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특수교육 강화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03.5%

세부사업명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완 료 100%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비 완 료 100%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비 완 료 100%
치료지원비 완 료 100%

1.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진로전담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2. 주요내용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5교 5교 5교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1학급 1학급 1학급 2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비 361천원 361천원 39천원 400천원 400천원 400천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비 90천원 90천원 90천원 10천원 100천원 100천원

치료지원비 110천원 110천원 110천원 110천원 10천원 120천원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특수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배치 학교수 20년 

배치완료 5교 100%

100%

100%

100%

완 료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신설 학급수 19년
배치완료 2학급 100% 100% 완 료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비 지원금액 19년 

인상 400천원 100% 100% 완 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금액 20년 

인상 100천원 100% 100% 완 료

치료지원비 지원금액 20년 
인상 120천원 100% 100%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확대

    - 18. 8월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3명 선발(1명 연수 포기)

    - 19. 8월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2명 이수

      Ü 20. 3월 사립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2명 배치

    - 19. 8월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3명 선발

    - 19.12~20.8.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3명 및 이수

      Ü 20. 9월 공립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3명 배치

    - 20. 9월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5개 특수학교 배치 완료

  ❍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설
학급수

총
학급수

증설
학급수

총
학급수

증설
학급수

총
학급수

증설
학급수

총
학급수

유치원
학급수

광주선광학교 1학급 1학급 +1학급 2학급 - 2학급 -1학급 1학급 3학급
광주선명학교 1학급 1학급 -1학급 - +2학급 2학급 -1학급 1학급 2학급
광주선우학교 1학급 1학급 +2학급 3학급 영유아 통합 운영 +1학급 1학급 2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구 분 대상 연도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 총금액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특수학급 미설치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 유아

2018년
학생당 월361천원 내 

실비지원
64명 218,249천원

2019년
학생당 월400천원 내 

실비지원
67명 295,485천원

2020년
학생당 월400천원 내 

실비지원
66명 282,400천원

2021년
학생당 월400천원 내 

실비지원
65명 270,737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11,000 11,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5,420,080 5,725,600 6,050,000 6,314,000 23,509,680
계 5,420,080 5,736,600 6,050,000 6,314,000 23,520,680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11,000 11,000 22,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5,424,412 5,725,600 6,677,200 6,492,640 24,319,852
계 5,435,412 5,736,600 6,677,200 6,492,640 24,341,852

확보비율(B/A) 100.3% 100.0% 110.4% 102.8% 103.5%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11,000 11,000 22,000
자치단체(시,구)

자  체 5,214,540 5,612,665 6,541,355 6,081,174 23,449,734
계 5,225,540 5,623,665 6,541,355 6,081,174 23,471,734

집행비율(C/B) 96.1% 98.0% 98.0% 93.7% 96.4%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구 분 대상 연도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 총금액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비지원

초‧중‧고‧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2018년 학생당 월 90천원 내 실비지원 2,319명 2,217,901천원

2019년 학생당 월 90천원 내 실비지원 2,332명 2,281,180천원

2020년 학생당 월 100천원 내 실비지원 2,412명 2,696,955천원

2021년 학생당 월 100천원 내 실비지원 2,321명 2,027,288천원

    - 치료지원비 지원

구 분 대상 연도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 총금액

치료지원비 

지원

유‧초‧중‧고 재학 특수
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

2018년 월 11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2,362명 2,778,390천원

2019년 월 11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2,286명 3,036,000천원

2020년 월 12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2,401명 3,312,000천원

2021년 월 12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2,544명 3,268,800천원

5. 우수 사례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 2019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연수 실시: 사립 2명

    - 2019~2020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연수 실시: 공립 3명

  ❍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완료

    - 당초 2021년 계획보다 앞당겨 2019년 2학급 신설 완료

      (2020년 영아 4학급, 유치원 5학급, 총 9학급 → 2021년 영아 3학급, 유치원 7학급, 총 10학급)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 2020. 7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의무교육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배포(보건소, 주민

센터, 장애인복지관, 유치원, 아동병원 등 총 666기관)

    - 2020년 치료지원비 인상 조기 완료(당초 계획 2021년)

    - 2021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돌봄교실 이용학생에게도 특기적성

교육(교내 강좌, 개별지원) 지원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4 2

21년 2

<21년 참여 실적>

  ❍ 21년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2회): 장애학생 직업평가 

도구의 이해, 직업평가 결과 활용의 실제, 진로상담교육의 이해 및 진로상담 사례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불가 사실이 안내되어 특수교육대상영아 취소 및 영아학

급 수 감소 ⇨ 장애영아의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급 요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에게 「영유아보육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8.7.)으로 특수교육대상영

유아 수 증가하고 있음. (20.4.1.기준 16명 ➜ 20.12.1.기준 25명 ➜ 21.6.1.기준 27명)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제공 기관 이용(방문)

에 어려움 해소를 위해 월 단위로 제공되는 지원을 2021년 1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도록 

변경 안내하여 내실 있는 치료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8. 향후 추진계획

  ❍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 장애영아 선정·배치에 따라 장애영아학급 편성 및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지속 실시

    - 장애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2021년, 월 40만원 범위 내 실비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2021년,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

    - 치료지원비 지원: 2021년, 월 12만원 범위 내 실비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후 배치 완료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추진

  ❍ 장애영아 조기발견 및 무상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영아학급 편성 및 

운영 지원 추진

  ❍ 장애유아 의무교육 지원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치료지원비 지원을 통해 특

수교육 지원 내실화 및 보호자 사교육비 경감 적극 추진

주관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대준(380-4291) 담당자 이상철(380-4292)

협조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담당 김대준(380-4291) 담당자 최준기(380-4293)
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담당 김대준(717-6801) 담당자 이형준(717-6802)

행정예산과 학교설립2담당 안안순(380-4660) 담당자 정종갑(380-4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