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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 정 숙

(명지전문대학)

[요 약]

1. 서 론

전통적으로 특수교육은 결함 역에 부합되게 마련된 분리된 학교나 학급, 시설에서 시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장애 특성에 맞게끔 배려된 자발적이고 자선적인 조직체에 의해서 출발되었다

(김삼섭, 1996). 그러나 이러한 분리교육은 일반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립화하는 현상을 초래했고, 장애

인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장애유아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화하는데 있으며, 개인이 지닌 장애

를 극복하고 개성을 신장시켜 사회에 바람직하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Meyen, 1996). 이러한 분리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노

력이 통합교육이며, 이는 이제 장애유아 교육방법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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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들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

하는 것이다(특수교육 진흥법 제2조 6항). 즉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비

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학급에 배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욕구를 지원하며 교육하자는 통합교육은 근본적

으로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인간으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인

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모든 교육적 편의와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 정의의 실현에 그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박 균, 2004). 장애인에 대한 인권존중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장

벽을 허물어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간이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통

합교육이라면 이 통합교육의 시발점은 사회에서 가장 처음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유아교육시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유아는 어릴수록 

인지, 언어, 즉흥 행동 등에서 비장애와의 발달정도와 차이가 적으므로 조기에 통합교육이 실시될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유아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장애유아의 사회적 상

호작용과 모방과 학습의 기회를 주어 사회성 및 언어발달, 인지 발달 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

광웅, 1990). 이러한 장애유아의 조기통합의 효과와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

(Smith, 1998; Miller, Armstrong, and Hagen, 1981; Bricker, 1989).

장애유아가 일반유아와 같은 교실에 통합되면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이나 주요 의사결정은 일차적

으로 교사의 몫이 되기 때문에 교사가 지니는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장애유아의 적응과 

교육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 장애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들이 장애

유아의 통합교육의 성패가 좌우할 수 있으며, 교사의 견해나 태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사의 태도나 인식은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교육과정, 교수전략 보다도 통합

교육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Larrivee, 1981), 장애유아의 교육을 주도하고 현장

에서 담당하는 교사의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장애유아에 대한 통합교육은 결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의 전반적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근거로 도

출한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들이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유아 통합교

육의 성공적이고 올바른 구현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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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들을 세분화하여 특

수학교에서 분리 교육하는 것을 탈피하여 가능한 폭넓게 또래집단들과 함께 일반 정규 교육의 자리에 

참여해 배우도록 하자는 것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함을 의미한다(김정원, 

1995).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 제62조 6항에 의하면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

회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대에 알맞게 장애아동의 사회적응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아동에 대

한 일반아동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아동의 사회적 관심, 공동체 의식을 개발하며, 장애아동은 

물론 일반아동도 학문적 이득을 보게 하고, 특수교육비의 절감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

이 된다(유명숙, 2000). 또한 통합교육에 참여한 일반유아들이 장애유아들과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

게 됨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장애인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지니게 되고, 이것은 장애유아 통합교육이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린 시기에 통합교

육을 실시함으로써 장래의 사회 구성원이 될 유아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더불

어 사는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

옥, 2003). 

이렇듯 장애유아를 비장애유아와 분리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일반교육의 체제속의 동등한 시간과 

공간에 참여시켜 함께 교육받게 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을 없애며, 장애를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통합교육은 오늘날 정상화(normalization), 주류

화(mainstreaming), 최소 제한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과 같은 여러 차례의 패러다

임의 변화를 통하여 최근의 통합교육을 일컫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완전통합교육(total integration)

에 이르게 되었다.

정상화란 장애인의 삶이 가능한 한 일반인의 삶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장애인이 성

인이 되었을 때, 일반인과 격리된 시설에서의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

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비장애 아동들과 통합된 상황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이정남, 2004) 철학적 견

해로,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환경에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주류화는 장애를 

가진 아동과 일반아동들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접촉이나 학습활동 등을 함께 소요함을 통하여 그들의 특수한 요구를 제공하고, 장애아

동과 일반아동의 구조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Haring and McCormic, 1986). 최소제한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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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미국 공법(Public Law) 94-142(The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에서 사용

된 법적용어로서 특수아동을 가능하면 최대한 정상적인 교육환경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특수아동의 통합교육의 기반이 되었다(김윤옥, 1977). 

통합교육은 정상화의 철학과 주류화 운동, 그리고 최소제한환경과 같은 법률제정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완전통합교육이 최근의 통합교육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완전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전체 연령

에 적절한 교실에 등록되어 일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이효자, 2000),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학교 및 교실에서 최대한 적절하게 교육시키는 일반학교의 

특수아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Lombardi, 1997; Rogers, 1993), 일반학급 내에 일반교사

와 특수교사가 함께 교육하는 것으로, 가장 정상적이고 통합적이며 윤리적이며, 이상적인 특수교육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lackman and Peterson, 1989). 즉, 어떤 형태든 분리형태의 특수교육을 제

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특수교육전문가의 지원적 서비스가 완전통합학교 속에 존재해 있어 정규학

급 교사와 나란히 기능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통합교육은 비장애아와 교사의 태도 변화에 향을 미치며 장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황순자, 2000).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장애유아의 통합보육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하나의 혁

신적이고 본질적인 기반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의 통합은 유아기에 가장 자연

스럽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효과가 가

장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가 효과적으로 촉진되기 위해서는 유아기

부터 통합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정진, 1997).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효과를 장애유아의 측면과 일

반유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유아의 측면에서 살펴본 통합교육의 효과는 첫째, 정상적인 또래 집단과의 다양하고 자유

로운 인간관계의 경험, 관찰 및 모방학습,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이 장애유아의 사회성발달,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인지발달에 향을 미친다. 둘째, 일반유아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예상외로 장애유아의 

잠재된 능력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장애유아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기에 일반유아와의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거부감, 이

질감, 고립감 등이 해소되어질 수 있으며 정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감, 소속감 등을 증진시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넷째,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착

된 관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또래와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자발적인 활동 및 자신의 존재

를 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유아기 이후에 심각해 질 수 있는 지체를 조기에 통합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서현아, 2000). 여섯째, 장애아동이 함께 놀고 싶은 친구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정에서 혹은 분리된 교육 환경에서만 교육을 받게 되면 자연스런 환경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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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을 제한받지만 통합교육을 하게 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일반아동 

모두를 친구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조윤경, 1995). 따라서 일반아동으로부터 적극적

인 상호작용의 행동패턴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organ and York, 1981). 일곱째, 통합 

환경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장애유아의 발달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며, 특히 어린 아동들이 자신

의 인간 상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목적을 성공적이고도 적절하게 선택하고 수행하는 능력인 사회적 

능력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Guralnick, 1990).  

한편, 일반유아의 측면에서 통합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장애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유아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장애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해를 개선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로 상호 수용성이 높아져 일반유아와 장애유아 상호간의 태도

가 호의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한 후에도 계속 지속된다. 둘째, 유아들이 아직 특정 인간

집단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유아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일반유아는 장애유아와 상호 작용하는 경험 중에 바람직한 모델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장애유아는 관찰학습을 통해 이런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넷째, 장애유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일반유아들에게도 함께 제공되면서 일반유아들이 발달과 

행동적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일반유아들이 장애유아를 통해 다른 점을 이해할 기회

가 많아지고 이는 단순히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의 개인차를 인식하는데 도움

이 되며 결과적으로 장애유아를 수용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서현아, 

2000). 여섯째,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다양한 사회

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과의 연구결과 일반아동은 장애아동과의 경험에서 

자존감의 향상,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 증대, 장애아동들과 의사소통하고 이해하려는 성실한 노력에서 

오는 통찰력 등을 얻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조윤경, 1995). 일곱째, 장애아동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수용하게 되며,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

지게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 적절하게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Morhan and York, 1981). 여덟째, 통합교육이 일반 유아에게 개인차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가능케 

하고 남을 돌보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Keller and Hoing, 1993).

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분석적이 아니고 통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의사전

달 기술의 발달, 인지발달, 운동기능의 발달 등을 포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송정은․이 철, 

2000). 따라서 장애아동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행동발달, 학습능력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향 뿐 아

니라 일반유아에게도 장애유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사회․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효과는 실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교사의 인식은 유아행동에 대한 교사의 기대에 향을 주고 이러한 기대와 태도는 아동의 학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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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자아감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장애

아동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친다(공마리아․최은 , 2002). 통합 상황에

서 유아교사는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이자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통합

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Bricker, 1995). 따라서 

통합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장애유아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수행능력

에 기대를 가지며 모든 유아에게 긍정적이며 공평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여야, 유아와 교사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이기현, 1998). 더욱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아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아닌 일반 유아교육을 전공한 일반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양식과 교사의 자질 및 통합교육지식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

애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견해나 태도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사의 긍정적

인 혹은 부정적인 태도들이 통합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Larrivee, 1981). 정희

(1996)은 이와 같은 통합교육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교사의 자질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장애아동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장애아동의 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

며, 둘째, 통합교육의 실제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수기술과 장애아동 지도를 위해 

동원되는 설비 및 자료 활용을 위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셋째,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는 장애아동의 자아 존중감형성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대한 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장

애아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

에 관한 연구는 통합교육의 발전적인 실천에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통합교육의 긍정적 혜택과 부정적인 향, 교

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 관련 제도 및 행정, 그리고 통합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서의 역할과 관련된 교사들의 태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계숙(1995)은 유치원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유아와 장애유아 모두의 발달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실시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모든 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손상희(1998)는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태도 분석에서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

한 태도는 특수교육 연수나 통합교육에 관한 실습, 그리고 현장 실천을 위주로 한 연수가 교사의 태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갖

고 있으며, 특수교육 연수 경력은 인지적, 행동적 태도에 향을 주며, 장애아동에 대한 접촉경험은 

감정적 태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정은․이 철(2000)은 일반학교, 특수학교, 유치원-조기교육센터 등의 유치부 교육과정을 운 하

고 있는 기관장의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분석에서 각 기관의 장들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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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합교육의 장점으로 장애

유아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인식전환과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고

취시키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점으로는 일반유아와 장애

유아의 공동배려 부족으로 인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며, 시설여건 부족, 부모의 편견된 이해와 전문

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성우․김미경(2001)은 장애아동들의 지역학교 내 통합교육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태도 

비교연구에서 교사들이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에 대해 관념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

들은 통합교육이 장애 아동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에게도 일반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

었다고 하 다. 또한 지도경험이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아동

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통합교육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

다.

서현아․송은희(2002)는 유치원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통합교육

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교사의 전문성 역에서 장애유아 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한 장애유아를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연령, 교직 경력, 학력 장애유아 담당 경험, 담당학급 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통합교육에 대한 자신감 등의 요인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경․이소현(2003)은 장애유아 통합의 긍정적, 부정적 향 및 실행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유

아교사의 인식에서 유아교사들은 통합의 혜택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보 으나, 부정적 

향에서는 보통 정도의 중간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교사의 교수 경력이 높거나 장애관련 교육 이

수를 완수하거나 혹은 통합지원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통합의 혜택에 대해 더 높은 긍정도를 보

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면에서 통합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를 위한 시간과 장애유아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경력, 통합 경험과 장애관련 교육 유무 등의 교

사변인이 유아교사의 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도성화․전헌선(2003)은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의 인식에서 - 일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

식을 성별, 경력별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장애학

생과 일반학생의 학력, 인성발달, 운동능력, 사회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성별, 경력, 근무지의 특수학급 유무에 관계없이 유아의 학력, 인성발달, 운동능력, 사회성이 모두 향

상되거나 좋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나장항(2004)은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탐구에서 교사들은 통합교육과정을 전반적으

로 지지하며, 교원연수/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개념에 대체로 친숙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합교육과정 실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합교육과정의 향 및 문제점으로는 실질적인 통합

교육의 내용 및 실행에 관련된 교원양성, 교원연수 등이 분석되었다.

무조건 장애유아와 일반유아를 같은 시간과 공간에 배치하 다고 해서 통합교육의 효과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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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통합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교사이며, 유아교사들

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통합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향을 받는다. 본 장에서는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인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선

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래리비(Larrivee, 1981)는 교사의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장애유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장애유아 교수 경험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며, 이

러한 요인들은 교사의 나이, 교육수준, 교사경력과 같은 통계적 특징과 장애유아와의 접촉경험, 그리

고 통합교육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 으며, 로버트와 프래트(Robert 

and Pratt, 1987)는 담당학년, 학급크기, 교직경력, 장애유아 지도경험, 성공감 지각, 학교 유형 등을 

향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굴라닉(Guralnick, 1992)은 교사와 유아의 수,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의 비

율, 장애유형,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연수,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질, 교실공간과 교구재의 배치, 부모의 

요구 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조윤경․이소현(2003)은 교사경력, 연령, 학력, 기관 

성격, 학급 내 학생 수, 통합지원교사 여부, 개인적 통합 경험, 장애 관련 과목 이수 등을 향요인으

로 들고 있으며, 서현아․송은희(2002)는 교사의 연령과 경력, 교사의 학력, 장애유아의 선행경험, 담

당 유아 연령, 특수교육 과목 이수 정도와 현직 교원 연수,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 장애아

동에 대한 성공감 정도를 향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앞서 언급하 던 선행연구에서의 논의

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직경

력, 학력, 특수교육관련 연수, 직급, 장애유아 담당경험을 도출하 다. 

첫째, 통합교육현장에서의 유아교사의 경력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는 교수경력이 많은 교사가 교실 안에서 아동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게 되고, 이는 유아를 관리

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맨델과 스트레인

(Mandel and Strain, 1988)은 교사의 경력이 인식에 미치는 향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경력이 높

을수록 통합의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의 교육경

험이 통합의 장벽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되

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수경력이 많은 유아교사일수록 장애아동을 통합교육한 경험이 많을 

것이며, 또한 장애아동을 이해․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유명숙, 2000; 서현아 외, 2002; 조윤경 외, 2003; 도성화 외, 2003). 

둘째,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중 교사의 직급을 들 수  있다. 어린이집을 비롯

한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본운 방침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위치로 기관의 행정전반에 걸친 지도 

및 감독의 의무를 지며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교육과정에 방향을 제시하며, 시설 등의 관리와 평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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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갖고 있고, 기관의 사무와 경 을 총괄 또는 담당하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 정책이나 방향은 거의 행정기관에 의해 수립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관장

의 운 지침이 상당한 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성과는 기관장의 능력과 

활동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로버트와 프래트(Robert and Pratt, 1987)는 담당학년, 직

급, 학급크기, 교직경력, 특수아동 지도경력, 성공감 지각, 학교의 유형 변인에 따라 초등학교 직원의 

통합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교장과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보다 통합에 대해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교장은 교실에서의 특수아동 관리와 교수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 다(유명숙, 2000).

셋째, 통합교육에 대해 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교사의 학력이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향을 

미친다(Horme, 1985).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합교육에 대한 특수교육관련 연수 및 특수교육 이수 과목이 많을 것이며, 통합교육에 관한 개념 및 

이론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에 따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합교육에 대

한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서현아․송은희(2002)의 연구에서도 통합의 개념과 행동적 기대에서 

4년제 졸업자가 2년제 졸업자보다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

년제 대학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이수와 시간이 2년제 보다 많으므로 교육

과정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이론과 이에 따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특수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것이 많아져, 장

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변인으로 작용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도 ‘장애유아의 통합교육 

경험’은 교사의 인식 및 태도에 접한 관련이 있다. 장애유아가 일반유아와 함께 배치되었을 때 장애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이전에 경험을 통해 습득한 장애유아에 대한 접촉과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을 통해 교사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통합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선행연구

에서도 장애유아를 교육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Green and Harvey, 1983; Salend and Johns, 1983; Horne, 1985; 김명희, 1993; Leyser, 

Kapperman, and Keller, 1994; 안성우 외, 2001).

다섯째,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연수경험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특수교육에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

사들이 그렇지 못한 교사에 비해 더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Larrivee, 1981; 김명희, 1993; 이현정, 1996; 손상희, 1998; 서현아․송

은희,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장애관련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나 교류로서 얻어진 

교사의 지식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실에서의 적절한 교수방법으로 이어져 통합교육에 중요한 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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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설계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통합

교육의 요인으로는 학생요인, 교사와 교수적 요인, 행정적 요인, 부모와 지역사회 요인 등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 중 교사의 태도는 교사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교사와 아동을 포함한 인적 

상호작용에 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행정적, 교육 과정적 전략보다도 통합교육의 성패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Larravee, 1981).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주체인 유아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향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성공적

이고 올바른 구현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주

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

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교사 개인적인 변수인 교사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

관련 연수변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

로 하여 향요인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교사관련 변인

 교직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연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의 수업 참여

 교사자질

 통합교육의 개념 및 영향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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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5년 1월 24일부터 2

월 24일까지 한 달간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그 중 125부를 회수하여 자료 분석에 사용

하 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변수 구분 응답자수 비율(%) 누적비율

연령

30세 미만  66  52.8  52.8

31세-41세  38  30.4  83.2

41세-51세  20  16.0  99.2

51세 이상  1  .8  100.0

합계  125  100.0

교직경력

1년 이하  22  17.6  17.6

1년-3년  46  36.8  54.4

4-6년  24  19.2  73.6

7-9년  13  10.4  84

10년 이상  19  15.2 99.2 

무응답  1  .8 100.0

합계 125  100  

직급

원장․원감  17  13.6  13.6

주임교사  10  8.0  21.6

교사  97  77.6  99.2

보조교사  1  .8  100.0

합계  125  100.0

학력

고졸  34  27.2  27.2

전문대졸  52  41.6  68.8

대졸  35  28.0  96.8

대학원 재학 및 졸  4  3.2  100.0

합계  125  100.0

통합경험
있음 46 36.8 36.8

없음 79 63.2 100.0

합계 125 100.0

장애 관련 연수
있음 57 45.6 45.6

없음 68 54.4 100.0

합계 125 100.0

<표 3-1>  응답자 특성 분석

분석에 사용된 전체 자료의 응답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응답자의 연령은 30세 미만이 52.8%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세 이상 41세 미만이 30.4%의 분포를 보 다. 교직경력은 1년-3년 사이

가 3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4년-6년 사이가 19.2% 으며, 직급별로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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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직이 77.6%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 41.6%로 가장 많았고, 대졸과 고졸이 28%와 

27.2%로 비슷한 분포를 보 다. 통합경험이 있는 교사는 36.8% 으며, 장애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

는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45.6%가 있다고 응답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유명숙(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작성된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 으며, 각 문항별

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고,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대답일수록 점수

를 높게 배정하 다. 설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부분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요소로써 교사의 교사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

련 연수 등과 같은 교사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이며, 둘째 부분은 통합교육의 개념 및 향과 

교사자질과 같은 통합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인식이다. 셋째 부분은 장애아동의 수업참여, 통합교육 프

로그램 운 ,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같은 교사의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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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의 
개념 및 향에
대한 인식

-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점 이해 및 수용에 대한 인식

-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에 대한 인식

-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대한 인식

- 일반아동의 사회성 증진에 대한 인식

-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에 대한 인식

- 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에 대한 인식

- 조기 통합교육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인식

교사자질에 
대한 인식

-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교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교사의 인내성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장애아동의 수업 참
여에 대한 태도

- 놀이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 참여여부에 대한 태도

-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장애아동 참여여부에 대한 태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

-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 놀이 프로그램 계획

- 모든 역활동에 참여

- 장애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한 배려

장애아동에 대한 관
심과 배려

- 칭찬과 격려

-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

- 일반아동을 도우미로 배려

- 돌발행동에 대한 행동원인 파악

독립
변수

응답자의 특성

- 경력

- 통합경험

- 특수교육 관련연수

- 직급

- 학력

<표 3-2>  설문지의 내용

본 연구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for 12.0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우선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각 측정도구들의 요인범주화와 구성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of Variance)을 

실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α 계수를 측정하 다. 또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으며, 

측정변수간의 통계적 인과관계에 관한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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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은 교사의 인식과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 을 때 의도한 대로 측정되었는가의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다. 따라서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갖는 사실상태를 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요인들이 동질적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KMO는 .762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을 실시

하는데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방법은 베리맥스(Varimax)에 의한 직교회전에 의하여 요

인적재치를 산출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교사의 인식은 3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각 요인에 속한 변수의 공통점을 찾아 각 요인의 이름을 새로이 부여하 다. 요인1은 동등한 교육기

회 부여,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점, 일반아동의 사회성 증진,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에 

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이를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인식‘으로 명명하 으며, 요인2는 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 조기 통합교육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증진에 대한 인

식으로 구성되어 ‘통합교육의 향에 관한 인식’으로 명명하 다. 요인3은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교사

의 역할 중요성, 교사의 인내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를 ‘교사자질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하 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α 값은 각각 요인1이 0.7233, 요인2가 0.6462, 요인3이 0.6924로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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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공통분산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 .670 .805 .112 .103

조기 통합교육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 .624 .772 .088 .141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증진 .667 .680 .381 .242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 .690 -.011 .819 .135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점 이해 및 수용 .518 .149 .703 .035

일반아동의 사회성 증진 .461 .217 .607 .213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 .386 .373 .477 .137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732 .067 .165 .837

교사의 역할 중요성 .674 .354 .089 .736

교사의 인내성 .496 .089 .136 .685

고유값(Eigen Value) 3.617 1.188 1.113

분산설명비율(% of variance) 36.165 11.882 11.129

누적분산비율(cumulative %) 36.165 48.047 59.176

신뢰도계수(Cronbach's-α) .7233 .6462 .6924

<표 4-1>  교사의 인식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대한 KMO값은 .826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요인분석결과 태도는 3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요인1은 행동원인 파악, 놀이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 참여여부,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장애아동의 참여여부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

으로 이를 ‘장애아동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로 명명하 다. 요인 2는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놀이 프

로그램 계획, 모든 역활동에 참여, 장애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한 배려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이를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로 명명하 으며, 요인 3은 칭찬과 격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

록 배려, 일반아동을 도우미로 배려하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명명하 다. 동일한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항목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군집되고 서로 다른 변수들을 측

정하는 설문항목들이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군집되는 것으로 보아 태도의 하위척도 설문항목들은 타당

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으로 확정된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α 값은 요

인1이 0.7900, 요인2가 0.7386, 요인3이 0.7473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무리가 없음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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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공통분산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모든 역활동에 참여 .718 .826 .181 .054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684 .673 .266 .401

놀이 프로그램 계획 .654 .672 -.015 .450

장애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한 배려 .562 .671 .330 .056

돌발행동에 대한 행동원인 파악 .662 .065 .809 .062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 .665 .242 .763 .158

칭찬과 격려 .590 .449 .596 .181

일반아동을 도우미로 배려 .534 .202 .521 .471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장애아동 참여여부 .791 .066 .094 .882

놀이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 참여여부 .706 .288 .226 .756

고유값(Eigen Value) 4.404 1.159 1.004

분산설명비율(% of variance) 44.040 11.590 10.036

누적분산비율(cumulative %) 44.040 55.629 65.665

신뢰도계수(Cronbach's-α) .7900 .7386 .7473

<표 4-2>  교사의 태도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별 측정지표의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 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통합교육의 향에
대한 

 - 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  3.91  .762

 - 조기 통합교육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  3.74  .805

 -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증진 3.81  .680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 

 - 동등한 교육기회 부여 3.93  .611

 -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점 3.85  .673

 - 일반아동의 사회성 증진  3.81  .704

 - 일반아동의 장애아동 수용태도  3.91  .609

교사자질에 대한 인식

 -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  3.97 .816

 - 교사의 역할 중요성  3.97  .836

 - 교사의 인내성 4.36 .714

<표 4-3>  통합교육에 한 교사 인식의 평균값  표 편차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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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의 하위 역별로 살펴보면, 교사의 인내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교사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사 자신

도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평

균값을 보인 변수는 조기 통합교육이 정서발달에 미치는 향에 대한 인식으로 3.74점을 나타냈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

 -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3.30  .840

 - 놀이 프로그램 계획  3.44  .835

 - 모든 역활동에 참여  3.50 .818

 - 장애아동의 학습능력에 대한 배려 3.71 .734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

 - 칭찬과 격려 3.85 .772

 -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 3.97 .684

 - 일반아동을 도우미로 배려  3.74  .814

장애아동의 수업 
참여에 대한 태도

 - 행동원인 파악 3.93 .731

 - 놀이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 참여여부  3.62 .744

 -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장애아동 참여여부  3.56  .784

<표 4-4>  통합교육에 한 교사 태도의 평균값  표 편차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교사들의 인식의 하위 역별로 살펴

보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가 3.97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 으며, 그 다음으로 행동원

인의 파악이 3.93점을 보 다. 가장 낮은 평균값은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가 3.30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대체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 변수들의 평

균값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에서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 이나 계획 등이 제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교사의 통합에 대한 인식과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은 교직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연수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교사의 특성이 실제로 인식과 태도에 어

떠한 향정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①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한 인식

교사관련 변수와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표 4-5>와 같

다. 회귀모형식은 F값이 4.8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으며, 장애관련 연수경험과 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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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p<.05)결과를 나타냈다. Beta값을 이용하여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

대적 향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연수유무가 -.257로 가장 큰 향력을 보여,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

일수록 일반아동의 사회성 증진, 장애아동 수용태도와 같은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인식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94의 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장애관련 연수

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장애관련 교육에 관한 과목수강으로 인해 통합교육의 상

호작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교사경력 -.034 .037 -.099 -.927 .356 .623 1.606

통합교육경험 -.124 .121 -.133 -1.029 .306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233 .113 -.257 -2.059 .042 .453 2.209

직급 .008 .069 .012 .112 .911 .594 1.685

학력 .107 .049 .194 2.185 .031 .890 1.124

R2=.170       Adjusted R2=.134      F=4.820      p=.000

주 : 통합교육경험과 장애관련 연수에 대한 응답은 있음이 1, 없음이 2점으로 배점되어 있음.

<표 4-5>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한 인식’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② 통합교육의 향에 한 인식

‘통합교육의 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회귀모형식은 F값이 

12.8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으며, 교사의 연수와 직급, 그리고 학력이 유의한(p<.05)결과

를 나타냈다.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향도는 교사의 연수유무가 

-.411로 가장 큰 향력을 보 으며, 연수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장애아동의 사회성 증진, 정서발달,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증진과 같은 통합교육의 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력이 .222의 향력을 보여,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합교육 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급은 -.188로 직급이 낮아질수록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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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경력 -.045 .043 -.096 -1.027 .307 .623 1.606

통합교육경험 -.081 .142 -.065 -.573 .568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496 .133 -.411 -3.728 .000 .453 2.209

직급 -.158 .081 -.188 -1.959 .052 .594 1.685

학력 .163 .058 .222 2.820 .006 .890 1.124

R
2
=.352       Adjusted R

2
=.325      F=12.837      p=.000

<표 4-6>  ‘통합교육의 향에 한 인식’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교사자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F값이 6.843으로 회귀모형식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p<.001)하 으며, 교사의 통합교육 경험이 유의한(p<.05)결과를 나타냈으며, 표준화계수는 -.297

로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교사의 재교육 필요성이나 교사 역할의 중요성, 교사의 인내

성과 같은 교사자질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경력 .030 .049 .064 .620 .537 .623 1.606

통합교육경험 -.381 .160 -.297 -2.385 .019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200 .150 -.161 -1.335 .184 .453 2.209

직급 -.021 .091 -.024 -.228 .820 .594 1.685

학력 .026 .065 .034 .393 .695 .890 1.124

R2=.225       Adjusted R2=.192      F=6.843      p=.000

<표 4-7>  ‘교사자질에 한 인식’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① 장애아동의 수업참여에 한 태도

‘장애아동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회귀모형식은 F값

이 5.2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으며, 교사의 경력이 유의한(p<.05)결과를 나타냈다. 교사경

력의 표준화계수는 .319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높을수록 놀이 활동이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장애아

동을 참여시키려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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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경력 .213 .070 .319 3.022 .003 .623 1.606

통합교육경험 -.167 .230 -.093 -.726 .470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077 .216 -.044 -.356 .723 .453 2.209

직급 -.094 .131 -.078 -.722 .472 .594 1.685

학력 -.061 .094 -.057 -.651 .517 .890 1.124

R2=.183       Adjusted R2=.148      F=5.285      p=.000

<표 4-8>  ‘장애아동의 수업참여에 한 태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② 통합교육 로그램 운 에 한 태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회귀모형식은 F

값이 5.2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으며, 교사의 통합교육의 경험이 유의한(p<.05)결과를 나

타냈다. 통합교육 경험의 표준화계수는 -.285로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가 놀이 프로그램 계획이

나 장애아동의 학습능력 배려,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역활동 참여와 같은 통합교육관련 프로그

램의 운 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경력 .022 .083 .028 .270 .788 .623 1.606

통합교육경험 -.606 .272 -.285 -2.225 .028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149 .255 -.072 -.583 .561 .453 2.209

직급 -.159 .155 -.111 -1.026 .307 .594 1.685

학력 .081 .111 .064 .730 .467 .890 1.124

R
2
=.182       Adjusted R

2
=.147      F=5.244      p=.000

<표 4-9>  ‘통합교육 로그램 운 에 한 태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③ 장애아동에 한 심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회귀모형식은 F값이 3.730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으나, 교사관련 변수 중 어떠한 것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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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S.E Beta 공차한계 VIF

경력 -.069 .091 -.082 -.758 .450 .623 1.606

통합교육경험 -.284 .298 -.125 -.953 .342 .423 2.364

장애관련 연수 -.464 .279 -.211 -1.662 .099 .453 2.209

직급 -.176 .169 -.115 -1.038 .301 .594 1.685

학력 .137 .121 .103 1.130 .261 .890 1.124

R2=.136       Adjusted R2=.100      F=3.730      p=.004

<표 4-10>  ‘장애아동에 한 심’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피고, 교사의 인식

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장에서는 연구분석에서 얻어진 결론을 살

펴보고,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이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의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들은 통합교육

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사회적 독립심 및 사회성을 증진시킬 것이며, 통합교

육을 통해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가장 높게 인식하 으며, 성

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많은 향력을 교사가 미치고 있으며 통합교육으로 인해 유아교사들의 특수

교육관련 연수와 교사의 많은 인내가 요구될 것이라는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

도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장애아동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유아가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의 적절한 사용과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의의 사용에는 비교적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유아교육기관에서

의 장애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 등 장애유아에 필요한 기초생활 역에 있어서

의 적절한 개별화 보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며 전인적

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정정진, 1997). 따라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

구되며 이러한 장애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향을 미치는 교사관련 변인들이 실제로 어떠한 

향정도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

식에는 학력과 장애관련 연수경험이, 통합교육의 향에 대한 인식에는 장애관련 연수 경험과 학력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 다. 교사자질에 대한 인식에는 통합교육 경험이 유의하게 분석되었으며, 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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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수업참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교직경력이,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 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통합교육 경험이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회귀분석결과 유아교사와 관련된 변인들의 향은 교사의 인

식과 태도의 하위 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관련 연수경험이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관련 연수경

험과 학력은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질문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통합교육을 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합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교직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연수와 같은 교사 개인적인 변인들은 인식과 태도의 각 하위 역별로 각기 다른 차이와 향강도를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관련 연수경험은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 중 교사의 장애관련 연수는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운 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뒷받침이 가능한 것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합교육관을 형성하게 하여 통합교

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현직교육을 활성화하여 일반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관련 연수나 통합교육에 관한 실습, 그리고 현장의 실천을 위주로 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대학의 특수교육관련 과목을 개설 또는 증설하고 일정학점을 이수하게 하는 등 장애아동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정립하며, 적절한 지도방법을 갖추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통합교육의 성공여부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

떻게 효과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중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통

합교실에서 가장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통합교

육의 실시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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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Recognition and 
Attitud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Integrated Education

Lee, Jeong-Suk
(Myungji colleg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eachers' personal variables to the teachers'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the integrat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basic data of the strategic plan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of the 

exceptional children. After survey of the daycare centers' teachers, I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dividual variables experience, level, education level,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disabled study - to the teachers' recognitions and behaviors of 

the integrated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personal variables showed 

different impacts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and behaviors. However, integrated 

education experiences and disabled study experiences showed the important roles. 

Consequently, I suggest the disabled study and integrated education for the teachers. 

Key words: integrated education, teachers recognition and attitude, Exceptiona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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