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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수급대책은?

1)Ⅰ.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어려움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음.

▶ 즉,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

▶ 이러한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5세 이상, 2017년도에는 만4세, 2018년도에는 만3세 

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상의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과 근무환경(보조 인력 및 제반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3명의 장애영유아 담당)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 현장, 관련전문가

들은 국회 토론회1) 및 이정림 외(2017)2) 연구에서의 관련자 면담과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원론적 입장: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모든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

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실적 입장: 교육부 발령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관장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유아특수

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이정림･이윤진･박현옥 2017)』에 기초함.
1)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2017). 장애아 보육 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
2)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최근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고 있
는 어린이집에서는 유아특수교
사 배치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현안에 대한 입장은 유아특수
교사 고수 입장에서부터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
체해나가야 한다는 입장까지로 
다양함.



▶ 절충적 입장: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

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으로, 이 기간 동안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방안 제안함.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한 간극은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Ⅱ. 장애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유아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58명, 4,079명, 1,635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872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음.

▶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186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

▶ 그러나 11,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1>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

단위 : 기관 수(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42
(1,249)

103
(3,915)

6
(210)

25
(767)

1
(17)

0
(0)

0
(0)

177
(6,158)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667
(2,997)

37
(174)

34
(195)

150
(668)

15
(20)

1
(0)

7
(25)

911
(4,079)

일반 어린이집 97 79 48 799 282 7 30
1,342

(1,635)

소계 806 219 88 974 298 8 37
2,430

(11,872)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30, 132.

 어린이집 이용 장애유아 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의 특수학급

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아 보육교사 배치 현황은 

<표2>와 같음.

▶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7.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는 교
육기관에 비해 더 많지만, 어
린이집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으로 유아특수교사는 
유치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
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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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

단위 : 명

어린이집 유형 장애아 수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6,158 1,279 810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079 827 544

계 10,237 2,106 1,354

  주: <표2>의 특수교사 수치는 유아특수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44, 147.

 현재 보육통계 상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를 통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장애 유아 현원 파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

어야 하는 선결과제임.

Ⅲ.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

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 종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 

▶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총 120여명을 양성하고 

있음.

 이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아특수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학과가 부재한 상황으로 천안이남 지역에서만 양성되고 있음.

▶ 반면, 유아특수교사 수요는 수도권이 더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에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

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임. 

▶ 배출된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 

및 취업하고 있음.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2개 전문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특수교사 

대체 역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운 구조임.

 현재 대학 평가 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경우 임용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자체가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어린이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2017년 12월 1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

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사 배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함.

Ⅳ.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대책 마련

 단기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함. 첫째,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

▶ 교사 교육 내용, 방법(온라인/집체 등), 횟수, 장소,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 어떤 전달체계(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함.

▶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

 둘째,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

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 마련 제안

 셋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함.

▶ 고경력을 가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시에도 임용률 인정 수용 협의 등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 필요

 특수교사 수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장애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필요

▶ 장애 영아, 장애 유아,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유아특수교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함.

   이정림 연구위원 leettu@kicce.re.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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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추진
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국 단위
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를 실
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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