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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인식을 개선하기 해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으로서 장

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구성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용한 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인식 

 수용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일반 등학교 학년 (3학

년)  고학년(5학년)의 각 한개 학 의 비장애학생을 상으로 장애 인식  수용태도에 미친 향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비장애학생들의 장애학생들에 한 인식과 수용 태

도 체 평균 수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장애이해교육은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에 정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으로 등학교 학년의 경우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하  요소들을 통하여 등학교 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장애 인식  수용태도 변화와 련하여 면 하게 심을 가져야 할 요소와 안을 논의하 다. 

 
■ 중심어 :∣장애이해교육∣창의적 재량활동∣통합교육∣장애 인식∣장애 수용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 the Influence of a disability-awareness program at 

creativity innovation development activities and early morning classe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yunggi-do and Inchon. 

A total of 28 3rd grade students and 32 5rd without disabilities in the one classrooms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Differences in results were analyzed by t-te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in the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attitude.

Based on theses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ed some ideas about how improve students’ 

disability-awareness  and acceptance attitude toward disabilities and develop the better inclusiv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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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장애를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학생이 함께 더불어 생활하며 사회 응력이 향상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합된 장에서 함께 교육하는 통

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합교육의 추세

에 맞추어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08)」 21조

(통합교육)  「제3차 특수교육 발  5개년 계획

(‘08-’12)」에서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방안으

로 범국민 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이해교

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 특수교육운 계

획」에서도 범국민 상 장애인식 개선 사업으로 교과

서의 장애 련 내용 교육 충실,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

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술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

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에 을 두고 있다[3]. 이

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최근 특수학교나 특수학 이 아

닌 일반학 을 선택해 공부하는 장애 학생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특수학  

53%(37,857명), 일반학 의 14.3%(10,227명)이 배치[1]

되어 통합교육을 받던 것에 비해 5년이 지나가는 재, 

특수교육 상학생 85,012명  특수학교  특수교육

센터에 29.3%(24,932명)이 배치되어있고, 일반학교 특

수학 에 52.3%(44,433명), 일반학교 일반학 에 

18.4%(15,647명)이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2]. 

즉, 특수교육 상학생의 70.7%(60,080명)이 일반학교에

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일반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한 편견 해소를 한 학교 장의 분 기 확산이 필요

한 시 임을 방증한다.

통합교육은 집합주의 이고 자아의존 인 한국문화

의 특성으로 한국문화에서는 선택이 아닌 당 성[24]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사회  수용이 효과  통합의 요한 요소이며[15], 통

합교육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의미 있는 통합을 해서

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37]한다. 장애

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 한 폭 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반 으로 반

편견 인 요소가 해결된다는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

다[26]. 그러므로 장애이해교육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에 한 태도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비장애학생들의 정  태도는 장애학생의 교육  

효과와 한 련이 있고[15], 장애학생에 한 비장

애학생들의 태도변화에 한 선행연구들은 단순한 

과 일회성 략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험

이 가져올 부정 인 면을 최소화하고 정  측면을 부

각시키기 한 구조 이고 체계화된 재 략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7].

한, 성공 인 통합교육의 다섯가지 요인으로 아동

요인, 래요인, 교사와 교수  요인, 행정  요인, 부모

와 지역사회의 태도가 있으며[29], 그 에서도 교육  

서비를 제공하는 일반교사와 일반부모의 인식은 유아

들이 장애에 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향을 미

치고[16], 통합학 의 계 형성 활동에서 아동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래요

인, 장애요인 보다는 교사요인이 요한 요인으로 확인 

되었듯이[22], 통합교육을 성공으로 이끌기 해서 교

사의 자질과 태도는 가장 요한 요소가 된다[17]. 

이처럼 교사가 갖고 있는 장애에 한 인식은 학생들

의 행동과 학습에 향을 주므로, 체계화된 장애이해교

육 로그램의 구안은 장애이해교육 운 을 해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장애 개념이 요한 이유는 장애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교수방법에 향을 미

치며, 일상 인 장애아동과의 화와 장애아동을 다른 

일반 아동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에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장애이해교육은 일반아동이 장애

를 가진 래를 이해하고 존 하며 장애로 인한 차이는 

 다른 개성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용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8].

[31]에 의하면 유아들은 4～5세 정도가 되면 장애인

에 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주변 성인이나 사회의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어릴 때 형성된 인식과 태도는 반두라의 찰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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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바와 같이 다음 학습을 한 정보, 동기 유발  

강화의 기능을 갖게 된다. 장애이해교육을 하기 해서

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교육내용에 해서 각각의 학생들의 높이에서 상호

작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형화된 사고를 피해야 한다. 

한 학 의 분 기는 학생들의 차이 을 인정하면서

도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

게 할 때 비로소 학 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이해 로그램의 개발

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사회 반 으로 

녹아들 수 있는 총체 인 근이 필요한데, 이는 장애

인에 한 편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종, 성 

등과 련된 다양한 편견을 없애는 다문화  근, 나

아가 세계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근이 내재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장애이해교육시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은 장애에 

한 느낌을 나타내고, 질문을 하고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서로에 해 알 수 있도록 극 으로 돕는 성

인의 실천이 필요하다[30]. 한 장애이해교육의 효과 

연구에서 장애아동에 한 비장애아동의 정  태도

변화를 한 활동으로 장애에 한 정보 제공, 모의장

애 체험, 집단토론 등의 형식을 실시하는데[9], 이 활동

들은 어느 한 가지만을 용하기 보다는 조합하여 정보

인 측면과 경험 인 측면을 함께 제공할 때 더 효과

이라고 선행연구들에서 보고[28]하 듯이 교사들의 

계획 인 재 없이 통합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없

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과의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은 

오히려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32] 장애이

해교육 로그램을 용하기 에 운  체계를 고려해

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해 부정 이라는 것은 

서로에 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이들에게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면 비장애인들

은 얼마든지 장애인에 해 우호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35]. 그러므로 역동 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해서는 교수 근과 함께 다양한 자료의 제시와 학생

들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한[23] 

을 감안하여 지식의 제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운  체

계 활동을 통한 인식  태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 우리나라 교육 장에서는 교과서의 장애 련 

내용 교육 충실,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

과 장애인식개선 술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

한 장애인식 개선 추진 사업을 권고[3]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상황에 따라 계기교육 

는 일회 인 장애이해체험활동을 부분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정기 인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용할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을 

한 학교단 의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은 부족한 실정

이다. 기존에 개발된 일회성 장애이해교육 조차도 일선 

학교 장에서는 창의  체험활동  교과활동의 차원

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2011년부터 단계 으로 시행되는 창의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역

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역의 구체 인 활동 내용은 

학생, 학 , 학년, 학교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

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 할 수 있다.  창의  체

험활동에는 학년, 주제, 역,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이 

기록되며, ․ 등학교는 각 주당 3~4시간씩, 고등학

생은 4시간 배정된다. 창의  체험활동은 인성교육, 계

기교육, 안 교육, 보건․성교육, 시사교육, 환경․에

지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문화 정체성교육, 통일교

육, 민주시민교육, 경제․소비자 교육, 한자교육 등으로 

나뉜다. 그 에서도 인성교육의 창의  체험활동은 

일반, 효도와 공경, 배려, 장애이해, 따돌림 없는 학교, 

나라사랑, 편견, 가족, 공동체, 가치 , 소통, 나눔과 

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배정된 다양한 창의  

체험활동  장애이해교육만 더 많이 실시할 것을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한 학기 안에 학교 내외의 다양한 

행사를 소화해 내면서도 운 할 수 있는 체계 인 로

그램을 제시해 다면, 일선 학교의 형편에 맞게 각 과

정별로 탄력 으로 운 할 안을 제공해  수 있다.

한편, 운 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침자습활

동은 공동의 목 을 하기 한 집단을 단 로 하여 

운 되므로 등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약 20～3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

다. 특히, 아침자습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으로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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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해당 학년 사례수 지역 교사정보
특수교사 
자격유무

교사경력

초등부 저학년 3학년 28명 경기 일반초등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유 11년

초등부 고학년 5학년 32명 인천 일반초등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유 20년

표 1. 연구 참여 일반학급의 일반적 특성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그러므로 담임교사가 어떤 교

육 을 갖고 있는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아침자습활동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학

별로 담임교사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학 별

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 아침 자습 활동

의 가장 큰 특징이며 장 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는 학

기  학생들의 발달 수 과 흥미, 능력, 요구, 교육 효

과 등을 고려한 뒤 특색 있는 교육이 이 질 수 있도록 

아침자습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아침

자습활동 운 시간을 감안하여 20분 단  수업의 활동 

2차시를 창의  체험활동에 용한다면 40분의 1차시 

수업 운 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 련 선행연

구가 장애이해교육의 용 측면에서 시도 단계이고, 다

양한 장애이해교육 방법을 시도한 연구들 에서도 학

년별로 다양하게 차이를 알아본 연구가 부족한 실에

서  창의  체험활동 차원의 학교특색활동과 교사에게 

자율권이 부여된 아침자습활동 시간에 교사들이 장

에서 용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용하고 용 ․후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이해

교육 로그램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개발된 

장애이해 교육 로그램은 일선 학교의 창의  체험활

동 인성교육 는 학교특색활동 차원의 장애이해교육 

는 아침자습활동 용을 통해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 미래 사

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한 부정  편견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능력과 공

헌도에 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

활동 시간에 용할 수 있는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을 활용한 장애

이해교육 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둘째,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을 활용한 장애

이해교육 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학교  장

애이해교육 로그램 장 용을 허락한 H 등학교 

학년 과정 한 개 학 의 28명과 C 등학교 고학년 과

정 한 개 학 의 32명이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과 지도

한 교사들의 일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적용 평가 도구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후의 평가는 장

애인식에 따른 태도 변화 여부와 로그램 용 만족도

를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 장애이해교육 로그

램의 용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로그램 용 

과 로그램 용 후의 학습자들의 장애에 한 인식 

 수용 태도 변화, 로그램 용 만족도를 평가하

다.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사  사후의 태도 변

화를 평가하는 검사 도구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개발

된 장애이해 로그램을 용하기 ․후의 변화를 분

석하기 하여 각 과정별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8

차시에 걸쳐 용 한 뒤 그 효과는 자기평가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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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변화 검사 도구 태도 변화 검사 도구

장애인식 척도(형용사 척도) 장애수용 태도 척도

표 2. 연구에 활용된 검사도구

하 역 문항번호 내용 시 Cronbach's α

거부적 태도 1,2,3,4,5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41
통합교육 6,7,8,9,10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56
특수능력 11,12,13,14 장애인은 주위의 도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52
자기중심성 15,16,17,18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 .61

교제시 당혹감 19,20,21,22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는다. .56
전체 .85

표 3. 다차원적 태도 척도의 구성

평가하 다. 

1) 장애인식 척도(형용사 척도)
본 척도는 히로시마 학원 교육학연구과(2005)에서 

실시한 한국, 국, 일본 3개국의 학생을 상으로 사용

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설문지를 토 로 하여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한국의 

등학생에게 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  수정한 길

민 (2008)의 설문지를 사용하 다. 아동이 좋거나 싫

은 동료에 하여 묘사하는 20 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인 형용사와 부정 인 형용사가 1개의 

문항으로 을 이루고 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Likert 5  척도로 ‘  그 지 않다’, ‘별로 그 지 않

다’, ‘보통이다’, ‘조  그 다’, ‘매우 그 다’의 항목으로 

부호화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식이 높음을 의

미한다.

2) 장애수용 태도 척도
德田克己(1990)가 개발한 ‘장애인에 한 태도를 측

정하기 한 다차원  태도 척도’의 총 50개 문항  한

국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등학생에게 해석이 어려운 

문항을 제외한 22개 항목을 선택하고, 기존의 7  척도

를 Likert 5  척도로 재구성한 검사를 사용한 [5]의 설

문지를 사용하 다. 그 에서도 등학교 학년이 이

해하기 어려운 단어 ‘열등한’, ‘ 항’, ‘배려’, ‘정부’, ‘지원’

등의 용어는 조사 당시 담임교사가 쉽게 바꾸어 설명해 

주었다. 다차원  태도 척도는 [표 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19] 

다음과 같다.

(1) 거부  태도

생활의 체, 특히 직업이나 오락 등에 해서 정신

지체인을 어느 정도 거부하고 있는가, 는 정신지체인

의 능력을 어느 정도 낮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으로서 득 이 높으면 거부  태도가 낮을 것을 의

미한다.

(2) 통합교육

통합교육에 한 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차원으로

서, 득 이 높으면 통합교육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특수능력

정신지체인이 비장애인과 다른 특수한 능력을 가지

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차원으로서, 득 이 높

으면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

은 것을 나타낸다.

(4) 자기 심성

정신지체인의 자기 심성에 한 인식을 조사하는 

차원으로서, 득 이 높으면 정신지체인의 자기 심성

이 낮다고 보는 경향을 나타낸다.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517

(5) 교제시 당혹감

정신지체인과 이나 교류를 할 때 당혹감을 측정

하는 차원으로서, 수가 높으면 당혹감을 덜 나타낸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실험절차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실험설계로서 단일 집단 후검

사 설계를 사용하 다. 실험설계는 실험설계에 비해

서 실험조건을 알맞게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

고는 있지만, 일상 생활장면과 같은 자연  상황에서의 

실험연구는 장에 용하기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

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가 내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Get into it"[38] 로그램을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개발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을 처음으로 용해본 비연구라는 에서 가치롭다

고 할 것이다.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1) 개발 기간  활동 내용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하여 2011년 

12월～2012년 3월까지 본 연구자들은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면서, 통합교육 련 연구회 업무를 5년 이상 담

당해 온 특수교사 1명, 일반교사 2명이 월 1회 장애이해

교육 로그램 구성 의회를 개최하고,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개발과 련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개설하여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개발  운 을 한 사  계획을 수립하 다. 

사  의 과정에서, 일반학교의 일방 인 장애이해교

육 요구와 지시보다 실제 장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결정하 고, 장 

용 연구자로 참여한 교사의 해당 학교에서 용 가능한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으로 선정되었다. 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정규 교과시간에 용할 경

우를 감안하여 해당 과정의 련교과목을 안내하 다.

(2) 구성 원칙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구성 

원칙은 미 사학습 로그램의 교육용 사학습정

보센터(2006/2009)에서 제공한 “Get Into It” [38] 로

그램을 참고하여 첫째, 학생의 생활 연령  발달을 고

려 둘째, 해당 과정  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셋째, “Get Into It”의 ‘다양성 존 ’과 련된 주제를 참

고하여 개발하 다. 

(3) 구성 방향

“Get Into It” 은 21세기에 걸맞은 능력 배양을 목표

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의도 으로 포함시킬 것과 학

교와 지역의 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가 필

요로 하는 부분에 극 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우고 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38]. 이 로그램은 교육과정

과 연계되어 있다는 , 트 십을 강조하는 , 학생

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 학생들의 의미 있는 사활

동 참여, 다양성과 상호존 에 한 이해를 높이는 

의 강 을 활용하여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으로 활용

하기에 합한 것으로 간주하 다. 한 수업의 형태를 

조사, 계획, 검토, 실천, 발표, 축하의 6가지 활동  선

택하여 수업시간에 용할 수 있는 방법 인 배경을 소

개하도록 하 다.

(4) 활동내용 선정 기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용할 때 학교 장의 교

사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

과 시간 안배를 고려하여 학교의 각종 교내외 행사를 

제외한 한 학기 분량 는 월 1회 정도 정기 으로 실

시할 수 있는 일년 단 의 분량의 총 8차시로 활동내용

을 선정하 다. 특히 “Get Into It”의 구성요소인 다양성 

존 의 하  주제와 스페셜올림픽과 련된 장애학생 

소개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선정하

고,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은 교수학습지침서 형태

의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활동지 형태로 제작하여 교

사들이 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등학교 

학년 과정의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내용 선정  조

직은 다음의 [표 4]이고, 등학교 고학년 과정의 장애

이해교육 로그램 내용 선정  조직은 다음의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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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제 차시 내용요소 활동 목표 련 교과 배경

Lesson 1
닮은 우리, 

또
다른 우리

1 다른 모습과 틀린 모습 
알기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틀린 모습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도덕, 사회 조사, 검토

2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알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모둠
활동을 하며 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국어 조사, 검토

Lesson 3 금메달을 
향하여

3 칭찬과 격려의 의미 알기 칭찬과 격려의 뜻을 알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도덕, 국어 조사
검토

4 칭찬과 격려의 말 주고
받기 친구들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국어, 체육, 

미술
실천 

Lesson 2 인내심이란
?

5 인내심 기르기 인내심의 의미를 알고 짝과 함께 신체 활동을 통해 인내
심을 체험할 수 있다. 

도덕, 국어, 
체육, 사회 조사, 검토

6 인내심 실천하기 스페셜올림픽 참가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인내심을 기르
기 위해 모둠별 구호를 만들고 발표할 수 있다. 

미술, 사회, 
도덕 실천

Lesson 4 난 너의 
팬이야

7 배려를 실천하고 ‘우
리’라는 생각 키우기 배려를 실천하고‘우리라는 생각을 키워갈 수 있다. 도덕, 국어 실천, 발표

8 미니 스페셜올림픽 하기 배려 및 공동체의식을 실천하는 미니 스페셜올림픽에 참
여할 수 있다.

체육, 도덕, 
국어 축하

표 4.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출처 주제 차시 내용요소 활동 목표 련 교과 배경

Lesson 1
다양성이 
존재하는 
세상

1 공통점과 차이점 알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차이점을 장점으
로 표현할 수 있다. 국어, 체육 조사, 계획

2 고유함 찾기 착시 현상을 설명하며 장애를 강점으로 바꾸어 보는 방
법을 찾을 수 있다. 국어, 미술 실천, 검토

Lesson 3 승리한다는 
것은

3 용기와 승리알기 스페셜올림픽의 역사와 의의를 알아보고 엠블럼과 마스
코트의 의미를 조사할 수 있다.

재량,
체육 검토

4 존중의 말 주고받기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효과를 체험하고 상대에게 기분 
나쁜 말을 존중의 말로 수정하여 표현할 수 있다.

도덕,
국어

검토 

Lesson 2 함꼐가 대세
5 협력하기 함께하는 놀이활동에 참여하며 개별활동와 모둠활동의 

장단점을 발표할 수 있다.
사회
국어 실천, 검토

6 자존감 찾기 내 모습이 싫어질 때를 알아보고
 칭찬의 말과 놀림의 말이 주는 느낌을 발표할 수 있다. 도덕 주사,계획

Lesson 4 실천하기
7 평가와 반성하기

진정한 친구의 의미와 따돌림 받는 친구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고 예의를 지키는 행동에 대한 자기다짐의 약속을 
정할 수 있다.

도덕,
국어 실천, 검토

8 실천과 협동하기 장애이해와 관련된 동화 또는 만화를 만들어 모둠별로 
발표할 수 있다.

재량,
체육 발표, 축하

표 5.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의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3) 사전검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에 한 사 검사는 장애이

해교육 로그램 시작 2주일 인  2012년 4월 23일 교

과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 고, 인식  수용태

도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연구 상자에게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용하기 의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장애인식  장애수용 태도를 측정하 다.

4)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실시는 사 검사 후 2주일 

후인 2012년 5월 7일～2012년 6월 26일까지 창의  체

험활동의 학교특색활동시간에 40분 단 수업으로 8차

시와 아침자습활동시간 20분 단 수업 16차시로 용

하 다. 등학교 고학년 로그램 개발시 창의  체험

활동 시간에도 용 가능하도록 40분 단 의 8차시로 

두가지 활동이 포함되도록 개발하되 아침자습활동시간

에 용할 때는 단 수업시간은 실제 운  가능한 20분

으로 구성하여 차시당 두 활동을 포함시켜 16차시로 운

하 다. 이는 창의  체험활동 시간이 아닌 경우에 

용할 때 융통성 있게 운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다. 5월은 학교에 행사가 많은 달로써 학교에 특별한 행

사가 없는 한 학교특색활동은 주당 1회 실시하 고, 아

침자습활동은 주당 1～2회 실시하 으며, 연구자  해

당학년 교사 2인이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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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적용활동별 특성

       용 활동 
구분

학교특색활동 아침자습활동

해당 학년 3학년 5학년
단위수업시간 40분 20분

차시 8차시 16차시

5) 사후검사
사후 검사는 실험 처치가 끝난 후, 2012년 7월 2～5일 

창의  체험활동 시간에 사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 다.

6) 연구 신뢰도
장애인식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등학교 학년

과 고학년의 수집된 각 27개 설문과 고학년의 수집된 

31개 설문, 총 58개 설문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ɑ. 
62로 모든 문항에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태도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등학교 학

년 27개 설문과 고학년의 수집된 26개 설문, 총 53개 설

문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ɑ. 74로 모든 문항에서 
체로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실험의 충실성 및 타당성 확보 과정
(1) 환경 통제 변인에 한 정보

본 연구는 실험 환경을 통제한 실험설계가 아닌 자연

 교실에서 이루어진 재의 효과를 분석한 실험설

계 연구이다. 그러므로 학년과 학군을 무선화하여 선발

하지 않고, 연구 의뢰를 허락한 자연 상태의 학 을 

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한 학 씩을 선정하여 재를 시

도하 다. 본 연구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연  

맥락을 강조하여 재를 하 으며, 그 게 함으로써 있

는 그 로의 교실 학 에서 장애이해 수업을 통하여 어

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2) 재 충실도 

본 연구의 재충실도를 알아보기 해서 연구자 두 

명이 동시에 8개 차시 수업  1개 차시의 수업을 찰

하 고 두 명의 연구자가 측정한 본 연구의 재충실도

는 평균 95%로 한 수 이었다. 재충실도를 알아

보기 해서 평가한 항목은 동기유발, 학습목표의 제시, 

교수학습내용과 교수계획과의 일치도, 자료 비  활

용도, 학생 참여도, 평가  확인 등이었으며 미수행(0

), 제한  수행(1 ), 한 수행(2 )의 수 체계를 

사용하여 재의 요한 측면들이 실제로 발생했는가

를 기록하고 백분율을 구함으로써 재충실도를 획득

하 다.

  

(3) 연구 설계의 합리성

본 연구에서 재 회기를 8차시로 선정한 이유는 일

선 학교 장에서 창의  체험활동 는 학교 특색활동

을 용할 때 월별로 계획되어 있는 학교의 행사를 제

외하고 한 학년 동안 용 가능한 교육 회기를 고려하

고, 한 학기 동안 집 으로 용하더라도 장 교사

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고 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지침서 형태인 교수학습과정안  학습 활동지를 

제공하 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이 장애인식 

 수용태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수집된 자료를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고 수화하여 응답

집단별 결과를 비교하 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  응답내용이 부

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자료를 분석 상

에서 제외시키고 SPSS version 18.0 로그램을 이용

하여 장애인식 척도(형용사 척도), 장애수용태도 척도

(다차원  태도 척도)의 평균과 표 오차를 측정하 으

며 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로그램 실시 ․후의 

변화를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1)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
식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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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수 사후 수

t값
M SD M SD

친절한 불친절한 4.21 .876 4.32 .863 -.550
좋은 나쁜 4.29 .863 4.29 .854 .000
강한 약한 3.68 1.389 3.86 1.008 -.623

부지런한 게으른 3.36 1.420 4.18 .905 -2.589*
아름다운 보기싫은 3.04 1.347 3.93 .858 -3.593**
밝은 어두운 3.78 1.340 4.26 .984 -1.456
따뜻한 차가운 3.54 1.319 4.29 1.013 -2.553*
우수한 열등한 3.25 1.430 4.25 .967 -2.750*
적극적인 소극적인 3.07 1.538 4.29 1.013 -3.585**
재미있는 지루한 3.79 1.166 4.11 1.031 -1.000
가까운 먼 3.21 1.813 4.04 1.138 -2.172*
만만한 두려운 3.43 1.451 3.79 1.067 -1.033
느긋한 급한 3.75 1.531 4.21 .917 -1.474
평범함 독특한 3.86 1.557 4.29 1.013 -1.081
예의바른 버릇없는 3.21 1.317 4.18 .983 -3.341**
친근한 불편한 3.36 1.420 4.18 1.124 -2.493*
믿음직한 어설픈 3.50 1.401 4.25 1.005 -2.679*
반가운 귀찮은 3.64 1.026 4.50 .882 -3.959***
주목받는 소외된 3.50 1.202 4.04 .793 -2.247*
청결한 지저분한 3.54 1.427 3.96 1.138 -1.210

*p<.05 **p<.01 ***p<.001

표 8.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식 변화 결과 (N=27)

(1) 체 평균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장애

인식 척도 평균 수를 총 28명  결측치 1명을 제외

한 최종 27명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장애이해

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장애이해교육 로

그램을 통하여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장애인식 척도 사 수와 사후 수에 한 분석 

결과이다.

역
사례
수

사 수 사후 수
t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장애인식 27 3.51 0.84 4.14 0.72 -3.11**
**p<.01

표 7.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인식 척도 사전점수와 사후점
수에 대한 t검증 결과

(2) 세부 항목별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비교한 결과 18번 ‘반가운’ 문항에서 .001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번 ‘아름다운’, 9번 ‘ 극 인’, 

15번 ‘ 의바른’ 문항에서 .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4번 ‘부지런한’, 7번 ‘따뜻한’, 11번 ‘가까운’, 

16번 ‘친근한’, 17번 ‘믿음직한’, 19번 ‘주목받는’ 문항에

서 .0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번 ‘친 한’, 2번 ‘좋은’, 3번 ‘강한’, 6번 ‘밝은’, 

‘10번 ’재미있는‘, 12번 ’만만한‘,  13번 ’느 한‘, 14번 ’평

범함‘, 20번 ’청결한‘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인

식과 련된 20개 역  11개 역에서 장애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별 장애 인식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8]와 같다.

2) 초등학교 고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
식에 미치는 효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다차원  태도 척도로 총 32명의 학생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31명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장애

이해교육 로그램을 용한 후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인식과 련된 20개 역에서 모

두 장애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이해교육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521

역 사례수
사 수 사후 수

t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장애인식 31 2.67 0.28 4.32 0.42 -16.209***
 ***p<.001

표 9. 초등학교 고학년 장애인식 척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역
사 수 사후 수

t값
M SD M SD

친절한 불친절한 2.94 .250 4.23 .560 -11.180***
좋은 나쁜 2.77 .497 4.32 .702 -8.668***
강한 약한 2.39 .667 4.13 .562 -10.051***

부지런한 게으른 2.94 .629 4.42 .672 -8.298***
아름다운 보기싫은 2.48 .570 4.10 .539 -11.807***
밝은 어두운 2.84 .570 4.58 .564 -13.307***
따뜻한 차가운 2.81 .543 4.29 .693 -9.287***
우수한 열등한 2.52 .626 4.32 .599 -11.054***
적극적인 소극적인 2.61 .615 4.48 .626 -11.774***
재미있는 지루한 2.77 .617 4.39 .558 -11.180***
가까운 먼 2.68 .599 4.23 .617 -9.704***
만만한 두려운 2.71 .588 4.19 .543 -10.743***
느긋한 급한 2.55 .675 4.19 .654 -10.015***
평범함 독특한 2.84 .638 4.45 .568 -10.644***
예의바른 버릇없는 2.61 .495 4.48 .626 -10.884***
친근한 불편한 2.58 .620 4.39 .615 -11.527***
믿음직한 어설픈 2.74 .514 4.23 .560 -10.185***
반가운 귀찮은 2.61 .495 4.48 .724 -10.884***
주목받는 소외된 2.42 .564 4.19 .654 -11.180***
청결한 지저분한 2.68 .541 4.32 .653 -10.439***

 ***p<.001

표 10. 초등학교 고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식 변화 결과 (N=31) 

로그램을 통하여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인식

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9]는 장애인식 척도 사 수와 사후 수에 한 

분석 결과이다.

(1) 세부 항목별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비교한 결과 20개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의 [표 10]은 장애인

식 척도의 세부 역별 사 수와 사후 수에 한 분

석 결과이다.

2.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1)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1) 체 평균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다차원  태도 척도로 총 28명의 학생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27명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거부

 태도 역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

고 싶다’,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은 도움

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곤

란을 당할 때 망설이지 말고 도울 수 있다’ 문항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통합교육 

역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자원 사 활

동에 참여하고 싶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장애아동

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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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례수
사 수 사후 수

t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거부적 태도 27 3.11 0.81 3.64 0.53 -3.052**
통합교육 27 3.10 0.53 3.43 0.58 -2.308*
특수능력 27 2.57 0.69 16.29 2.93 -24.272***
자기중심성 27 2.71 0.62 2.86 0.45 -1.556

교제시 당혹감 27 2.58 0.52 3.26 0.53 -5.449***
*p<.05 **p<.01 ***p<.001

표 11.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수용태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깊어진다’, ‘장애인은 특별히 인내력이 강한 것은 아니

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서 심이 있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특수능력 

역에서 ‘장애인은 주 의 도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에 항감은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

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 자기 심성 역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이 느

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은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다’,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기

억력은 동일하다’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제시 당혹감 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애인

은 자신의 이익을 해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 ‘장애인

과 함께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

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

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장애이해교

육 로그램 용 후 장애수용 태도의 거부  태도 , 통

합교육, 특수능력, 교제시 당혹감 요인에서 비장애학생

의 장애학생에 한 장애 수용 태도가 정 으로 변화

되었다. 거부  태도 요인은 평균 수가 향상되어 거

부  태도가 감소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통합교육 요

인에서도 통합교육에 한 찬성의 정도가 향상되었다. 

특수능력 요인은 정신지체인이 비장애인과 다른 특수

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서, 득 이 높게 나타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교제시 당혹감 요인에서도 정신지체인과 이

나 교류를 할 때 당혹감을 측정하는 차원으로서, 수

가 향상되어 당혹감을 덜 나타내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자기 심성과 련된 장애수용 태도에

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심성은 득 이 

높으면 정신지체인의 자기 심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

을 나타내므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평

균 수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정신지체인

의 자기 심성을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인식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1]은 반 인 장

애 수용태도의 변화 결과이다.

(2) 세부 항목별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비교한 결과 3번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뛰

어난 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4번‘장

애인은 도움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

번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자원 사 활동에 참여하

고 싶다’, 21번 ‘장애인과 함께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

지 않는다’ 문항에서 .001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1번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장애

인 가진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항감은 

없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문항에서 .01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한 8번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한 이해가 깊어진다’, 10번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서 심이 있다’, ‘11번 장애인은 주 의 도

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14번 ’장애아동은 일

반학교에서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다.‘, 15번 ’장애를 가

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16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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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역
사 수 사후 수

t값
M SD M SD

1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2.71 1.150 3.79 .957 -3.630**
2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29 1.436 3.71 1.301 -1.063
3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아니다. 3.21 1.101 1.96 1.201 5.109***
4 장애인은 도움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25 1.404 4.00 1.217 -4.646***
5 장애인이 곤란을 당할 때 망설이지 않고 도울 수 있다. 4.25 1.110 4.68 .548 -1.759
6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2.75 .844 4.46 .693 -7.887***
7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

야 한다. 2.68 1.442 2.11 1.370 1.429

8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진다. 3.79 1.067 4.39 .737 -2.393*

9 장애인은 특별히 인내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3.04 .838 2.50 1.319 1.918
10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3.07 1.120 3.79 .995 -2.287*
11 장애인은 주위의 도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2.75 1.378 3.64 1.254 -2.768*
12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없다. 3.43 1.451 4.50 .793 -3.382**
13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3.00 1.240 4.04 .980 -3.641**
14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3.68 .983 4.21 .995 -2.105*
15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 3.82 1.219 4.25 .887 -1.563
16 장애인은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7 1.245 2.43 1.034 -2.714*
17 장애인은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다. 3.39 .994 3.57 1.103 -.739
18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기억력은 동일하다. 3.50 1.319 4.04 .838 -2.566*
19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3.89 1.100 4.07 .900 -.775
20 장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않는다. 3.75 1.076 3.96 .881 -.827
21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는다. 1.89 1.031 4.21 .876 -10.340***
2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43 1.103 4.07 .858 -2.169*
*p<.05 **p<.01 ***p<.001

표 12. 초등학교 저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 수용태도 변화 결과 (N=27)

인은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18번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기억력은 동일

하다’, 22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다’ 문항에서 .05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번, 7번, 9번, 15번, 19번, 20번 문항

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장애아동은 일반학

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를 가진 사

람에 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

야 한다’, ‘장애인은 특별히 인내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장

애아동에게 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

능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이익을 해 남을 속이지 않

는다’ 문항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6

개 문항을 제외하고,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수용 태도와 련된 16개 역에서 장애 수용 태도

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2]는 비장애학

생의 장애 수용태도 변화 결과이다.

2) 초등학교 고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
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다차원  태도 척도로 총 32명의 학생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26명의 결과를 비교하 다. 그 결과 거부

 태도 역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

고 싶다’,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은 도움

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곤

란을 당할 때 망설이지 말고 도울 수 있다’ 문항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통합교육 

역에 속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 자원 사 활

동에 참여하고 싶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장애아동

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한 이해가 

깊어진다’, ‘장애인은 특별히 인내력이 강한 것은 아니

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서 심이 있다’ 문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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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례수
사 수 사후 수

t값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거부적 태도 26 2.92 0.24 4.17 0.47 -13.650***
통합교육 26 2.95 0.26 4.40 0.42 -14.086***
특수능력 26 2.88 0.34 4.46 0.39 -14.902***
자기중심성 26 2.94 0.29 4.37 0.54 -11.418***

교제시 당혹감 26 2.87 0.32 4.48 0.28 -16.602***
***p<.001

표 13. 초등학교 고학년 장애수용 태도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특수능

력 역에서 ‘장애인은 주 의 도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항감은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1). 자기 심성 역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이 느

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은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다’,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기

억력은 동일하다’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제시 당혹감 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애인

은 자신의 이익을 해서 남을 속이지 않는다’, ‘장애인

과 함께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

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

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교제시 당혹감 

역의 ‘장애아동에게 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이익을 해 남을 

속이지 않는다’,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

하지 않는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

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즉,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수용 태도의 

거부  태도 , 통합교육, 특수능력, 교제시 당혹감 요인

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장애 수용 태도가 

정 으로 변화되었다. 거부  태도 요인은 평균 수

가 향상되어 거부  태도가 감소된 결과를 보 다. 통

합교육 요인에서도 통합교육에 한 찬성의 정도가 향

상되었다. 특수능력 요인은 정신지체인이 비장애인과 

다른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보는 

차원으로서, 득 이 높게 나타나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변화된 인식을 보

여주고 있다. 교제시 당혹감 요인에서도 정신지체인과 

이나 교류를 할 때 당혹감을 측정하는 차원으로서, 

수가 향상되어 당혹감을 덜 나타내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자기 심성과 련된 장애수용 태도에도 

정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장애이

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수용 태도와 련된 22개 

역에서 모두 장애 수용 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3]은 반 인 장애 수용태도의 변화 

결과이다.

 

(2) 세부 항목별 수 차이 결과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용 과 용 후의 수

를 비교한 결과 22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 후 장애수용 태도와 련된  역에서 장애 수용 

태도가 개선된 결과를 보여 다. 

Ⅳ. 논의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 시간이 등학생의 장

애 인식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

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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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역
사 수 사후 수

t값
M SD M SD

1 장애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2.83 .699 4.00 .643 -6.484***
2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00 .730 4.29 .461 -7.968***
3 장애인은 일반인보다도 특별히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니다. 2.94 .727 4.23 .762 -6.192***
4 장애인은 도움을 받을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2.41 .568 4.17 .759 -10.856***
5 장애인이 곤란을 당할 때 망설이지 않고 도울 수 있다. 3.27 .583 4.37 .490 -7.131***
6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2.97 .657 4.23 .762 -7.259***
7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3.10 .803 4.40 .498 -7.477***
8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3.00 .577 4.71 .461 -12.159***
9 장애인은 특별히 인내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2.77 .669 4.52 .811 -9.400***
10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2.77 .626 4.23 .774 -6.886***
11 장애인은 주위의 도움 없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2.38 .561 4.41 .501 -13.312***
12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내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없다. 2.97 .706 4.48 .811 -7.734***
13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3.30 .651 4.53 .819 -6.713***
14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3.00 .695 4.47 .507 -11.000***
15 장애를 가진 사람과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다. 3.11 .629 4.54 .508 -10.190***
16 장애인은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90 .662 4.33 .802 -6.738***
17 장애인은 항상 타인에게 겸손하다. 2.90 .548 4.27 .785 -8.068***
18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기억력은 동일하다. 2.90 .489 4.24 .786 -7.172***
19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수업은 일반학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2.93 .691 4.47 .507 -9.761***
20 장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않는다. 3.07 .593 4.59 .825 -9.381***
21 장애인과 함께 할 때는 지나치게 배려하지 않는다. 2.79 .559 4.34 .484 -11.352***
22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사회 속에서 생활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79 .620 4.45 .506 -10.404***
 ***p<.001

표 14. 초등학교 고학년 비장애학생의 장애  수용태도 변화  (N=26)  

첫째,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을 통한 장애이

해교육 로그램은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에 반 으

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는 등학교 학년의 경우 장애 인식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친 한’과 ‘불친 한’, 

‘좋은’과 ‘나쁜’, ‘강한’과 ‘약한’,  ‘밝은’과 ‘어두운’,  ‘재미

있는’과 ‘지루한’, ‘만만한’과 ‘두려운’, ‘느 한’과 ‘ 한’, 

‘평범함’과 ‘독특한’, ‘청결한’과 ‘지 분한’ 이었는데 이 

문항들의 수에 차이가 없는 것은 장애인들에 한 인

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보여 으로 등학교 학년

의 경우 장애이해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의 9가지 문

항에 한 보다 극 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장

애인에 한 사실 이고 구체 인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할[35]필요가 있다. 한 장애이해교육이 강제 인 

통합교육의 실천 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실천을 강조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을 통한 장애이

해교육 로그램은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태도에 반

으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으로 등학교 학년의 경우 장애 수용태도에서도 6

개의 문항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부  태도가 낮아졌으며, 통합교육에 한 

찬성 정도가 높아졌고, 자기 심성에서 장애인에 한 

거부감이 감소하 으며, 교제시 당혹감도 장애이해교

육 로그램 실시 이후 장애친구와 교제시 당혹감을 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태도란 새로운 경험과 정

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속 으로 변화하며 완 히 고정

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비장애학생이 장애

학생에 하여 갖고 있는 태도 역시 정 이 되도록 

수정이 가능한[33] 것이므로 비장애학생이 장애인에 

한 태도가 고정되기 에 장애인에 한 실 인 지각

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필요가[32]있음을 방증한다. 

장애이해교육 교육 로그램을 창의  체험활동 시

간에 용한 등학교 학년과 아침자습활동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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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장애수용태도에 정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장애이

해와 련된 선행 연구에서 장애에 한 정보 제공과 

모의 장애체험, 장애인 주인공의 책읽기와 비디오 보기 

등으로 구성된 장애이해 로그램을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용한 결과 비장애학생의 정 인 

태도가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4][6][10][11][14][21] [27], 

아침활동을 이용하여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결과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한 태도 변화에 정  향

을 주었다고 한 연구 결과[25]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 진행되어 온 아침활동의 연구는 1편, 

창의  재량활동을 용한 연구 7편에 비하면, 2011 개

정교육과정 개정 이후 정규 시간을 용한 장애이해교

육 연구는 부족하며,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으

로 선정하여 한 학기를 온 히 용한 사례 한 무

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특색 

있는 운 체계를 통해 장애이해교육을 용한 것은 기

존의 장애이해교육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특정

일에만 이루어지는 교육[13]의 한계와 장애이해교육 운

상의 문제 으로 지 된 연 1회 는 학기당 1회 실

시[8]의 제한 을 뛰어 넘는 한 안을 제시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등학교의 형식 인 계기교육 는 

일회 인 장애이해교육은 오히려 장애학생을 표찰 짓

거나 등학생들이 폭넓은 장애인 을 형성하는 데 제

한 일 수 있다. 즉,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육해야 한

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

기 속에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용하는 아이디

어가 필요하며, 새로운 활동의 안 제시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 시간에 

용 가능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교육 장을 용하여 비장

애학생의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장애이해교육 로

그램은 장애 인식  장애수용태도에 정  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제 통합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을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단순한 물리  통합이 아니라, 

장애를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여 서로를 이해하고 상

호 조하여 사회 응 능력을 기르는 의미 있는 통합

인 것이다. 이제 통합의 분 기도 심리  통합으로 성

숙하고, 인간 본연의 존재를 성찰하고 숙고하며 비범주

 분류의 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객 화하여 바라

보아야 하는가를 냉철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 이다. 교

사의 장애인 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깊이 여하고 

향을 미치기에, 이 연구가 장애인에 한 바른 인식을 

재 검하고, 올바른 장애인 을 정립하기 해 거듭나

는 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일반학교에서의 구체 인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으로서 장애이해교육에 한 방향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장에 정하게 활용하기 하여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 내에서의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용은 장애학생에 한 인식  수용태도에 

정 인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안이라 할 수 있다. 

한 차시별로 제공한 로그램은 일선 학교의 형편에 

따라 가변 으로 용할 안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

다. 학교특색활동으로만 실시하지 않고,  창의  체험활

동 시간에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의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하기 해서는 동학년 교사들 간의 의에 의하여 

연간 는 학기 단 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 할 수 있

다. 는 창의  체험활동의 인성교육 역에서 ‘장애이

해’의 한 주제활동으로써 집 으로 학습할 수 있다. 

창의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진로활동, 사활동 시간

에 장애이해교육 로그램을 연계 편성하여 교수·학습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창의  체험활동의 교수·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과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침자습활동 역시 20분 단  두 가지 활동을 40분 단

의 한 차시로 묶어 창의  체험활동 는 교과시간에 



학교특색활동과 아침자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527

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

회 인 공감 를 바탕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일상의 자

연스러운 장애이해교육의 용은  유의미한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비

장애학생의 장애인식  장애 수용태도를 정 으로 

바꿀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장애

이해교육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 한다.  

이상의 결론을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설계로서 연구 집단, 실험 환

경  실험 차의 통제가 부족하다는 연구의 제한 으

로 인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이 연구는 장 용이 경기도와 인천의 한 개 학교 

내 한 학 을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 

 활동에서 보다 많은 학교 장을 상으로 용을 

확 하고 효과를 분석한다면 장애이해교육 로그램 

보 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 상자를 과정별로 장 용이 가능한 한 

개 학 에 용하 으므로, 다양한 학년  연령의 학

생들에게 고르게 용 기회를 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한 인식의 제

고와 나아가 인종, 성 등의 다문화  에서 확 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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