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사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 지원체제에 대한 검토
――시각장애인 교사의 사례를 단서로――

나카무라 마사야(中村

雅也)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１】목적 ◆시각장애인교사에 대한 직장에서의 지원사례에 대한 검토
➡
장애를 가진 교사의 직무 수행에 효과적인 인적지원 체제를 제시
배경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법정 고용율은 2.0 % ← 47도도부현 중 23기관이 미달（후생노동성 2012）
・장애인교사는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면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함.
・장애인교사의 고용촉진 과제 → 채용수의 확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정비가 요구됨.
・장애인교사의 직무상의 어려움을 밝혀,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야기됨.

【２】 방법

・라이프 스토리 인터뷰를 실시（나카무라 2013）, 직무상의 곤란과 필요한 지원 내용 추출, 분석
・실시기관：2010년 10월～2011년10월
대상자： 시각장애인교사 6명
A씨 교사 중학교・음악 1960년～1989년 중도실명
B교사 고교・사회 1960년～1996년 중도실명
C씨 교사 고교・수학 1963년～2001년 중도실명
D씨 비상근강사 고교・영어 1973년～1986년 선천맹
Ｅ씨 교사 고교・사회 1977년～2010년 중도실명
F씨 교사 고교・영어 1980년～2013년 선천맹

【３】결과

（１）시각장애인교사의 어려움
▼학습지도 관련（유인물 작성・판서 등）
▼학생지도관련（학생의 모습・행동 파악 등）
▼교내 업무・사무처리（서류확인・기입・제출 등）▼이동（통근・교내이동 등）

（２）지원의 유효한 포인트

▼（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장면이 다양
보조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내용・장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효율적임

▼일상적으로 자잘한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항상

（３）지원교원의 배치와 업무
▼공적인 지원 직원의 배치： 6명 중 3명 （무배치3명 …동료, 볼런티어, 학생, 가족이 지원）
Ｄ씨 … 맹학교에서 파견된 교사가 교재준비, 학생의 제출물 검토를 직접 지원
Ｅ씨 … 비상근강사가 Ｅ씨 개인 수업 시수(4시간분)을 보전
Ｆ씨 … 비상근강사가 주4시간의 영어수업 담당→영어과 동료교사의 수업시수가 경감→영어과 전체가 Ｆ씨를 지원
▼지원교원을 배치하고 있는 경우 역시 시간, 장면이 제한되어 있어, 동료 교사로부터의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

（４）전담 지원자가 직접 지원하는 체제에 대한 문제 지적

①전담 지원자가 붙게 되면 다른 동료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Ａ씨 인터뷰》

보조자로 누군가 보조를 해 사람이 붙어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아도 몇 년 지나면 그 보조교사를 통해 상대편에, 그 보조교원한테 다른 직원이
접촉하거든. 나랑 다른 직원은 직접 관계하지 않고. 나랑 직원 사이에 누군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②지원교원이 결정되어 있어 그 사람 한테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해 《Ｂ씨 인터뷰》

사실 그런 도움 같은 건 정말 거리낌없이, 지나치게 그 동료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로 부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보조자는 누구 누구라고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부탁 할 수 없다 는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은 물론 그것 나름대로 제대로 책임있는 대
응을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부탁하기 어려운 것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③직장의 여러 사람에게 지원을 의뢰 → 장애인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 《Ｅ씨 인터뷰》
가급적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 저, 잠깐 , 이것 좀 도와 주실 래요.라고 말을 걸어, 혹시 바쁘시면 괜찮지만이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접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장면에서 내가 힘들어 하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５）지원직원을 전담 지원담당로 하지 않는 사례 《Ｆ씨의 사례》
▼장애인교사지원을 위해 인원 조치로서 비상근강사를 배치 ▼강사는 Ｆ씨의 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을
담당 → 강사가 수업을 인계하는 것으로 다른 교사의 수업 시수가 경감되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됨.   （４）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소
【４】고찰

《종래의 지원 체제의 문제점》
▼종래의 장애인 공적인 직장 지원 → 특정의 지원을 전담하는 직원이 장애인을 직접 보조하는 체제
・직무상의 곤란은 내용도 장면도 다양［【３】-（１）］ → 특정의 장면, 특정의 직원만의 대응만으로는 불충분【３】-（２）］
・지원 전담 직원만이 직접 보조하는 체제로는 장애인교사의 어려움이 직장에서 공유되지 않음［【３】-（４）］
《새로운 서포트 체제를 위한 제안》
◎장애인교사에 지원자을 붙여 개인의 곤란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장에 대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유효함
・장애인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의 인원 조치를 실시
→ 직장에 장애인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여유를 창출
→ 장애인교사의 직무상의 곤란을 직장 전체가 필요한 장면에서, 적합한, 동료가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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