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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박은혜 . 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 언어청각장애연구 , 2 00 1,

제6권 , 제 1호 , 19 1- 2 17. 본 연구는 최근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대

두되고 있는 학급구성원자격의 개념 및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한 후,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

급구성원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별된 요인들 중에서 장애아동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대

해 비장애아동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일반학급에서 장애아동이 학급구성

원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비장애아동의 장애아동과의 통합경험과 학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학급에서 구성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나 교육적 목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로서 장애아동요인

과 환경요인에 대한 비장애아동들의 인식과 학급구성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적 고려를 제안하였다.

Ⅰ. 서 론

현재 특수교육 발전의 방향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의 특수교육도 통합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질적인 통합교육의 실행보다는 아직도 물

리적인 통합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1971년 일반 초등학교에 경도 정신지

체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래로 통합교육에의 여러 노력들이 지속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통합교육의 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여

러 문헌들을 통해 제시되었고(권원영, 1998; 박승희, 1994; 박은혜, 1996; 이소현, 1996; 이숙

향, 1999; 정선화, 1993), 이러한 노력들은 통합교육의 질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아동들의 학급내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통합에 대한 연구들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방법에 초점을 두어왔다(박은혜, 1996; 이소현,

1996; Hunt & Goetz, 1997).

그러나 최근 통합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거주하는 일반 지역사회에서 학생

*본 연구는 BK21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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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과 가까운 일반학교의 구성원 자격(member ship) 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단순히 입급(enrollment )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통합학급 내에서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승희, 1996;

F erguson, 1994; Schnorr , 1997; William s & Downing , 1998). 즉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간

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문헌이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이 학급 내에서 구성원자격

을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었다는 것이다(Schnorr , 1997). 지금

까지 많은 통합교육 관련연구들이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인지적, 학업적, 사회적 성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Helm stetter , Peck & Giangreco, 1994) 이러한 성과가 곧바로 장애학

생의 일반학급 구성원자격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통합학급의 비장애학생들의 인

식이 장애학생의 학급구성원 자격 획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학급

구성원 자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소수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학급에서의 질적연구로 이루어졌으

며,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확장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박승희,

1994; Hunt & Goetz, 1997). 그럼으로써 장애아동이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통합학급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

건 및 지원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수적 고려가 중요한지에 대한 기초 자료가 형성

되고,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모두가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비장애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장

애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수목표가 될 수 있는 요

인들을 알아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급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질

적연구들을 통해 제안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다수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인식

을 측정함으로써, 학급구성원 자격에 대한 비장애아동들의 인식이 각 요인별로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학급에서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비장애아동의 학

년과 장애아동과의 통합여부에 따라 학급 구성원자격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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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통합교육과 학급 구성원자격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

통합교육에 있어서의 학급구성원 자격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통합교육의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져왔다. 질적인 통합교육의 실행에 있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구

성원자격(member ship)이란 한 집단 내에서 명백히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개인

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Schnorr , 1997). 특히 학급구성원 자격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인 일반학급에의 입급(enrollment )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인 통합을 동시

에 의미하는 것이며 수용과 소속감의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자격은 통합교육의 특징을 설명하는 개념인 소속감, 우정과 더불어 통합교육의 공통된

주제가 되고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반영하는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고 있는 학급의 한 부

분이 되고, 학급의 구성원이 되고, 학급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자격의 의미가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개인을 포함하는 것이라 했을 때 이는

결국 통합교육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chnorr ,

1997). 특히 학교 장면에 있어서의 통합이란 아동이 그 학교의 한 일원으로서 배치되고, 교수

됨을 의미한다. 이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급에서의 구성원자격 획

득은 통합교육의 실행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대 이후 가장 최근까지의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장애아동이 자신의 학급에서 어떻

게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William s & Downing , 1998). Staub & Hunt

(1993)는 통합교육 환경내에 있는 중도장애학생의 또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구성원자격의

획득은 기술의 습득이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더불어 중요한 성과의 한 구조가 된다고 지적

하면서 구성원자격의 획득 자체가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갖는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그만큼 아동의 학급 내 위치와 역할이 통합교육의 성공에 있어 결정

적인 요소임을 뒷받침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학급구성원자격을 장애아동이 획득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또래 비장애학생들이 갖는 인식문제이다. Schnorr (1990)은 초등학교 1학년학생

들이 다른 아동에 대해 같은 반 친구 로 인식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

해 소속된 장소 , 동일한 활동에의 참여 , 함께 노는 놀이상대 라는 세 가지요소를 보고하

였다. 즉 물리적으로 같은 학급에 속해있고, 같은 담임교사가 있으며, 같은 학급 규칙을 따르

고, 같은 과제, 같은 교과서, 놀이 시간에 같은 활동을 하며, 쉬는 시간에 함께 노는 놀이친구,

같은 성별의 또래인 경우 같은 반 친구라는 인식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부모들이 통합교육의 접근에 있어 적절한 교재의 선정이나 수정, 혹은 교수방법 등에 대해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chnorr , 1990,

1997). 특히 장애학생들과 우정관계가 형성된 비장애학생들이 우정관계 형성의 기회가 적용

된다고 보고한 주요 상황의 하나가 장애학생이지만 같은 반 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격부여

였다는 것을 볼 때(박승희, 1994), 비장애학생들이 구성원자격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들은 장애학생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강력한 근거로 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이 학급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일반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으로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요소들에는 학교 일과내의 참여(이소현·박은혜, 1998;

Schnorr , 1990, 1997; Stainback & Stainback, 1996), 문제행동여부(Hobbs, 1997; Salisbury

& Palombaro, 1998; Voletz, 1982), 신체장애여부(Wisely & Morgan , 1981), 장애학생과의 접

촉정도(Gottlieb , 1974), 피험 학생 및 자극 학생의 성별(Gottlieb , 1974; Voeltz, 1982), 교사의

기대(Biklen , 1985; Janney & Snell, 1997; Rainforth , York & Macdonald, 1992), 발달 연령에

따른 차이(Evans et al., 1992; Wisely & Morgan , 1981), 장애학생의 통합여부(Frywell &

Kennedy , 1995; Salisbury & Palombaro, 1998 Schnorr , 1990; Strully & Strully , 1996), 학급

일의 참여(박승희, 1996; 이숙향, 1999; Salisbury et al., 1995; Schnorr , 1997; Stainback &

Stainback, 1996), 시간제 통합의 정도(Frywell & Kennedy , 1995; Salisbury & Palombaro,

1998; Schnorr , 1990; Strully & Strully , 1996), 학급 내 물리적인 배치(박승희, 1996; Stain -

back & Stainback, 1985) 등이 있다. 이들 요인들은 다시 장애아동이 변인이 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환경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학급구성원자격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아동 요인으로는 (1) 학급일의 참여, (2)수

업의 참여, (3) 수업외 학교시간의 참여, (4) 장애의 특성 (5) 친구관계의 유무 등을 들 수 있

다(권원영, 1998; 김수연, 1996; 박은혜, 1999; 방명애, 1999; 이소현, 1999; 이소현·박은혜,

1998; 이숙향, 1999; Frywell & Kennedy , 1995; Hobbs, 1997; O Dell & Karr - Kidw ell, 1994;

Salisbury & Palombaro, 1998; Schnorr , 1990, 1997; Stainback & Stainback, 1990, 1996). 학

급구성원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장애아동 요인에 비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는 (1) 교사 요인, (2) 교육적 체제

의 요인, (3) 학급 내 물리적인 요인 등을 들 수 있다(Frywell & Kennedy , 1995; Janney &

Snell, 1997; Schnorr , 1990; Strully & Strully , 1996). 특히 학급 내에서 장애학생들의 구성원

자격을 확보시키는데 있어서 통합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을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학급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확고한 태도와 상호협력의 학급경영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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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되었다(박승희, 1994). 교육체제적 요인으로는 특수학급 입급 여부 및 시간제 통합의

정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제안되고 있고, 학급내 물리적 요인에는 짝의 유무 및 자

리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장애아동의 학급내 구성원자격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 아동의 환경

인 학급에서 아동과 다른 비장애아동 그리고 교사가 상호작용 하는 것을 관찰하고 분석한 질

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Hunt & Goetz, 1997; Schnorr , 1990). 그 외의 비장애학생의 수

용 태도 연구, 또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실행연구, 또는 문헌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

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 또한 이들은 직접적으로 학급구성원 자격

과 관련하여 연구되기보다는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광범위하게 다루

어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학급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국내의 교육환경에서 검

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준비와 실행을 위해 특

수학급교사와 통합학급교사 모두에게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일반학급 내 비장애학생들이 학급구성원자격을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변인으로서 장애아동과의 통합여부, 학년에 따라 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선정하였다.

1.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급 구성원자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급 구성원자격의 각 구성요소를 인식하는데 있어 장애아동과의 통

합여부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3.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급 구성원자격의 각 구성요소를 인식하는데 있어 학년에 따라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비장애학생으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중 장애아동이 입급되어 있는 일반학급 아동들과 특수학급이 없고 장애아동이 입

급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급 아동들로 구분된다. 저학년 학생은 1, 2, 3학년 학생들로 고학년

학생은 4, 5, 6학년 학생들로 각각 구성하였다(<표 -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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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 2000년 4월 10일- 4월 30일

(2) 대상: 서울시 초등 11개의 지역교육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강서, 강

남, 동작, 성동, 성북) 중 1, 2차 예비조사에서 실시된 강동, 서부, 성북 교육청 소속

학교를 제외한 8개교에서 실시

<표 - 1> 집단 별 대상 일반아동들의 구성

집 단
성별

학년
남 여 계 Missing

A.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4개교

저학년

고학년

57
70

56
65

113
135

1 (114)
5 (140)

B.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4개교

저학년

고학년

73
83

70
64

143
147

1 (144)
0 (147)

계 283 255 538 총 545

2 . 연구도구

가 . 설문지의 개발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이 통합되어있는 초등학교의 일반학급 내 비장애아동들의 구성

원자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구성원자격에 관련된 선행연구

들(박승희, 1996; 이숙향, 1999; Cook & Semmel, 1999; Hobbs, 1997; Hobbs & Westling ,

1998; Salisbury et al., 1995; Salisbury & Palombaro, 1998; Schnorr , 1990, 1997; Stainback

& Stainback, 1990, 1997; Voeltz, 1980, 1982; Stainback, Stainback & Wilkinson, 1992;

William s & Downing , 1998)에서 나온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별된 요소들을 범주화

하고, 이를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특수교육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을 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특수교육 전문가 1인과 교육평가 전문가 2인

의 자문을 구한 후, 1차 예비 조사 기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있는

학교의 일반학급 4학급을 무선으로 선정해 직접 예비조사용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우리나

라 초등학교 일반학급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은 삭제 혹은 수정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렇

게 완성된 10개의 문항은 다시 2차 예비조사를 통해 무선으로 선정된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

급 아동들에게 실시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를 통해 요인에 적절히 묶이지

못한 한 문항을 삭제해 최종 23개 문항(장애아동요인 14문항, 환경요인, 9문항)으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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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학급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 하위요인으로

장애아동요인에 5개(학급일의 참여, 수업의 참여, 놀이시간의 참여, 장애의 특성, 친구관계의

유무)와 환경요인의 3개(교사요인, 체제요인, 물리적인 배치요인)가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시

에는 자료를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직교회전 시킨 후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 2a> 본조사 설문지의 영역과 문항 (장애아동요인)

영 역 문 항 내 용 문항번호

학급일의

참여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주번활동을 한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우유당번을 한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5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

다면
9

학교

시간의

참여

수업의

참여

자주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4

체육시간에 한번도 같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0

현장활동에 늘 함께 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2

숙제를 항상 해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1

놀이

시간의

참여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2

장애의

특성

학업적

지체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4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7

문제

행동의

유무

수업중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6

수업중에 갑자기 교실을 나가버리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3

친구관계

의 유무

반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8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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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b> 본조사 설문지의 영역과 문항 (환경요인)

영 역 문 항 내 용 문항번호

교사요인

선생님이 한번도 숙제를 내주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1

선생님이 한번도 청소를 시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4

잘못해도 선생님이 한번도 혼내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7

선생님이 심부름을 한번도 시키지 않은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9

학교체제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5

특수학급(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반)에 있다가 하루에 한 시간

만 우리반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2

하루에 한시간동안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8

물리적

배치

항상 짝없이 혼자 앉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3

다른 아이들은 자주 자리가 바뀌는데 한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6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변인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

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급 내 장애아동의 통합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고, 학년

에 따른 고학년과 저학년 두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

가 . 장애아동 요인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급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장애아동 요인

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같은 반 아동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

인 반응을 높게 보인 문항 순으로 <표 -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학급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주는 장애아동 요인 중에서 초등학교 비장애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 순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의 특성 중에서도 문제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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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표 - 3> 장애아동요인 각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응

영역 문항 반응 응답수
반응비율

(%)
누적빈도

(%)

장애의

특성

13. 수업중에 갑자기 교실을 나가버리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79
222
133

33.5
41.6
24.9

33.5
75.1

100.0

계 534 100.0

장애의

특성

6. 수업중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55
242
138

29.0
45.2
25.8

29.0
74.2

100.0

계 535 100.0

학급일의

참여

9.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42
226
169

26.4
42.1
31.5

26.4
68.5

100.0

계 537 100.0

학교시간

의 참여

11. 숙제를 항상 해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10
244
182

20.5
45.5
34.0

20.5
66.0

100.0

계 536 100.0

장애의

특성

7.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81
191
270

14.9
35.2
49.8

14.9
50.2

100.0

계 542 100.0

학급일의

참여

5.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우유당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93
158
285

17.4
29.5
53.2

17.4
46.8

100.0

계 536 100.0

장애의

특성
4.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4
181
287

12.0
34.0
53.9

12.0
46.1

100.0

계 532 100.0

학교시간

의 참여

12. 현장활동에 늘 함께 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08
133
285

20.5
25.3
54.2

20.5
45.8

100.0

계 526 100.0

학교시간

의 참여

14. 자주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05
137
295

19.6
25.5
54.9

19.6
45.1

100.0

계 537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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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응답수
반응비율

(%)
누적빈도

(%)

학교시간

의 참여

10. 체육시간에 한 번도 같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92
139
309

17.0
25.7
57.2

17.0
42.8

100.0

계 540 100.0

친구관계

의 유무

8. 반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5
138
336

12.1
25.6
62.3

12.1
37.7

100.0

계 539 100.0

학교시간

의 참여

2.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2
145
346

9.6
26.7
63.7

9.6
36.3

100.0

계 543 100.0

친구관계

의 유무

3.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2
115
361

11.5
21.4
67.1

11.5
32.9

100.0

계 538 100.0

학급일의

참여

1.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주번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6
120
384

6.7
22.2
71.1

6.7
28.3

100.0

계 540 100.0

반응: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③ 그래도 같
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문항(13번, 6번)이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아동에게 학급구성원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수업중 이상한 소

리를 지르는 아동에 대한 6번 문항에 대해 29.0 %의 학생들이 같은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

는다고 반응하였으며, 45.2 %의 학생이 같은 반이 된 것이 싫다고 하여 모두 74.2 %의 학생

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업중 갑자기 교실을 나가버리는 아동에 대해서는 33.5 %가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으며, 41.6 %는 같은 반이 된 것이 싫다고 하

여 모두 75.1 %의 아동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다음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문항은 학급일의 참여중에서도 특히 청소의

수행에 대한 것이었으며, 청소를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26.4 %가 같은 반 친구로 생각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42.1%는 같은 반이 된 것이 싫다고 반응하여 모두 68.5 %의 학생

들이 학급구성원자격을 부여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숙제를 해오지 않는 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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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모두 66 %의 아동이 학급구성원자격 부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장

애의 특성 중 학업적인 지체(쓰기지체)에 대한 문항과 우유당번을 수행하지 않는 아동에 대

한 문항, 읽기지체에 대한 문항, 현장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문항, 학교에 자주

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문항, 체육시간의 참여에 대한 문항, 친구관계의 유무에 대한 문항, 주

번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문항 순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 환경요인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급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적인 요인

과 관련한 문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같은 반 아동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

인 반응을 높게 보인 문항 순으로 <표 - 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4> 환경적 요인 각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반응

영역 문항 반응 응답수
반응비율

(%)
누적빈도

(%)

교사

요인

7. 잘못해도 선생님이 한 번도 혼내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83
222
129

34.3
41.6
24.2

34.3
75.8

100.0

계 534 100.0

교사

요인

4. 선생님이 한 번도 청소를 시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48
228
156

27.8
42.9
29.3

27.8
70.7

100.0

계 532 100.0

교사

요인

1. 선생님이 한 번도 숙제를 내주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37
221
184

25.3
40.8
33.9

25.3
66.1

100.0

계 542 100.0

학교

체제

8. 하루에 한시간 동안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2
171
300

11.6
32.1
56.3

11.6
43.7

100.0

계 533 100.0

학교

체제

5.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4
155
312

12.1
29.2
58.8

12.1
41.2

100.0

계 531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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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응답수
반응비율

(%)
누적빈도

(%)

학교

체제

2. 특수학급(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반)에 있다가 하루에 한 시간만 우리반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71
141
328

13.1
26.1
60.7

13.1
39.3

100.0

계 540 100.0

물리적

배치

6. 다른 아이들은 자주 자리가 바뀌는데 한 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9
148
329

11.0
27.6
61.4

11.0
38.6

100.0

계 536 100.0

교사

요인

9. 선생님이 심부름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90
113
329

16.9
21.2
61.8

16.9
38.2

100.0

계 532 100.0

물리적

배치
3. 항상 짝없이 혼자 앉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1
84
421

5.8
15.7
78.5

5.8
21.5

100.0

계 536 100.0

반응: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③ 그래도 같
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각 문항에 대한 일반아동의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사의 다른 규칙적용(7번 문항관련)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가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

는 아이에 대해 같은 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34.3 %의 아동이

보였으며, 같은반 아이라 하더라도 같은 반인 것이 싫다는 반응까지 합하면 75.8 %의 아동이

교사가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는 아동에 대해 학급구성원자격을 부여하는데 부정적이었다.

청소수행에 대한 다른 규칙적용에 있어서도 선생님이 청소를 시키지 않는 아동에 대해 27.8

%의 학생이 같은 반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같은반이라 하더라도 그런 아

이와 같은 반이 된 것이 싫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모두 70.7 %의 아동들이 교사가 청소를 시

키지 않는 아동에 대해 우리반 친구로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가 숙제를

내주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25.3 %가 같은 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같은 반

이 된 것이 싫다는 반응까지 포함하면 모두 66.1 %의 아동이 교사가 숙제를 내지 않는 아동

에 대해 학급 구성원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에 대한 학급구성원자격 부여는 세 문항 모두 약 40 %의 아동들이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아이와 항상 짝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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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앉는 아이에 대한 학급구성원자격 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각각 38.2 %와 21.5 %

로 나타났다.

2 . 장애아동의 통합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

가 . 장애아동요인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있는 일반학급과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급간의

학급 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아동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 5>와 같다.

장애아동의 통합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차이에서 통합학급내 아동의 70.8 %가 놀이시

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그렇더라도 우리반 친구로 인식하고 수용하겠다는 반응

을 보여 비통합학급 아동의 반응(57.6 % )보다 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5> 장애아동 통합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 차이 (장애아동요인)

영역 문항 반응
통합학급

(%)
비통합학급

(%) 계(%) 2

학급

일의

참여

1.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주번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8 ( 7.1)
65 (25.6)

171 (67.3)

18 ( 6.3)
55 (19.2)

213 (74.5)

36 ( 6.7)
120 ( 22.2)
384 ( 71.1) 3.54

계 254 (47.0) 286 (53.0) 540 (100.0)

5.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우유당번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6 (18.2)
79 (31.2)

128 (50.6)

47 (16.6)
79 (27.9)

157 (55.5)

93 ( 17.4)
158 ( 29.5)
285 ( 53.2) 1.29

계 253 (47.2) 283 (52.8) 536 (100.0)

9.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71 (28.1)
104 (41.1)
78 (30.8)

71 (25.0)
122 (43.0)
91 (32.0)

142 ( 26.4)
226 ( 42.1)
169 ( 31.5) .65

계 284 (52.9) 253 (47.1) 537 (100.0)

수업

의

참여

14. 자주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2 (20.6)
67 (26.5)

134 (53.0)

53 (18.7)
70 (24.6)

161 (56.7)

105 ( 19.6)
137 ( 25.5)
295 ( 54.9) .76

계 253 (47.1) 284 (52.9) 537 (100.0)

10. 체육시간에 한번도 같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8 (15.0)
67 (26.5)

148 (58.5)

54 (18.8)
72 (25.1)

161 (56.1)

92 ( 17.0)
139 ( 25.7)
309 ( 57.2) 1.37

계 253 (46.9) 287 (53.1) 540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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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통합학급

(%)
비통합학급

(%) 계(%) 2

수업

의

참여

12. 현장활동에 늘 함께 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6 (22.5)
66 (26.5)

127 (51.0)

52 (18.8)
67 (24.2)

158 (57.0)

108 ( 20.5)
133 ( 25.3)
285 ( 54.2) 2.04

계 249 (47.3) 277 (52.7) 526 (100.0)

11. 숙제를 항상 해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5 (21.9)
114 (45.4)
82 (32.7)

55 (19.3)
130 (45.6)
100 (35.1)

110 ( 20.5)
244 ( 45.5)
182 ( 34.0) .68

계 251 (46.8) 285 (53.2) 536 (100.0)

놀이

시간

의

참여

2.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9 (7.5)
55 (21.7)

179 (70.8)

33 (11.4)
90 (31.0)

167 (57.6)

52 ( 9.6)
145 (26.7)
346 (63.7) 10.16**

계 253 (53.4) 290 (46.6) 543 (100.0)

장애

의

특성

4.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9 (11.5)
84 (33.3)

139 (55.2)

35 (12.5)
97 (34.6)

148 (52.9)

64 (12.0)
181 (34.0)
287 (53.9) .31

계 252 (47.4) 280 (52.6) 532 (100.0)

7.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8 (11.1)
89 (35.2)

136 (53.8)

53 (18.3)
102 (35.3)
134 (46.4)

81 ( 14.9)
191 ( 35.2)
270 ( 49.8) 6.25*

계 253 (46.7) 289 (53.3) 542 (100.0)

6. 수업중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71 (28.2)
115 (45.6)
66 (26.2)

84 (29.7)
127 (44.9)
72 (25.4)

155 ( 29.0)
242 ( 45.2)
138 ( 25.8) .15

계 252 (47.1) 283 (52.9) 535 (100.0)

13. 수업중에 갑자기 교실을 나가버리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83 (33.1)
104 (41.4)
64 (25.5)

96 (33.9)
118 (41.7)
69 (24.4)

179 ( 33.5)
222 ( 41.6)
133 ( 24.9) .10

계 251 (47.0) 283 (53.0) 534 (100.0)

친구

관계

의

유무

8. 반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7 (10.7)
60 (23.8)

165 (65.5)

38 (13.2)
78 (27.2)

171 (59.6)

65 ( 12.1)
138 ( 25.6)
336 ( 62.3) 2.05

계 252 (46.8) 287 (53.2) 539 (100.0)

3.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1 (8.3)
43 (17.0)

189 (74.7)

41 (14.4)
72 (25.3)

172 (60.4)

62 ( 44.5)
115 ( 21.4)
361 ( 67.1) 12.71**

계 253 (47.0) 285 (53.0) 538 (100.0)

반응: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③ 그래도 같
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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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애의 특성과 관련된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 통합학급의 학생들이 더 많이 수용

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 내 고립이나 소외된 아동에 대해서도 좀 더 허용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 환경요인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있는 일반학급과 장애아동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급간의

학급 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 6>과 같다.

학급구성원자격 부여에 있어 장애아동과의 통합여부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유

의미하게 나타난 문항은 시간제로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두 문항이었다. 두

문항 모두 장애아동과 통합되어 있는 학급의 학생들이 학급구성원자격 부여에 보다 허용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6> 장애아동 통합여부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 차이 (환경요인)

영역 문항 반응
통합학급

(%)
비통합학급

(%) 계(%) 2

교사

요인

1. 선생님이 한 번도 숙제를 내주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2 (20.5)
110 (43.3)
92 (36.2)

85 (29.5)
111 (38.5)
92 (31.9)

137 ( 25.3)
221 ( 40.8)
184 ( 33.9) 5.84

계 254 (46.9) 288 (53.1) 542 (100.0)

4. 선생님이 한 번도 청소를 시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9 (27.6)
103 (41.2)
78 (31.2)

79 (28.0)
125 (44.3)
78 (27.7)

148 ( 27.8)
228 ( 42.9)
156 ( 29.3) .88

계 250 (47.0) 282 (53.0) 532 (100.0)

7. 잘못해도 선생님이 한 번도 혼내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76 (30.4)
114 (45.6)
60 (24.0)

107 (37.7)
108 (38.0)
69 (24.3)

183 ( 34.3)
222 ( 41.6)
129 ( 24.2) 3.89

계 250 (46.8) 284 (53.2) 534 (100.0)

9. 선생님이 심부름을 한 번도 시키지 않은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6 (18.3)
49 (19.4)

157 (62.3)

44 (15.7)
64 (22.9)

172 (61.4)

90 ( 16.9)
113 ( 21.2)
329 ( 61.8) 1.25

계 252 (47.4) 280 (52.6) 532 (100.0)

학교

체제

5.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4 ( 9.6)
69 (27.5)

158 (62.9)

40 (14.3)
86 (30.7)

154 (55.0)

64 ( 12.1)
155 ( 29.2)
312 ( 58.8) 4.35

계 251 (47.3) 280 (52.7) 531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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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통합학급

(%)
비통합학급

(%)
계(%) 2

학교

체제

2. 특수학급(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반)에 있다가 하루에 한시

간만 우리반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9 ( 7.5)
70 (27.6)

165 (65.0)

52 (18.2)
71 (24.8)

163 (57.0)

71 ( 13.1)
141 ( 26.1)
328 (60.7) 13.51**

계 254 (47.0) 286 (53.0) 540 (100.0)

8. 하루에 한시간 동안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9 ( 7.5)
64 (25.4)

169 (67.1)

43 (15.3)
107 (38.1)
131 (46.6)

62 ( 11.6)
171 ( 32.1)
300 ( 56.3) 23.41**

계 252 (47.3) 281 (52.7) 533 (100.0)

물리적

배치

3. 항상 짝없이 혼자 앉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2 ( 4.7)
34 (13.4)

208 (81.9)

19 ( 6.7)
50 (17.7)

213 (75.5)

31 ( 5.8)
84 ( 15.7)

421 ( 78.5) 3.23

계 254 (47.4) 282 (52.6) 536 (100.0)

6. 다른 아이들은 자주 자리가 바뀌는데

한 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4 ( 9.5)
68 (27.0)

160 (63.5)

35 (12.3)
80 (28.2)

169 (59.5)

59 ( 11.0)
148 ( 27.6)
329 ( 61.4) 1.36

계 284 (53.0) 252 (47.0) 536 (100.0)

반응: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③ 그래도 같
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p < .05, **p < .01

3 . 학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

학급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주는 각 영역별 문항에 대한 학년별 집단의 인식 차이에 대

한 결과는 <표 - 7> 및 <표 - 8>과 같다.

가 . 장애아동요인

학년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14문항 중 8문항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일의 참여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저학년 아동들이 고학년아동에

비해 더 수용적이였으며 특히 청소당번의 수행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장애의 특성 영역이 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4개의 문항 모

두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습적인 지체에 대한 문

항은 저학년 집단이 좀 더 수용적이었다. 또한 친구관계의 유무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의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친구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고학년이 좀 더 수용적이었으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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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구성원자격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아이에 대해서는 저학년이 보다 수용적이었다. 이는 저학년의 경

우 1, 2학년은 고학년과 달리 급식이나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 환경요인

학년에 따른 집단간 인식의 차이는 9문항 중 5문항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를 보인 문항은 교사의 다른 규칙적용과 관련이 있는 1, 4,

7번 문항과 시간제 통합 여부에 대한 2번 문항, 그리고 다른 물리적 배치에 대한 3번 문항이

었다. 교사의 다른 규칙 적용에 대한 세 문항에서는 교사가 다른 규칙 적용을 한 아동이라도

같은 반 친구이므로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응답이 1번 문항의 경우 저학년 44.7 %, 고학년

24.4 %로 저학년 학생들이 더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4번 문항의 경우도 저학년 38.7 %,

고학년 21.1 %로 저학년 아동이 학급 구성원자격 부여에 더 허용적이었다. 7번 문항의 경우

저학년 아동이 32.4 %, 고학년 아동이 17.1 %로 역시 저학년 아동이 교사의 다른 규칙 적용

에 대해서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제 통합여부의 경우 2번 문항에서, 그리고 물

리적 배치의 경우에는 3번 문항에서 고학년 학생들이 더 수용적인 반응을 유의미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7>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 차이 (장애아동요인)

영역 문항 반응
저학년

(%)
고학년

(%) 계(%) 2

학급

일의

참여

1.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주번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18 ( 7.1)
47 (18.5)

189 (74.4)

18 ( 6.3)
73 (25.5)

195 (68.2)

36 ( 6.7)
120 ( 22.2)
384 ( 71.1) 3.84

계 254 (47.0) 286 (53.0) 540 (100.0)

5.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우유당번을

한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6 (18.4)
57 (22.8)

147 (58.8)

47 (16.4)
101 (35.3)
138 (48.3)

93 ( 17.4)
158 ( 29.5)
285 ( 53.2) 10.18**

계 250 (46.6) 286 (53.4) 536 (100.0)

9. 다른 아이들은 모두가 하는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4 (21.4)
94 (37.3)

104 (41.3)

88 (30.9)
132 (46.3)
65 (22.8)

142 ( 26.4)
226 ( 42.1)
169 ( 31.5) 21.58**

계 252 (46.9) 285 (53.1) 537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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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저학년

(%)
고학년

(%) 계(%) 2

수업

의

참여

14. 자주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5 (22.0)
63 (25.2)

132 (52.8)

50 (17.4)
74 (25.8)

163 (56.8)

105 ( 19.6)
137 ( 25.5)
295 ( 54.9) 1.84

계 250 (46.6) 287 (53.4) 537 (100.0)

10. 체육시간에 한번도 같이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9 (19.4)
63 (24.9)

141 (55.7)

43 (15.0)
76 (26.5)

168 (58.4)

92 ( 17.0)
139 ( 25.7)
309 ( 57.2) 1.83

계 253 (46.9) 287 (53.1) 540 (100.0)

12. 현장활동에 늘 함께 가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3 (22.1)
60 (25.0)

127 (52.9)

55 (19.2)
73 (25.5)

158 (55.2)

108 ( 20.5)
133 ( 25.3)
285 ( 54.2) .66

계 240 (45.6) 286 (54.4) 526 (100.0)

11. 숙제를 항상 해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56 (22.4)
104 (41.6)
90 (36.0)

54 (18.9)
140 (49.0)
92 (32.2)

110 ( 20.5)
244 ( 45.5)
182 ( 34.0) 2.96

계 250 (46.6) 286 (53.4) 529 (100.0)

놀이

시간

의

참여

2. 쉬는 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2 (12.5)
62 (24.1)

163 (63.4)

20 ( 7.0)
83 (29.0)

183 (64.0)

52 ( 9.6)
145 ( 26.7)
346 ( 63.7) 5.43

계 257 (47.3) 286 (52.7) 543 (100.0)

장애

의

특성

4. 책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7 (11.0)
70 (28.5)

149 (60.6)

37 (12.9)
111 (38.8)
138 (48.3)

64 ( 12.0)
181 ( 34.0)
287 ( 53.9) 8.31*

계 246 (46.2) 286 (53.8) 532 (100.0)

7.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0 (15.7)
62 (24.3)

153 (60.0)

41 (14.3)
129 (44.9)
117 (40.8)

81 ( 14.9)
191 ( 35.2)
270 ( 49.8) 26.52**

계 253 (52.8) 287 (47.2) 542 (100.0)

6. 수업중에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89 (35.9)
106 (42.7)
53 (21.4)

66 (23.0)
136 (47.4)
85 (29.6)

155 ( 29.0)
242 ( 45.2)
138 ( 25.8) 11.77**

계 248 (46.4) 287 (53.6) 535 (100.0)

13. 수업중에 갑자기 교실을 나가버리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83 (33.3)
91 (36.5)
75 (30.1)

96 (33.7)
131 (46.0)
58 (20.4)

179 ( 33.5)
222 ( 41.6)
133 ( 24.9) 7.93*

계 249 (46.6) 285 (53.4) 534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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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저학년

(%)
고학년

(%) 계(%) 2

친구

관계

의

유무

8. 반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0 (15.7)
68 (26.8)

146 (57.5)

25 ( 8.8)
70 (24.6)

190 (66.7)

65 ( 12.1)
138 ( 25.6)
336 ( 62.3) 7.49*

계 254 (47.1) 285 (52.9) 539 (100.0)

3. 점심시간에 늘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4 (13.5)
41 (16.3)

177 (70.2)

28 ( 9.8)
74 (25.9)

184 (64.3)

62 ( 11.5)
115 ( 21.4)
361 ( 67.1) 8.07*

계 252 (46.8) 286 (53.2) 538 (100.0)

반응 :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 ③ 그래도
같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

*p < .05, **p < .01

<표 - 8>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인식 차이 (환경요인)

영역 문항 반응
저학년

(%)
고학년

(%) 계(%) 2

교사

요인

1. 선생님이 한번도 숙제를 내주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5 (25.5)
76 (29.8)

114 (44.7)

72 25.1)
145 (50.5)
70 (24.4)

137 ( 25.3)
221 ( 40.8)
184 ( 33.9) 30.64**

계 255 (47.0) 287 (53.0) 542 (100.0)

4. 선생님이 한번도 청소를 시키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62 (25.0)
90 (36.3)
96 (38.7)

86 (30.3)
138 (48.6)
60 (21.1)

148 ( 27.8)
228 ( 42.9)
156 ( 29.3) 19.96**

계 248 (46.6) 284 (53.4) 532 (100.0)

7. 잘못해도 선생님이 한 번도 혼내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79 (32.0)
88 (35.6)
80 (32.4)

104 (36.2)
134 (46.7)
49 (17.1)

183 ( 34.3)
222 ( 41.6)
129 ( 24.2) 17.50**

계 247 (46.3) 287 (53.7) 534 (100.0)

9. 선생님이 심부름을 한번도 시키지 않은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6 (18.8)
49 (20.0)

150 (61.2)

44 (15.3)
64 (22.3)

179 (62.4)

90 ( 16.9)
113 ( 21.2)
329 ( 61.8) 1.28

계 245 (46.1) 287 (53.9) 532 (100.0)

학교

체제

5.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5 (14.3)
66 (26.9)

144 (58.8)

29 (10.1)
89 (31.1)

168 (58.7)

64 ( 12.1)
155 ( 29.2)
312 ( 58.8) 2.67

계 245 (46.1) 286 (53.9) 531 (100.0)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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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반응
저학년

(%)
고학년

(%) 계(%) 2

학교

체제

2. 특수학급(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반)에 있다가 하루에 한시

간만 우리반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43 (17.0)
61 (24.1)

149 (58.9)

28 ( 9.8)
80 (27.9)

179 (62.4)

71 ( 13.1)
141 ( 26.1)
328 ( 60.7) 6.36*

계 253 (46.9) 287 (53.1) 540 (100.0)

8. 하루에 한시간 동안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오는 아이가 우리반 에 있다면

①

②

③

35 (14.2)
80 (32.5)

131 (53.3)

27 ( 9.4)
91 (31.7)

169 (58.9)

62 ( 11.6)
171 ( 32.1)
300 ( 56.3) 3.42

계 246 (46.2) 287 (53.8) 533 (100.0)

물리

적

배치

3. 항상 짝없이 혼자 앉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22 ( 8.8)
39 (15.6)

189 (75.6)

9 ( 3.1)
45 (15.7)

232 (81.1)

31 ( 5.8)
84 ( 15.7)

421 ( 78.5) 7.89*

계 250 (46.6) 286 (53.4) 536 (100.0)

6. 다른 아이들은 자주 자리가 바뀌는데

한번도 자리가 바뀌지 않는 아이가

우리반에 있다면

①

②

③

32 (12.9)
62 (24.9)

155 (62.2)

27 ( 9.4)
86 (30.0)

174 (60.6)

59 ( 11.0)
148 ( 27.6)
329 ( 61.4) 2.73

계 249 (46.5) 287 (53.5) 536 (100.0)

반응 : ① 같은 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 같은 반 친구이긴 하지만 같은 반인 것이 싫다 . ③ 그래도
같은 반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낸다 .

*p < .05, **p < .01

Ⅳ. 논 의

본 연구는 학급 구성원자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특히 장애아동 요인과 환경적인 요

인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비장애아동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장애아동 요인 14개와 환경요

인 9개 문항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장애아동과의 통합여부와 학

년이라는 두 가지 주요 변인에 대한 집단별 반응을 비교해 정리하였다.

먼저 학급 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아동 요인에 있어 비장애아동이 학급구성

원자격을 부여하는데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장애의 특성중에서도 특히 문제행동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에 자리를 이탈해 나가버리거나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방해행동

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장애의 특성 중에서도 문제행동의 유무가 학업적인 지체보다 더 영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이러한 결과는 통합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장애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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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에 대한 지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아동이 보이는 학업적인 지체나 문제행동 자체가 학급구성원 자격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장애아동이 보이는 특성만으로도 학급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

어 장애의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교수적 접근이 우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해 주고 있다(박은혜, 1999; 방명애, 1999; 이소현, 1999; Hobbs & Westling , 1998).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장애아동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보제공 또는 태도개선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접

근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장애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있어 친구

가 없는 아이나 같은 반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아이

에 대한 또한 태도는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수용적이었다. 이 문항들은 모두 사

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항으로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관계망이 적은 아동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반교육 현장에서 점차 문제시되고 학교내 집단 따돌림문제나 초등학생들

의 과도한 과외 및 학원수업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시간 부족 등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이혜영·김영철, 1999) 이러한 특성들이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만큼 특별하

다거나 소수아이들이 보이는 문제에서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

적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의 다른 규칙적용에 대해 가장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다른 규칙적용 중에서도 아동의 잘못에 대한 교사

의 처벌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가장 부정적이였으며, 청소수행에 대한 다른

규칙적용과 숙제수행에 대한 다른 규칙적용 순으로 다른 규칙적용을 받는 학생에 대한 비장

애학생들의 학급구성원자격 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규칙적용에 있어 특히 그 싫어하는 정도가 큰 규칙일수록 이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적용을 받는 아동을 우리반 아이로 인식하는데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 구성원이 다른 또래 급우에게 우리 반 아동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급 내 모든 아동들이 적용 받는 규칙에 대해 교사로 하여금 다른 구성원들

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동등한 고려는 모든

규칙의 적용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각 개별아동의 능력에 적절한

수정된 기준에 의해 합당한 방식으로 적용됨을 의미해야 할 것이다(Westling & F ox , 1995).

장애아동과의 통합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장애아동 요인에 있어 놀이시간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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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쓰기지체, 점심시간의 고립여부에 대한 세 문항에서만 유의미하게 있었으며,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시간제 통합의 정도와 관련된 문항에서만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통합의 여부가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이었던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중재가 이루어지

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한 중재노력이 없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으로는

장애아동이 학급 구성원자격을 확보하는데 대한 일반아동의 태도가 수용적이지 못하며, 장

애아동의 지위향상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들(Action & Zarbatany ,

1988; Espotio & Peach, 1983; F ortini, 1987; Goodman, Gottlieb & Harrison , 1972; Got -

tlieb , 1980; Gresham , 1982; Robert s & Zubrick , 1983)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통합여부라는 변인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인 장애의 특성(학업적인 지체,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과 특수학급 입급아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모두 통합학

급 학생들이 보다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간의 물리적인 통합은 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동이 학급내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

애아동이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의 요인에 있어 학년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8개의 문항 중

6개 문항에서 모두 저학년 집단의 학생들이 고학년 집단의 학생들보다 학급 구성원 자격 획

득 요건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특성에 대한 영역

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학업적인 지체 문항에 대해 고학년 학생들보다 매우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특성상 또래 중에 아직 자신의 이름을 잘 쓰지 못하거나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고학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장

애의 특성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또래 친구들이 보일 수 있는 특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

으로 생각된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저학년이 교사의 다른 규칙적용에 대해 비교적 허

용적인 반면 고학년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 학생

들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한 의식이 저학년 학생들에 비해 더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Erickson , 1979), 고학년 아동의 경우 교사의 편애나 차별과 같은 문제에 훨씬 더 민

감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저학년 아동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더 수용적이

었다는 결과는 학급 구성원 자격에 대한 또래의 인식이 비교적 수용적인 저학년 시기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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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이 학급 구성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비장애아동의 태도개선의 노력들이 보다 효

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장애아동이 학급 구성원자격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한

접근에서 학급구성원자격 획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 요인에 있어서는 장애의 특성(학업적 지체, 문제행동)에 대한 고

려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교수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는 학급 내 교사의 규칙적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

절한 기준과 이에 따른 규칙적용이 이루어져 학급에서 장애아동이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

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통합교육

의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물리적인 통합에서 나아가 장애아동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표찰이 되지 않도록 비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조화된 교육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년에 따라 장애

아동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에서 영향을 받는 요인이 다르게 타나났는데, 특히 저학년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에 비해 대부분의 영역에서 수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학급 구성원자

격 획득을 위한 여러 접근들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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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 CT

K or ean E lem en tary - School Student s P er ception
of Cla s s Member ship

H y oju n g L e e (Paradise Welfare Foundation)

E un h y e P ark *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Recently , literature on inclusive education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lass member ship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one of critic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inclusion

practice. In other words, acquiring class membership in the inclusive school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to achieve an qualitative i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class membership of elementary - school student 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23 items was developed through careful literature

* e- m ail : epark @m m .ew ha .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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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pre- tests , and a factor analysis process. F ourteen of the 23 items were focused on

factor 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9 items, on ecological factors. Five hundred and

forty - five elementary -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2 statistic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perception. T he result 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erception of class mem -

ber ship related to child factor s was negative in items of characteristics of disabled children ,

especially challenging behavior s in the classroom such as shouting or going out during the

class. Ecological factor s which elementary - school students think negatively were items

related to teacher s differential rule application . Younger students showed more permissive

perception than older student s. Implication of the result s on current inclusive education

practice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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