자
⑦ 남편 자 업소에서
   함께 일함
⑧ 업주부
⑨ 모부재(사망, 별거, 

이혼 등)

① 입법공무원, 고 임직원‧ 리직
② 교수 등 문직
③ 기술공‧ 문가
④ 사무직원
⑤ 서비스‧ 매근로자
⑥ 농‧어업 근로자
⑦ 기능원‧기능근로자
⑧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⑨ 단순노무직 근로자
⑩ 군인
⑪ 학생
⑫ 무직
⑬ 모부재(사망, 별거, 이혼 등)

아동01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2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3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4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5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6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7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8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09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0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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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분 성별 생년월일
귀시설

보육기간
보육시설 
이용시간

장애 종류 장애정도
보육료

지원 상
 모의 고용특성 부의 고용특성

아동11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2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3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4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5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6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7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8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19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0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1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2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3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4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5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6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7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8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29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0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1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2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3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4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5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아동36 _____년 _____월 _______개월

※ 장애아동수가 36명 이상인 시설은 첨부한 별지에 추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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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운 비

11. (2001년 4월 30일 재) 귀 시설에서 고시하고 있는 장애아동 1인당 월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구분 종일반 반일반 방과후반

1～3  장애아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4～6  장애아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12. 귀하께서는 장애아동 1인당 월 보육료로 어느 정도가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종일반 반일반 방과후반

1～3  장애아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4～6  장애아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____________ 원

13. 귀 보육시설의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의 세입  세출 총액(결산 기 )은 얼마나 되는지 각각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 _____________만원,  세출 : _____________만원]

14. 귀 시설은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아 보육과 련하여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지원을 받으셨다면,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횟수  지원  총액을 항목별

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00년 지원 횟수 2000년 지원  총액

시

설

별

지

원

1) 인건비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2) 교재교구비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3) 차량운 비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4) 시설기능보강비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5) 재활치료기구비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6) 기타(________)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면제․감면 장애아동 보육료 ___________ 회(없으면 ‘0’을 기입)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총 액 1년간 총_________________만원

15. 귀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보육료 감면  면제 상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장애아동

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① 지원한다   15-1. 지원하고 있다면, 아동 1인당 지원 액은 얼마입니까?

 □ ②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 장애아동 1인당____________________ 만원

 □ ③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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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황

16. (2001년 4월 30일 기 ) 귀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과 련된 직원에 한 질문입니다. 

   1) 귀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시설장, 취사부, 리인 

 노무직 제외)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총 _______ 명]

   2) 귀 보육시설에서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특성을 알아보기 한 

질문입니다.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시고,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응답내용을  

직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직원
구분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격 체 경력  시설경력

① 남  
② 여

몇 세
입니까?

① 고졸
② 2년제 졸
③ 4년제 졸
④ 학원이상 

① 1  보육교사
② 2  보육교사
③ 특수교사
④ 언어치료사
⑤ 물리치료사
⑥ 심리치료사
⑦ 재활치료사
⑧ 사회복지사
⑨ 간호사
⑩ 사회교육기  특수

교육과정 등 수료
⑪ 없음
⑫ 기타(무엇?)

해당 자격과 
련하여 기   

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① 직원A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② 직원B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③ 직원C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④ 직원D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⑤ 직원E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⑥ 직원F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⑦ 직원G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⑧ 직원H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⑨ 직원I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⑩ 직원J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⑪ 직원K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⑫ 직원L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⑬ 직원M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⑭ 직원N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⑮ 직원O 만 ____세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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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 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재 근무하는 직원 수는 정합니까?

 □ ① 부족하다   17-1. 어떤 직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② 정하다     1) 필요직원1 : _____________________ ,  필요 인원 수 : _________ 명

    2) 필요직원2 : _____________________ ,  필요 인원 수 : _________ 명

    3) 필요직원3 : _____________________ ,  필요 인원 수 : _________ 명

18. 귀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가 포함되어 있는 반 는 장애아 반에 한 교사운 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1개반을 보육교사 1인이 담당

    □ ② 1개반을 보육교사 는 특수교사 1인이 담당

    □ ③ 2개반을 통합하여 보육교사 2인이 함께 담당

    □ ④ 2개반을 통합하여 보육교사 1인과 특수교사 1인이 함께 담당

    □ ⑤ 기타 (어떤 방식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귀 시설은 장애아 보육과 련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의하는 공식 인 외부 문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19-1. 있다면,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있는 로 기입해 주십시오.

 □ ② 없다     1) 공식 인 외부 문가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공식 인 외부 문가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공식 인 외부 문가3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 귀 시설의 장애아 보육을 지원하기 해 공식 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나 기  등

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0-1. 있다면, 어떤 단체나 기 입니까? 그리고 지원받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② 없다     1) 명칭1 : __________________ , 지원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명칭2 : __________________ , 지원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명칭3 : __________________ , 지원내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귀 시설에서는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업무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 ①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  21-1.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어느 정도 구분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③ 명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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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운

22. 귀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 한 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재 장애아동만 보육한다                    24번 문항으로 가세요   

    □ ② 장애아동반과 비장애아동반을 완  분리하여 별도로 보육한다             

    □ ③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1개반에 완  통합보육한다               

    □ ④ 장애아동반은 분리되어 있으나, 로그램에 따라 통합하여 보육한다 

         

 22-1. 1일 통합 로그램 운 시간은 체 보육 로그램 운 시간  평균 몇 %나 됩니까?

      □ ① 25% 정도 □ ② 25～50% 미만 □ ③ 50～75% 미만 □ ④ 75% 이상

23.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통합보육에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의 6개 상별로 해당되

는 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싫어한다

싫어하는 

편이다

좋아하는 

편이다

매우 

좋아한다

1) 장애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비장애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장애아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4) 비장애아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 일반아동 보육교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6) 장애아보육 담당 보육교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4. 귀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한 개별화교육 로그램(IEP)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하지 않는다 

 □ ② 실시한다

 24-1.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문인력이 부족하여 

    □ ③ 작성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

    □ ④ 업무량이 많아서

    □ ⑤ 기타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귀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동가족을 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하지 않는다 

 □ ② 실시한다

 25-1.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제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 ② 문인력이 부족하여 

    □ ③ 작성  실시방법을 잘 몰라서

    □ ④ 업무량이 많아서

    □ ⑤ 기타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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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귀 시설에는 장애아동에 한 개별화 로그램을 수립하기 한 문인력 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26-1. 있다면, 구성원이 구인지 있는 로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육교사 □ ② 특수교사 □ ③ 물리치료사 □ ④ 언어치료사

□ ⑤ 심리치료사 □ ⑥ 재활치료사 □ ⑦ 의사 □ ⑧ 장애아 부모

□ ⑨ 기타 ( 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귀 시설에서는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장애아 부모를 상으로 다음과 같은 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셨습니까? 각 문항에 해서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상 로그램 년 1회 년 2회 년 4회 년 6회 월 1회 실시안함

 1) 정기 인 개별 아동 부모상담 제공

 2) 자녀 보육 련 부모교육 로그램 실시

 3) 정기 인 보육아동 부모간담회 개최 

28. 귀 시설은 장애아 가정(부모)을 상으로 다음의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해서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충분함

비교  
충분함 보통임 체로 

부족함
매우 

부족함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2) 장애아동의 진로

 3) 장애아동의 생활 응 방법

 4) 가정에서의 장애아 양육 방법

 5)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6) 가족의 스트 스 해소 방안

 7) 장애 련 기  소개  이용 방법

시설장 의견  특성

29. 다음은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완 히 통합하여 보육할 경우(3～6세아반 기 ) 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 이라고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입니다.

   1) 완 통합 1개반(3～6세아 기 )은 아동 (_______명)당 장애아동(______명]이 당하다.

   2) 이 경우에 보육정원이 80명인(3～6세아 기 ) 시설에서는 장애아동보육을 한 교사가 각각 몇 명이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일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계

4개 완 통합반 운 시 필요 교사수

(필요없으면 ‘0’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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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장애아 담보육시설에 한 질문입니다. 

   1) 장애아 담보육의 경우 1개반의 장애아동 수는 몇 명이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_ 명]

   2) 장애아동수가 20명인 담보육시설의 경우 다음의 교사가 각각 몇 명이 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일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계

장애아동 20명 보육시 필요 교사수

(필요없으면 ‘0’을 기입)

31. 귀하께서는 장애아 담보육시설이 어떻게 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담보육시설을 차 확 한다.

    □ ② 담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③ 담보육시설을 장애아 치료시설로 환하여야 한다.

    □ ④ 기타 (어떤 방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2.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장애아 보육정책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여야 한다.

    □ ② 경도아동은 통합보육, 도아동은 담보육을 하여야 한다

    □ ③ 경도아동은 통합보육을, 도아동은 문 교육 는 치료(재활)시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 ④ 경도‧ 도아동 모두 보육시설 이외의 문 교육 는 치료(재활)시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어떤 방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장애아 보육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는 정부에 바라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 다음은 귀하(시설장)의 일반  특성과 련된 질문입니다.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시고, 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응답내용을 직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성별 연령 학력 공 총 경력  경력
① 남자

② 여자

만 연령 

기입

① 고졸

② 졸(3년제이하)

③ 졸(4년제이상)

④ 학원 재학

⑤ 학원졸 이상

① 보육학

② 유아교육학

③ 특수교육학

④ 사회복지학

⑤ 아동(복지)학

⑥ 간호학

⑦ 교육학

⑧ 가정학

⑨ 의학

⑩ 기타(무엇?)

장애아동 

련 기  

근무경력

기입

 보육시설

시설장 경력 

기입

응답 _____세
 ____년

 _____개월

 ____년

 ____개월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附  2. 保育施設 利用兒童 父母 調査票



※ 아래 칸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도번호 일련번호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조사표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보육

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본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동 부모의 만족도, 요구도 등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오로지 장애아동의 보육을 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연구의 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  경  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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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번호에  ‘☑’ 표해 주시고, 제시된 문항  해당되는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의 ‘_______ ’에 직  내용을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직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문항에 해서는 ‘ _________ ’ 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  써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1. 귀 의 자녀가 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한 질문입니다.

  1) 어린이집 이름은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 어린이집]

  2) 어린이집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 [ _________ 시‧도 _________ 시‧군‧구 _________ 동]

2. 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는 언제 출생했습니까? ······························[출생년월 : ______년 ______월]

3. 귀 의 자녀는 언제 처음 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지 까지 이 어린이집에 다닌 

개월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 ______년 ______월부터 시작해서 모두 _______ 개월]

4. 귀 의 자녀가 평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은? ············[오  ____시 ____분～오후 ____시 ____분]

5. 귀 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방법  소요시간에 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해 

주시고 소요시간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어린이집 차량이용 (______분) □ ② 자녀 혼자 걸어서 (_____분)

□ ③ 부모(가족)와 걸어서 (_______분) □ ④ 부모(가족)와 교통으로 (______분)

 □ ⑤ 부모(가족)가 승용차로 (_______분) □ ⑥ 기타(어떻게?_________ ) (______분)

  

6. 귀 의 자녀는 재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고 계십니까?

   □ ① 보육료 액을 면제 받고 있다        □ ② 보육료 반액을 감면 받고 있다

   □ ③ 아무런 혜택도 받고 있지 않다        □ ④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7. 귀 에서는 2001년 4월 한 달 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얼마를 내셨습니까? ·················· [월 __________원]

8. 귀 의 생활수 에 비추어 볼 때, 재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수 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부담이 된다                  □ ② 부담이 되는 편이다

   □ ③ 당한 편이다                       □ ④ 로그램이 개선된다면 더 부담할 여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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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귀 의 자녀가 재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에 다닌 곳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1. 다녔던 곳에 모두 표시하고, 다녔던 총 기간을 각각 어주세요.

 □ ① 다른 장애 담어린이집(___ 개월)  □ ② 다른 장애통합어린이집(___ 개월)

 □ ③ 특수유치원( _____ 개월)  □ ④ 일반유치원( _______ 개월)

 □ ⑤ 복지  조기교실( _______ 개월)  □ ⑥ 사설조기교실( _______ 개월)

 □ ⑦ 사설 언어치료실( _______ 개월)  □ ⑧ 병의원 치료실( _______ 개월)

 □ ⑨ 기타(어디? 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 개월)

 9-2. 에 표시한 곳  제일 처음 다닌 곳의 번호를 어주세요. ····· [ _____번]

 9-3. 그곳을 다니기 시작할 때 자녀의 연령은? ················· [ _____ 세  ____ 개월]

10. 귀하는 어떤 이유로 자녀를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보내십니까? 다음의 10개의 이유마다 해당되는 곳

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택 사유
매우 

그 다

그런 

편이다

그 지 않은 

편이다 그 지 않다

  1) 비용이 렴해서 보낸다

  2) 집에서 가까워서 보낸다

  3)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어서 보낸다

  4) 아동(자녀)을 한 로그램이 좋아서 보낸다

  5) 시설‧설비 등이 좋아서 보낸다

  6) 비장애아동과 함께 보육받을 수 있어서 보낸다

  7) 장애아동만 보육받을 수 있어서 보낸다

  8)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아 주어서 보낸다

  9) 주변에 보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보낸다

 10) 부모에 한 로그램(서비스)이 좋아서 보낸다

11. 귀 의 자녀가 이 보육시설에 다닌 후 장애정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이 개선되었다 □ ② 조  개선된 편이다 □ ③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 ④  개선되지 않았다  □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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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하는 어린이집에 다님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기 하십니까? 다음의  8개 

항목마다 기 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많이 

기 한다

어느 정도는 

기 한다

별로 기 하지 

않는다

 기 하지 

않는다

 1) 장애증상 완화

 2) 다른 장애 발생 방

 3) 건강‧ 양 리 등 보호 

 4) 언어능력 발달

 5) 수‧도형 개념 등 인지 발달

 6) 사회성 발달(친구사귀기 등)

 7) 신체기능 발달

 8) 신변 처리 기능 학습

13. 귀 의 자녀는 재 어린이집 이외에 교육이나 치료를 하여 별도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3-1. 다니고 있는 곳에 모두 표시하고, 1개월에 내는 액도 함께 써주세요.

 □ ① 특수유치원(월________원)  □ ② 일반유치원(월________원) 

 □ ③ 복지  조기교실(월________원)  □ ④ 사설조기교실(월________원) 

 □ ⑤ 사설 언어치료실(월________원)  □ ⑥ 병의원 치료실(월________원)

 □ ⑦ 기타(어디? ____________________, 액: 월________원)

14. 귀하는 언제까지 자녀를 재의 어린이집에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 ① 등학교 입학 후에도 보내겠다

    □ ② 등학교 입학 직 까지 보내겠다

    □ ③ 당분간은 계속 보낼 정이다

    □ ④ 조만간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보호할 정이다

    □ ⑤ 조만간 옮길 정이다  

    

 14-1. 어떤 곳으로 옮길 정이십니까? 

 □ ① 다른 장애 담어린이집  □ ② 다른 장애통합어린이집  □ ③ 특수유치원

 □ ④ 일반유치원  □ ⑤ 복지  조기교실  □ ⑥ 사설 조기교실

 □ ⑦ 시설 언어치료실  □ ⑧ 병의원 치료실  □ ⑨기타 (어디? 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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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귀 에서는 보육시설에서 부모를 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로그램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다음의  

4개 항목마다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상 로그램

실시할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

실시 횟수  

반 이상

참석

참석할 

필요가 없어 

불참

참석하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거의 불참

어린이집에

서 실시하지 

않아 불참

 1) 자녀에 한 부모상담

 2) 자녀 보육과 련된 부모교육

 3) 보육아동 부모간담회(모임)

 4) 부모를 한 여가활동 등 서비스

16. 보육시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까? 다음의 7개 항목마다 해당되는 칸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족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

 1) 장애 원인과 특성

 2) 장애아동의 진로

 3) 장애아동의 생활 응 방법

 4) 가정에서의 양육 방법

 5) 장애아동이 가족에 미치는 향 

 6) 가족의 스트 스 해소방안

 7) 장애 련 기   이용 방법

17. 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등은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7-1. 무상교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오랜 시간 아이를 맡아주기 때문에  

       □ ② 교사  아동비율이 낮아서 

       □ ③ 일반아동과의 통합을 해서

       □ ④ 아이가 유치원에 응을 못 하여서

       □ ⑤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 ⑥ 보육시설이 가까워서

       □ ⑦ 보육시설 교육 내용이나 시설 등이 좋아서

       □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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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녀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장애의 경우는 주된 장애 1종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신지체 □ ② 지체장애 □ ③ 청각장애 □ ④ 언어장애

□ ⑤ 발달(자폐)장애 □ ⑥ 시각장애 □ ⑦ 뇌병변장애 □ ⑧ 기타(__________ )

   

19. 귀 에서는 언제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셨습니까? ······· [ ______세 ______개월 때]

20. 자녀의 장애를 의심하고 최 로 찾아간 문기 은 어디입니까?

   

□ ① 종합병원 □ ② 병의원 □ ③ 복지 □ ④ 사설조기교실

□ ⑤ 특수유치원 □ ⑥ 장애아보육시설 □ ⑦ 기타(어떤 기 ? _______________________ )

21. 귀 의 자녀는 장애인 등록을 하 습니까?

□ ① 했다  

□ ② 곧 할 정이다

□ ③ 안했다

 21-1. 등록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자녀가 ____ 세 ____개월일 때]

 21-2. 등록장애명과 등 은? ·········· [장애명: ____________ , 등 : _____ ]

    

 21-3.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등록 차  방법을 몰라서  □ ②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 ③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 ④ 등록 안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 ⑤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 ⑥ 앞으로 장애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 ⑦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 ⑧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22. 귀하와 가정은 장애가 있는 자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구  분 매우 심하다 심한 편이다
별로 문제가 

안된다 
 문제가 

안된다

 1) 자녀 보육‧치료에 따른 가정의 경제  부담

 2) 자녀 교육  치료기 의 선택

 3) 부부간의 의견 립  불화

 4) 비장애 형제들의 불만  소외에 의한 갈등

 5) 장애아동의 불투명한 진로에 한 불안

 6) 부모의 삶에 한 회의  우울한 느낌

 7) 부모의 외출  사회활동의 제한

23. 귀 의 장애가 있는 자녀 양육과 련하여 가족 이외에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상은 구입니까?

   

□ ① 친구 □ ② 다른 장애아부모 □ ③ 어린이집원장님 □ ④ 어린이집보육교사

□ ⑤ 복지  상담직원 □ ⑥ 의사, 치료사 등 □ ⑦ 다른 교육기 □ ⑧ 장애 련기  선생님

□ ⑨ 종교성직자(목사,스님) □ ⑩ 없다 □ ⑪ 기타( 구?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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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  질문서에 응답하고 계신 분께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어떤 계입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기타( 구? ____________ )

25. 귀하와 배우자의 최종학력(졸업기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 해 주세요.

   

구분 고졸 문 졸 4년제  졸 학원 이상 졸 배우자 없음

본  인

배우자

26. 귀하와 배우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 해 주세요.

   

구분
자 업

(가게)

배우자의 

자 업에 

공동종사

고용주
상용

( 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

계약직
일용직

가내

부업

무직

( 업주부)

배우자 

없음

본  인

배우자

27. 귀 의 월 평균 총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50만원 미만 □ ③ 150～200만원 미만

□ ④ 200～250만원 미만 □ ⑤ 250～300만원 미만 □ ⑥ 300～350만원 미만

□ ⑦ 350～400만원 미만 □ ⑧ 400～450만원 미만 □ ⑨ 450만원 이상

28. 귀 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한 질문입니다.

  1)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_________ 원]

  2) 자녀의 장애증상 완화를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교실, 치료실(언어치료) 등을 이용하면서 

교육(보육)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은 월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없으면 ‘0’으로 표시)  

·····························································································································[월 평균_________ 원]

  3) 병의원, 한약방, 약국 등 이용을 통해 이 자녀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은 월평균 어느 정도 됩니

까?(없으면 ‘0’으로 표시) ················································································[월 평균_________ 원]

  4) 이 자녀에게 지출하는 총 비용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지출처는 무엇이며, 그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직  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처: ____________, 지출 액: _________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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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운 이나 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附  3. 早期敎育機關 利用兒童 父母 調査票



※ 아래 칸에는 아무 것도 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도번호 일련번호

조기교육기  이용아동 부모 조사표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보육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기교육기 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도 등 의견을 수렴하기 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  이외에는 로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장애아동 보육정책 마련에 필요한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연구의 

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  경  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질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되는 번호에  ‘☑’ 표해 주시고, 제시된 문항  해당되는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의 ‘_______ ’에 직  내용을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직  응답내용을 기입하는 문항에 해서는 ‘ _________ ’ 에 해당되는 내용을 직  써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1. 귀 의 자녀가 재 다니고 있는 기 에 한 질문입니다.

  1) 기 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______________________ ]

  2) 기 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 _________ 시‧도 _________ 시‧군‧구 _________ 동]

2. 의 기 에 다니는 자녀는 언제 출생했습니까? ·································[출생년월 : ______년 ______월]

3. 귀  자녀의 기 이용에 한 질문입니다. 

  1) 이 기 에 다닌 개월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___ 개월]

  2) 이 기 에는 1주일  며칠을 다닙니까? ·································································[1주일에 ________ 일]

  3) 하루  이 기  이용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 ____시 ____분～ ____시 ____분까지]

4. 귀 에서는 이 기 에 2001년 4월 한 달 이용료로 얼마를 내셨습니까? ················· [월 __________원]

5. 귀 의 생활수 에 비추어 볼 때, 재 이곳에 내는 비용의 수 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부담이 된다                  □ ② 부담이 되는 편이다

   □ ③ 당한 편이다                       □ ④ 로그램이 개선된다면 더 부담할 여유는 있다

6. 귀 의 자녀는 이 곳 이외에 교육이나 치료를 하여 따로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6-1. 따로  다니고 있는 곳에 모두 표시하고, 월 이용 액도 함께 써주세요.

 □ ① 어린이집(월________원)  □ ② 특수유치원(월________원)

 □ ③ 일반유치원(월________원)  □ ④ 복지  조기교실(월________원)

 □ ⑤ 사설 조기교실(월________원)  □ ⑥ 사설 언어치료실(월________원)

 □ ⑦ 병의원 치료실(월_______원)

 □ ⑧ 기타(어디? ____________________, 액: 월________원)

7. 귀 에서 이 자녀에게 지출하는 비용에 한 질문입니다.

  1)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_________ 원]

  2) 자녀의 장애증상 완화를 해 조기교육기 , 치료실(언어치료),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이용하면서 

교육(보육)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는 돈은 월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없으면 ‘0’으로 표시)  

·····························································································································[월 평균_________ 원]



  3) 병의원, 한약방, 약국 등 이용을 통해 이 자녀의 의료비로 지출하는 돈은 월평균 어느 정도 됩니

까?(없으면 ‘0’으로 표시) ················································································[월 평균_________ 원]

  4) 이 자녀에게 지출하는 총 비용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지출내역은 무엇이며, 그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직  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처: ____________, 지출 : _________ 원]

8. 귀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동에 한 보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8-1. 알고 계시면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 인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서

      □ ②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없어서

      □ ③ 자녀가 응을 못할 것 같아서

      □ ④ 보육시설은 아이를 돌보아 주기만 하는 곳인 것 같아서

      □ ⑤ 기타: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9. 귀하는 주변에 장애아동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용하고 싶다 □ ② 나 에 이용해 보겠다 □ ③ 이용하지 않겠다

10. 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아특수학교는 무상교육임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 ② 모른다

 10-1. 무상교육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 ② 주변에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아특수학교가 없어서

       □ ③ 유치원 과정에 응을 못 하여서(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④ 집에서 가까워서                   

       □ ⑤ 보다 문 인 교육  치료를 받도록 하기 해

       □ ⑥ 기타(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자녀의 장애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장애의 경우는 주된 장애 1종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신지체 □ ② 지체장애 □ ③ 청각장애 □ ④ 언어장애

□ ⑤ 발달(자폐)장애 □ ⑥ 시각장애 □ ⑦ 뇌병변장애 □ ⑧ 기타(__________ )

12. 귀 에서는 언제 자녀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아셨습니까? ··········· [ _____세 _____개월 때]

13. 자녀의 장애를 의심하고 최 로 찾아간 문기 은 어디입니까?

   

□ ① 종합병원 □ ② 병의원 □ ③ 복지 □ ④ 사설조기교육기

□ ⑤ 특수유치원 □ ⑥ 장애아보육시설 □ ⑦ 기타(어떤 기 ? _______________________ )



14. 귀 의 자녀는 장애인 등록을 하 습니까?

□ ① 했다  

□ ② 곧 할 정이다

□ ③ 안했다

 14-1. 등록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자녀가 ____ 세 ____개월일 때]

 14-2. 등록장애명과 등 은? ·········· [장애명: ____________ , 등 : _____ ]

    

 14-3.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등록 차  방법을 몰라서  □ ②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 ③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 ④ 등록 안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 ⑤ 등록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 ⑥ 앞으로 장애증상이 좋아질 것 같아서

       □ ⑦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 ⑧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15. 지  질문서에 응답하고 계신 분께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어떤 계입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기타( 구? ____________ )

16. 귀하와 배우자의 최종학력(졸업기 )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 해 주세요.

   

구분 고졸 문 졸 4년제  졸 학원 이상 졸 배우자 없음

본  인

배우자

17. 귀하와 배우자는 어떤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까? 다음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 해 주세요.

   

구분
자 업

(가게)

배우자의 

자 업에 

공동종사

고용주
상용

( 일제)

상용

(시간제)

임시

계약직
일용직

가내

부업

무직

( 업주부)

배우자 

없음

본  인

배우자

18. 귀 의 월 평균 총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50만원 미만 □ ③ 150～200만원 미만

□ ④ 200～250만원 미만 □ ⑤ 250～300만원 미만 □ ⑥ 300～350만원 미만

□ ⑦ 350～400만원 미만 □ ⑧ 400～450만원 미만 □ ⑨ 450만원 이상

19.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어려운 이나 정부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어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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