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코로나19기간 발달장애인 및 가족
건강과 생활 조사 결과

‧휴관에 따른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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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로나19 이전과 현재 생활 패턴의 변화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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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10점 ‘매우 심하다’, 
1점 ‘전혀 어려움이 없다’로 설문한 결과, 발달장애인과 부모는 각각 평균
7.23점, 7.9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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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장 시급히 제공되어야 할 지원(중복 선택)에 대해서 ‘방역된 안
전한 장소에서 개별 및 소수 교육/돌봄 지원’이 42.2%, ‘경제적 지원’이
41.9%,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27.1%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
품 제공(43.3%)’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2〕 현재 가장 시급한 지원

구분 응답률

방역이 된 안전한 장소에서 개별 및 소수 교육/돌봄 지원 42.2%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27.1%

지역사회 보건전문가의 가정 및 기관연계(감염관리) 9.8%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 및 생활 현황을 묻고 안내하는 서비스 17%

도시락, 생활필수품 등의 지원 15.1%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공 43.3 %

경제적 지원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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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기 장애학생들의 긴급돌봄교실 및 온라인수업 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2020년 9월28일~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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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리는 온라인 개학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온라인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함.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은 정당한 교육 지원방법이었나?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콘텐츠까지 접근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원이 필요함.

*온라인 교육시, 원반 수업은 지원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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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급 수업 이외 통합학급 수업 지원 부재: 장애학생의 소속은 어디인가? 
- 국어, 수학 과목 중심으로 특수학급 수업이 이뤄지며, 원반 수업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
- 통합학급 지원은 누구의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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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매일등교 현황조사 결과(3월2일~3월 7일), 응답자 447명중 매일등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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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
을 수 없다.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야기하
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
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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