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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청각장애아동들을 일반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완전통합은 구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추세이다. 완전통
합의 목표는 장애학생들을 정상학생집단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학업적 통합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학
업적 통합의 핵심 요소는 교실내에서의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대상의 통합교육
의 기대효과 및 교사입장과 학생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일반교사의 청각장애아
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일반교사의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 효과적인 교사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이슈를 요약한 뒤, 통합지원전략으로서의 지식커뮤니티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 완전통합, 교사협력, 지식커뮤니티, 태도 

Abstract  Inclus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general schools is the current tendency in deaf education 
today. The goal of inclusion is to promote the academic and social inclus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where academic inclusion focuses on higher academic achievement and class participation level.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hearing impaired students attending general schools mostly experience feelings of 
isolation, rejection and loneliness, and encounter identity development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research 
on the inclus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general schools, as well as the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teachers on their academic and social inclusion. A further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pporting 
services, teachers's attitude, career guidance service and effective collaborative partnership among teachers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his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ng the community of knowledge as integrative 
supporting strategy for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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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특수교육은 통 으로 분리된 학교나 학 , 시설에서 

시행되었으며, 부분의 장애아동을 한 교육시설은 자

선단체나 종교단체에 의해서 출발하 다. 특수교육이 추

구하는 궁극 인 목 이 장애아동들에게 최 의 교육기

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 로 발휘하도록 돕는데

에 반해, 분리교육은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립되게 

하는 상을 래 하 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참여

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5]. 분리교육의 

문제 을 개선하고 특수교육의 본질 인 목 을 이루고

자 하는 노력이 통합교육이며, 이는 장애아동들의 교육

방법의 기본 인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상자의 정상 인 사회 응 

능력의 발달을 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 의 재학생들을 일반학교의 교

육과정에 일시 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이다(특수교

육 진흥법 제2조 6항). 즉 장애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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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학 에 배

치하여 그들의 특별한 욕구를 지원하면서 함께 운 되는 

통합교육은 인권 존 과 공정한 교육  지원 제공이라는 

사회 정의 실 에 기반을 둔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완 통합교육이 최근의 통

합교육을 포 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완 통합교

육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학교생활의 체 

연령에 맞게 한 교실에 등록시켜 일반교육 로그램

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학교  교실에서 최 한 하

게 교육시키는 일반학교의 특수아동에 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학  내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

께 교육을 하는 방식이다.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완 통합은 청각장애아동들이 

부분의 수업을 일반 교실에서 받는 경우를 지칭하며, 

부분통합(mainstreaming 는 주류화)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반드시 일반교실에서 공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자의 경우 몇몇 수업은 일반학생과 같

이 듣지만 그 외 경우에는 특별교실에서 청각장애아동들

끼리만 수업을 받는다. 따라서 완 통합을 도모하기 

해서는 일반 교실에서의 수업이 다양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교실내에서 청각장애아동들

에게도 다양하면서도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완 통합학교에서는 일반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에 

한 교육과 지도책임을 지게 되며, 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학생들의 지도를 해 특수교육교사와 으로 교실

을 운 해야 하게 되며, 련된 지원서비스도 교실 밖이 

아니라 교실내에서 모두 이루어짐을 뜻한다. 

결국 부분통합학교에서는 청각장애아동들이 일반교

실에 응해야 하는 반면, 완 통합학교에서는 교실과 

교실내에서의 운 과 리가 장애학생에 응해야 한다

는 의미이다. 부분통합학교에서 일반교실의 교사는 응

하기 힘든 청각장애아동을 식별하여 특수학 으로 돌리

는 역할을 하지만, 완 통합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장애정도에 응할 수 있도록 수업 략을 보완해야 한다. 

일반교사들의 극 인 수업방식의 응과 보완이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완 통합은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진을 일으켜 결과 으로 성취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 상의 통합교육의 기

효과  교사입장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청각장애아

동에 한 지원서비스, 일반교사의 청각장애아동에 한 

정  태도 형성, 일반교사의 청각장애아동을 한 진

로지도 서비스, 효과 인 교사 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한 이슈를 요약한 뒤, 통합지원 략으로서의 지식커뮤니

티 구축에 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통합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청각장애아동들을 일반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완

통합은 구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추세이다[27][28]. 

완 통합의 목표는 장애학생들을 정상학생집단 속에 포

함시킴으로써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과 학업  

통합(academic integration)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18] 학

업  통합의 핵심 요소는 교실내에서의 수업참여도와 학

업성취도이다. 물론 수업참여도가 미진하면 당연히 학업

성취도도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완 통합학교에 다

니는 청각장애아동들도 교실내에서의 수업 참여도가 일

반학생의 수 에 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통합은 학교내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친

구를 사귀며, 정서 으로 학우들과 돈독한 계를 유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 통합학교에서의 사회  통합은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소이다. 소외감, 불안감, 외로

움 등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지원서비스의 구축이 요

망되며, 교실에서의 수업과는 달리 학교 내에 있는  시

간에 걸쳐 진 으로 형성되는 계이기 때문에 교사들

의 지원도 쉽지 않다. 일종의 사회  규범 내에 청각장애

아동들을 받아들여 인정하느냐와 련되기 때문에 특히 

일반학생들이 청각장애아동들을 그들과 동질 인 사람

으로 수용하느냐가 큰 문제이기도 하다.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완 통합은 장애학생의 학업

성취도 제고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19][22], 그 근거로 일반학교는 특수학교보다 학업성취

에 한 기 감이 높고 커리큘럼도 더욱 다양하고 체계

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을 들고 있다. 이와는 반 로 

일반학교 내에서의 청각장애아동의 학업성취도는 체 

평균보다 낮다는 부정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29].

특히 사회  통합은 많은 문가들의 심사항이다. 

몇몇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들이 일반학생집단에 별 

문제없이 잘 섞이고[27], 청각장애  일반교사가 으로 

가르치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학교의 청각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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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정상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수 이 높아졌다는 보

고[20]도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등학교 재학

생의 통합에 한 태도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통합학 의 비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에 한 태도, 친근감 그리고 학  구성원의 인

식에 한 기 가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4]. 비장애

아동의 정  태도는 기회를 확 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해 통합학 의 학  규모가 일반학 에 

비해 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

과는 다른 연구[2]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청각장애아동

과의 통합교육 경험이 비장애아동들의 청각장애아동과

의 통합교육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다른 연구[4]에서도 청각장애아동과의 통합 경험

이 있는 통합학  아동들이 청각장애아동에 하여 친근

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구성원들의 기

에 하여서도 청각장애아동의 통합에 하여 정 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에 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Peltier[26]이나 그 외 연구

에서도 통합교육이 비장애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다양한 능

력과 학습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들과의 을 통해 상

당한 사회  학습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을 피력함으로서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은 물론 비장애학

생들에게도 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합교육에 한 수요의 증가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

생에 한 비장애학생의 이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된 

의 경험은 통합학 에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생의 태

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통

합교육 경험이 있는 장애아동은 그 지 않은 아동에 비

해 반 으로 높은 사회 응력을 보이며 더 수용 이고 

정 인 정서를 형성한다. 이것은 통합교육 환경이 장

애아동에게 일반 래와의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면서 생활연령에 합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

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가 비한 교육활동 

이외의 상황에서 사회  상호작용과 학습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지원  환경을 제공해  수 있기 때

문이다[1].

그 지만 다른 많은 연구에서 일반학교에 수용되는 

청각장애아동들은 소외감, 거부감, 외로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 하고 있으며[32], 자존감 제고 등에서도 

문제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청각장애

아동의 통합교육은 교육의 성과와 인교육이라는 차원

에서 선택된 교육환경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상화’를 선

호하는 부모들의 일방  선택이라는 지 과 우려가 통합

교육 기부터 제기되었다는 도 이런 부작용의 원인이

라 할 수 있다[7][8]. 한 통합교육은 청각장애학교의 재

학생을 감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면서 교육과정 운  등

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가지는 여러 장

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 환경을 선택했던 많은 청각장

애아들이 일정 시간 경과 후 청각장애학교로 복귀하는 

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청각장애아동의 역통합 

상은 통합교육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래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로 학업성취도 부진과 사회성 발달부진 등

에서 기인한다. 청각장애아동의 요구와 특성이 반 된 

교육  지원체제보다는 물리  통합에 치 한 결과가 역

통합의 원인으로 이해된다[7].

기존 연구에 의하면[7],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느끼

고 있는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의 공통 인 특성  태

도로 첫째, 학습된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삶에 한 목표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학습에 한 

집 력이 떨어지며, 교사의 지시 사항에 무 심 하는 등 

학습 태도가 반 으로 수동 이다. 둘째, 의사소통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다. 구화 는 수화 등을 이용한 임의

의 의사소통 양식을 선택 는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역통합된 청각장애아동은 교

사 는 래와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가 많다. 셋째, 사회ㆍ정서 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주  환경  사람에 하여 지나

칠 정도로 무 심한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상

반된 사회ㆍ심리  증상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과 으로 청각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에 한 가장 

큰 문제 은 첫째,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에 한 명확

한 배치 별 기 안이 없다는 데에 있다. 실 으로 부

모의 욕구에 의해서 무리한 통합교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모의 일방 인 의사결정은 통합교육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둘째, 통합교육 장에는 청각장애교육을 실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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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가들이 부재한 상황이다[7]. 따라서 청각장애학

교 교사는 청각장애아동의 효율 인 통합교육을 하여 

언어 수 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정서  안정  건

한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일반학교 교사는 

청각장애아동에 한 이해도와 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다[8]. 

3. 긍정적 통합을 위한 촉진전략

3.1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청각장애아동들의 통합문제에 향을 미치는 핵심요

인은 의사소통 스킬의 수 이다[28]. 의사소통 방법이 제

한된다면 교실내에서의 효과 인 수업참여도는 물론 건

강한 사회  계의 구축도 쉽지 않다. Saur[31]는 일반

학교에 수용되는 청각장애아동들에 한 지원서비스로 

(a) 교실내 지원서비스(수업노트 작성하기, 수화를 통한 

의사소통  통역, 수업방식의 보완 등), (b) 교실 밖지원

서비스(개인 지도, 상담), (c) 기타 서비스(청각장애아동

을 한 기술  도구 제공, 시청각자료 구비, 실시간 그래

픽 디스 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서비스

는 청각장애아동들의 의사소통 채 을 확 시켜주고 통

합학교 내에서의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한다[32]. 통합

학교가 성공 으로 운 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교사들이  련분야에 한 문 지식  기술, 청각장애

아동들을 한 강의실내 교육방식 등에 한 심도 깊은 

연수  교육, 실습도 시 한 과제이다[33].

3.2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일반교사의 정 이고 극 인 태도는 교실에서의 

수업 략에 향을 미치며, 이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행

동과 학업성취도에도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교사

들은 청각장애 증상에 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

어야 하며 청각장애증상 학생들에 해서도 정  태도

를 견지해야 하는데, 특히 청각장애증상 학생들은 수업

을 따라가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

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느끼

는 청각장애 증상학생에 한 태도는 능동 인 수업 략 

구축과 교실 내에서의 실제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교사들이 청각장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한 

지식 달과 수업지도 능력의 지식이  없는 경우, 교

사들은 이러한 청각장애 증상의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

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직에서의 교사들의 직무

스트 스는 크게 교사가 경험하는 개인 ㆍ정서  증세

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야기된 긴장상태ㆍ좌 감ㆍ불

안감ㆍ우울함과 같은 불쾌한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 

한 교사들이 느끼는 청각장애 증상학생들에 한 부담감

도 교사 개인의 능력과 그가 자진 자원을 과할 때 발생

하는 스트 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 듯 교사들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 해서

는 개인 으로 도와주어야겠다는 동기와 처방안

(remedial strategies)을 극 으로 모색하겠다는 정

 사고, 학생들의 개선과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

신감 등이 교사들에게 요구된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학습과정을 상황에 

맞게 조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늘어날 수 있고, 청각장애 

련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일수록 자기효능감

도 높아질 수 있다. 

Bandura[11]는 자기효능감이 련 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한 경험과 타인의 행동을 통한 간 경험  학습, 주

변의 지원이나 격려와 같은 구술 설득과정, 그리고 행동

과 연계된 정서  자극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주장

하 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장교사들의 능력과 련

지은 개념이 바로 교사 자기효능감이다.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동기유발 고취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자기존 감의 증 , 강력한 자기 계

발의지 고취, 학교에 한 정  태도 형성 등을 기 할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  더욱 극 으로 수업에 참

여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노력을 제고함으로써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 제고에도 도움을  수 있다고 하 다

[30]. 최근 들어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학교에 한 헌신

과 직무만족에 큰 향을 미친다고 밝 진 바 있어[12], 

청각장애아동들을 한 통합교육에서 교사의 자기효능

감은 그 향의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학업수월성 제고를 한 다양

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학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

합학교의 원활한 운 도 애매해지고 있다. 학교 간 그리

고 학생 간 경쟁에서의 뒤처지지 않는 것이 목표인 경우 

완 통합이나 부분통합은 학교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 공평성(equity)과 수월성

(excellence)이 양립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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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들이 완 통합학교로 환해야 한다는 국가

인 정책이나 압력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16][17]. 장애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인 학업성취

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21]. 교사

들의 자기효능감 결여 역시 통합교육의 한 장애물이

며[14], 자신들이 교실에서 지도해야 하는 장애학생들에 

한 장애 련 지식이나 이들을 한 수업 략에 한 

불충분한 비, 태도, 연수기회 부족 역시 통합교육에 부

정  향을 미치게 된다[30]. 이러한 여러 자원의 부족

은 교사들의 장애학생들에 한 태도를 부정 으로 이끌

게 하고, 결과 으로 통합학교에 한 부정  시각을 형

성하게 만드는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0]. 교사들이 

부정 인 선입견이나 고정 념을 가지게 되면 문제는 더

욱 커지는데, 그것은 교사의 부정  기 감은 해당 학생

에 해 부 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23].

3.3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진로지도 서비스

진로에 한 선택은 일반 으로 등학교, 학교, 고

등학교, 그리고 학교 이상의 교육기 에서 주로 이루

어진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등학교 과정에서 일어나

는 진로의 선택은 한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향력을 미

칠 수 있는 진로선택  하나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일생 동안 개인의 진로개발을 한 기  역

량의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자기주도  진로개발의 

석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 다는 에서 매우 요한 교

육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언[6]은 개인에게 진로개

발이란 지속 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사회에 한 

이해를 확 하는 가운데, 삶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라 주장하 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계획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비하기 한 가장 요한 시기이다. 한 진로

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매우 요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진로발달 시기에 한 연구에 따

르면, 등학교시기부터 아동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일(work)의 세계와 연 을 시킴으로써 진로 결정에 한 

인지  자각을 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의 ․후반기에 

이르러 일반 으로 진로에 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청소년기에 특정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

라도, 실제 직업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교

육과 훈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결정은 특정 시

기에 한정되지 않은 장기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한 개인의 진로 결정에 있어, 진로 선택 당사자의 의사

결정 과정은 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력해주는 조언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한 매우 요하다. 자기정체성 확립이 어렵고 정신

으로도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요할 것이다. 특히 

제한 인 진로만을 생각할 여지가 많은 청각장애아동들

을 한 문  진로교육  상담도 실한 형편이다.

3.4 효과적인 교사 협력 체계의 구축

특수학  내 장애학생을 한 치료 서비스의 확 로 

인해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교사 등 련 문가의 

력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재 통합교육은 문가 간

의 효율  력과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9]. 

장애학생에게 요구되는 지원 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총

체 인 지원 서비스 마련을 해 문가 간의 긴 한 상

호작용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특히, 통합교육의 질

인 향상의 필요성과 특수학  학생들 상으로 치료서비

스가 확 되는 시 에서 학교 장 문가간의 력은 

더욱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통합학교 내에서의 력체계는 장 문가가 문제해

결과정에서 용할 수 있는 력  자문(collaborative 

consultation)과 실제 교실상황에서 용할 수 있는 력

교수(co-teaching) 제도를 통해 실질 으로 운 된다. 

력  자문과 력교수는 구성원들간의 “ 력”을 강조하

는 것은 일치하나 력  자문의 경우 상아동의 지원

내용 계획과 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교실 외 환경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이고, 반면 력교수

(co-teaching)는 력  자문을 활용한 하나의 교수 략

으로서 실제 두 교사의 통합 수업상황의 참여를 통해 

상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다[9]. 

장애학생들이 통합학 에서 생활하는 숫자가 증가함

에 따라 통합학 교사들은 실제 으로 교실에서 장애학

생 지원을 담당해  문가의 조력이 실한 상황이다.  

스스로 문지식이 부족하여 실제 장에서 상 학생에

게 제 로 용하지 못할 경우에 감안한다면 력교수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력교수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11호(2012.12)

584

을 기 할 수 있다[3]. 첫째, 교사 력은 교사의 지  능

력을 향상시켜서 혼자서는 도 히 이루어낼 수 없는 교

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교사 력은 교사들

을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노출시키어 창의 으로 교수방

법과 교수자료를 개발하게 한다. 셋째, 교사 력은 교사

로 하여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

인 인간 계를 형성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풍부

한 교사가 신임교사와 함께 일하면서 문인으로서 교수

방법이나 행동지도에 한 경험을 나 면서 신임교사가 

문인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교육 장에서의 교사 력이 효과 으로 일어나지 않는

다. 교사 력 과정에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고 반드시 효

과 인 교사 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

사들이 함께 있는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연스

럽게 정 이고 효과 인 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

다. 최근 교사양성 로그램에 교사 력 기술, 교사·가족 

간 의사소통 기술, 다양한  근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 특수교사들은 효과

인 트 십을 형성할 기술과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보

고하고 있다[24]. 이에 교사들은 효과 이고 성공 으로 

력하는 것을 체계 인 로그램을 통하여 장기 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교사 력은 지속 으로 진되어야 한

다. 교사 력의 방해요소는 시간 부족, 인  자원의 부족, 

력을 한 훈련과 기술 부족,  자신과 다른 교육철학

의 수용 부족 등이다[25].

따라서 교사간의 력과 업  지도를 진시키기 

해서는 우선 연수나 워크 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공

감 를 형성하고, 력과 업  지도에 한 정  태

도 구축이 시 하다. 이 과정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통합학 교사 간의 갈등요소를 이고 생산 인 

상호작용을 유도해야 하며, 학교 리자는 특수교사와 

통합학 교사로 하여  문제를 구체 인 를 들어 규명

하고, 문제에 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가능한한 모

든 해결방안을 물색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3].  

4. 지식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디지털 

  통합지원전략

다양한 문가들과의 업을 진하고 학교 장에 종

사하는 교사들간의 력체계가 실 으로 구축되기 

해서는 지식커뮤니티(Community of Knowledge) 형태

의 국가지원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다. 직교사들의 연

수와 태도 변화, 능력제고를 진시키기 해서도 필요

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 한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경험

과 련 문지식  수업 략을 공유하고 상호간에 컨

설 을 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효과

인 안이 바로 지식커뮤니티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학

교 범 를 벗어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 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도 정 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의 를 들어보면,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교육자, 

정부기   련 지원기 들이 트 십을 통해 조지아 

패스웨이(Georgia Pathway, http://www.georgialiteracy. 

org)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청각장애아동들을 한 

비 리 지식커뮤니티로 운 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의 

미션은 조지아주의 청각장애아들의 쓰기와 읽기와 같

은 독해능력을 제고하는데 목 이 있다.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교수 략과 학습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문가나 

교사들과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그림 1] 조지아 패스웨이 웹사이트

국에도 유사한 웹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헬  

샌더슨(Helen Sanderson Associates' web site)이라 명

명한 사이트에서는 청각장애아동들이 손쉽게 근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과 련 정보를 제

공한다. 청각장애아동들에 한 직 인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복지수 을 제고하는데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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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헬렌 앤더슨 사이트
(http://www.helensandersonassociates.co.uk/blogs/action-on-

hearing-loss)

이처럼 지식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수 

있지만, Dukes & Jones[15]의 연구결과를 청각장애아동

을 한 통합교육시각에 맞추어 수정하다면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견 공유를 한 게시  기능 - 일반 인 게시 으

로 청각장애아동을 한 통합교육에 한 의견, 문

의사항, 참고교재, 디지털 학습지원도구 등에 한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는 공간.

•커리큘럼과 교수 략 - 청각장애  통합교육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한 교수(instructional) 략, 

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학교 장에

서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과후 학습 등에 한 최

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 문 워크 기능 - 교사  상담 문가들의 문성

을 제고하기 한 워크 , 세미나, 학회 련 콘텐

츠를 제공하는 공간.

•수업 리 - 통합교실 장에서 교사들의 수업 리를 

지원하기 한 다양한 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

간, 교사들의 댓 과 다양한 의견도 올릴 수 있음.

•개별 학생을 한 정보 - 청각장애아동들의 학습

략, 자기 리  자기결정기술 제고 략, 그리고 가

장 요한 진로결정에 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공간.

•학교정책과 복지정책 - 청각장애  통합교육에 

한 교과부의 지원정책과 정부의 복지 련 정책  

지원내용에 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정책제안

을 한 다양한 의견개진 창구의 역할도 병행.

•테크놀러지 - 청각장애아동들을 한 다양한 디지

털 지원도구(수업도구, 학습지원도구, 청각지원도

구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가지원내역  구입

처, 기능과 기 효과 등에 한 상세정보를 제공하

는 공간.

• 문가, 동료교사, 가족 간의 업 공간 - 문가, 동

료교사  청각장애가족과의 업을 진하는 다양

한 방법과 략에 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공간. 

비 리로 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식커뮤니티는 

교사, 문 상담가, 학교 행정 리자계층, 학부모 등 다

양한 이해 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진하고 효율  지원

정책 구축을 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게 된다. 

5. 결 론

일반학생들이 다니는 일반학교에 참여시키는 통합교

육을 선택한 장애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업에 잘 

참여하고, 사회 으로 일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잘 

응해 가기를 막연하게 기 한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증상을 보

이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정상 인 언어 발달  사회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정상화 범주 속에 자녀

가 속하기를 기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 하지만 청각장

애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객 인 평가에 따른 

한 배치보다는 부모의 욕심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7]. 이러한 여러 문제 들이 나

타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을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통

합학교로 배치하는 것은 국가 인 정책이나 로벌 추세

로서 요한 이슈이며, 이에 따른 한 비 마련이 시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모만으로는  결함이 없

어 보이는 청각  증상을 보이는 장애학생들의 일반학교

로의 통합교육은 더욱더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교사들이 통합교육에 잘 참여하도록 하기 해서

는 첫째, 청각증상학생들에 한 지식축 과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한 참여를 증 시키기 해 성과 수를 매

겨 극 이고 자발 인 교사참여를 유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일반학생들에게 장애학생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매학기 마다 정기 인 장애이해교육을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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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다. 래들의 극 인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애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각 학교별로 지식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여, 홈페이

지에 여러 수업 련 자료나 참여 방을 개설하여 청각장

애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청각  증

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의사소통의 문제만 개선된다면 수

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식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한 아동 스스

로가 부족한 부분에 한 반복 인 학습이 가능하기 때

문에 매우 효과 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발달지체 아동 등과 같은 장애학생들의 교수학습에서 

요구되어 지는 교사들의 경험들은 발달에 따른 단계별 

하향조정의 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에서 통합교육의 

가능성은 충분히 측될 수 있다. 한 장애인들의 자연

스러운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해서라도 통합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국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등학교 는 등학교 교사는 교생실

습 등과 같은 교육과정 운 에 있어서 청각장애아동을 

이해하고 근할 수 있는 문성과 함께 경험의 부재로 

교육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 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8]. 청각장애아동의 교수학습 는 생활지도 등과 

련하여 요구되는 문성은 우선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과 청각장애아동의 사고와 인지능력에 맞는 언어지도 방

법 등이다. 청각장애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성과 

동일한 수 의 능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교사는 청각장애아동을 지도하게 될 경우에 교육의 효율

성을 극 화할 수 있는 기본 인 문성 함양은 곧 통합

교육 환경에서의 일반 교사의 책무성과 직결된다. 

앞으로도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청각장

애아동이 계속 늘어날 망이므로 통합교육이라는 장면 

즉, 물리  환경의 요성과 함께 청각장애아동 심의 

교육 효율성에 한 문제 은 무엇이며 이에 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한 연구가 시 하다. 구

체 으로는 통합교육에 한 교사의 부담감과 이를 가

시키는 다양한 교내외 요인들, 그리고 이를 완화시키기 

한 교사지원 략에 한 실증 연구도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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