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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대비 다양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문화일보(서종민 기자) / ’20. 4. 7.(화)

□ 제목 : “특수교육 학생 9만 명은 어쩌나...” 교사들 난감

<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

□ 교육부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잇따른 개학 연기에 따라 ‘특수학교(급)와 가정 연계 1·2·3

지원안’(3.20.)을 마련하여 주 1회 주간활동계획 안내 및 교재·교구

대여, 주 2회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 주 3회 학생 학습활동 점검

및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온라인 개학 발표 전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계획’(3.27.)을

수립하여,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이 계획에는 시·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

제공, 발달장애 학생에게는다양한형태의원격수업과 1:1 방문교육, 학습

꾸러미 제공 등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또한, 온라인 개학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

특수교사 등 관계자 협의를 거쳐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및 지원

계획’(4.2.)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에 시도별 ‘온라인 현장

지원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방문(4.6.)하여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여 원격수업 지원 외에도 긴급돌봄 지속 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구성·운영, 상담및생활지도 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이 ‘달랑 한 줄’에 그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원격수업이 가능한 학생부터 어려운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장애학생을 위해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시도교육청, 학교 및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원격수업 지원과 함께 등교수업 실시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별첨】1. 휴업기간 중 특수학교(급)-가정 연계 1·2·3 지원안

2.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안

3. 2020학년도 온라인 개학에 따른 특수학교(급) 학사 운영 및 지원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