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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위한
학부모 연수’개최
<주요 내용>
◦ 2022학년도 용인 내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 장애 영·유아의 학령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학부모 연수
◦ 생활 연령에 맞춘 진학으로 장애 학생들의 초등학교 적응력 향상 목적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하, 이하 ‘지원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초등
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학부모 연수’ 신청 접수를 12월 20일
부터 23일까지 4일간 받는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2022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용인 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나
관심 있는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연수 참가 희망자는 네이버
폼 링크(http://naver.me/5vObfm6m)에 접속하여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연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장애 영유아의 학령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마련
하였으며 이번 연수로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생활
연령에 맞춘 진학을 통한 장애 학생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청은 이번 사업으로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의 초기 적응력을 향상하여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이후
6년간의 학교생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과 긴장을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의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연수 신청을 위해 문의한 한 학부모는 “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긴장
되어 진학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선배
학부모의 경험담을 듣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강원하 교육장은 “이번 사업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을 강화하여 학령기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기회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도 줄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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