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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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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일반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에 대
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의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서울시 강동․송파구 내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장애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일반 유아교사 60명으로, 이 중 30명은 교사교
육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나머지 30명은 교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성하
였다. 교사교육은 서울 H특수학교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총 15차시에 걸쳐 제
공하였다. 교사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교수 효능감 척도”와 “유아통합교육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일반 유아교사집단의 변화가 통제집
단의 변화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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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합교육은 더 이상 새롭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이 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가
속한 사회적 환경(일반 유아, 특수 교사, 일반 교사, 그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가족과 이웃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많은 문헌과 특수교육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며(이소현, 박은
혜, 1998; 이숙향, 1998), 유아교육 현장의 통합교육은 급속한 양적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러
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유아교육서비스의 전달방식을 통합교육체제로 성공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에 있어 가장 핵심적 전문가들인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들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Thompson & 김경숙, 1999).
뿐만 아니라 장애 유아의 체계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인 통합참여 교사들 간 사
전교육의 차이(최진희, 류기연, 1997)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여러 연구들에서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큰 방해요인들 중의 하나가 준비되
지 않은 교사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
다(김지은, 1996; 유은연, 2003; 이상복, 1998; 이소현, 1995, 이소현, 부인앵, 2004; 정주연,
1997). 이에 Thompson & 김경숙(1999)은 한국의 유아교육계와 유아특수교육계가 당면한 가
장 큰 과제들 중의 하나가 장애유아들의 통합교육을 담당할 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들을
위한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시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유아 통합교육이 양적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효과적인 통합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유아들이 이미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 통
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 유아 통합률 증대라는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2003년 보건복지
부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기준 발표에 이어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사립 유치원 만
3세 이상 장애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실시 발표로 그 양적 증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교육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이소현, 부인앵, 2004). 따라서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최진희, 류기연, 1997;
Bricker, 1995)라는 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와 멀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유아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강력한 방법
을 통해 장애 유아와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일반 유아교사 및 특수교사 간 체계적
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체제가 마련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유아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관련과목이 추가된다 하더라
도 이미 현장으로 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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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일반유아교육 현장의 욕구가 무엇인지 조사한
이소현과 부인앵(2004)의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통합교육 전문가의
지원”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 유아 교육을 위한 교사연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의 일반 유아교사들이 장애 유아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정보 전달 방법을 조사한 유은연(2004)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기관에서 개
최하는 일반 유아교사를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과 “특수교사의 직접적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미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 통합된 장애 유아들과 일
반 유아들에게 양질의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의 교육(통합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일반 유아교사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상호적인 현직에서의 교사교육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사 간 공동협력에 대한 현장중심의 교사연수 및 지원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조광
순, 2001)와 일반 유아교사에 대한 특정 중재 방법 훈련이 장애 유아의 참여와 발달 및 교
사의 교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김수진, 2006; 원종례, 2005)은, 교사교육 및
지원활동이 우리나라 일반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임을 시사
한다.
모든 유아들에게 양질의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유아교사와 유아특
수교사들의 수행능력의 향상이 요구된다(김경숙, 정계숙, 2000). 우리나라 통합 유아교육 현
장의 경우, 전문적인 유아특수교사의 배치 및 특수교육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 유아를 교수하고 있는 일반 유아교사의 교수 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
된다.
미국 교육부는 지속적인 통합교육의 증가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나타
고 있는 통합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장애를 가진 개인을 위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의 준비 및 공급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Buell, Hallam, GamelMcCormick, & Scheer, 1999).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통합교육 관련 교사특성 중 하나로 교사 효능감이 거론되면서, 학생을 성공적으로 교수하
기 위한 능력에는 단순한 교사훈련 이상의 새로운 기술과 능력 적용을 강화하는 교사 자신
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egarty, 1994). 또한 Sachs(1988; 1990)는 일반교사
와 특수교사의 훈련과 준비에 교사 효능감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의 이론적 모델에 따르
면 성공적 경험을 통해 효능감이 증진되는데, 교사들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통합 환경에서
성공적 경험의 기회를 가질 때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교사들이 가진 지도 능력상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되고, 교수행동과
운영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Gibson & Dembo, 1984), 교사교육에 있어서의 이론 및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신은수, 2000)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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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을 교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 교수 수행정도(조은아, 2003)는 교사들의 교수 수행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으로
서 대두되어 왔다. 근간에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정도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교수 수행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조은아, 2003; 최지영, 2001).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일반 유아교육기
관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해 갖는 신념인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술을 실제로 수행하는 정도인 교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장애 유
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1.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개인적 교수 효능
감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간에는 교수 수행에 대
한 자기평가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시 강동․송파구 내 특수교사의 지원 없이 장애 유아가 통합되어 있는 일반 유아교
육기관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장애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일반 유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유아교사 30명은 교사교육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나머지 일반 유아
교사 30명은 교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15회기의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자발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
선 배치가 불가능하여 강동․송파구에서 교육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30명을 먼저 선정한
후, 같은 지역 내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이들과 비슷한 조건의 일반 유아교사 30
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세부적 특성은 <표 2-1>에 제시한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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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배경

성별

연령

n(%)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1(3.3)

0(0.0)

여

29(96.7)

30(100.0)

만 20-24세

8(26.7)

3(10.0)

만 25-29세

7(23.3)

14(46.7)

만 30-34세

5(16.7)

8(26.7)

만 35-39세

3(10.0)

1(3.3)

만 40-44세

4(13.3)

2(6.7)

만 45-49세

3(10.0)

0(0.0)

만 50세 이상

0(0.0)

2(6.7)

3년 미만

9(30.0)

8(26.7)

3-5년 미만

8(26.70

11(36.7)

5-10년 미만

7(23.3)

10(33.3)

10-15년 미만

2(6.7)

1(3.3)

15-20년 미만

1(3.3)

0(0.0)

20년 이상

3(10.0)

0(0.0)

유아교육 4년제 대졸

4(13.3)

5(16.7)

유아교육 전문대졸

14(46.7)

8(26.7)

유아교육 대학원졸

2(6.7)

3(10.0)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

7(23.3)

9(30.0)

기타

3(10.0)

5(16.7)

국공립 유치원

1(3.3)

1(3.3)

사립 유치원

1(3.3)

1(3.3)

국공립(구립) 어린이집

18(60.0)

18(60.0)

사설 어린이집

10(33.3)

10(33.3)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지정받았다

21(70.0)

24(80.0)

지정 유무

지정받지 않았다

9(30.0)

6(20.0)

원장

5(16.7)

0(0.0)

원감

1(3.3)

0(0.0)

주임교사

4(13.3)

7(23.3)

유아교육경력

학력

기관의 소속형태

원내 직위

정교사

20(66.7)

21(70.0)

보조교사

0(0.0)

0(0.0)

기타

0(0.0)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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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연구 참여자의 특성(계속)
배경

담당 학급

장애유아
교육경력

특수교육관련
연수 경험

n(%)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3-4세

9(30.0)

8(26.7)

5-6세

15(50.0)

18(60.0)

7세

5(16.7)

4(13.0)

무응답

1(3.3)

0(0.0)

1년 미만

12(40.0)

10(33.3)

1-2년 미만

6(20.0)

4(13.3)

2-3년 미만

7(23.3)

11(36.7)

3년 이상

3(10.0)

5(16.7)

무응답

2(6.7)

0(0.0)

있다

21(70.0)

19(63.3)

없다

8(26.7)

11(36.7)

무응답

1(3.3)

0(0.0)

15시간 미만

2(6.7)

1(3.3)

15-30시간 미만

1(3.3)

1(3.3)

30-60시간 미만

4(13.3)

6(20.0)

60-120시간 미만

5(16.7)

6(20.0)

120-180시간 미만

1(3.3)

0(0.0)

180시간 이상

1(3.3)

3(10.0)

무응답

16(53.3)

13(43.3)

1명

13(43.3)

15(50.0)

급당 통합된

2명

5(16.7)

1(3.3)

장애유아 수

3명

11(36.7)

14(46.7)

4명

1(3.3)

0(0.0)

10명 미만

4(13.3)

4(13.30

10-20명 미만

9(30.0)

10(33.3)

20-30명 미만

16(53.3)

12(40.0)

30명 이상

1(3.3)

4(13.3)

30(100.0)

30(100.0)

특수교육관련
연수 시간

학급 인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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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기간 및 실험 장소
본 연구는 교사교육 내용 확립을 위한 예비조사, 참여자 선정, 사전검사, 교사교육, 사후
검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
고, 참여자 선정은 2005년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었다. 사전검사는 2005
년 10월 6일 실시하였고, 교사교육은 2005년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
였다. 사후검사는 2005년 11월 24일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2002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서
울시내 H특수학교에서 이루어졌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교사교육 내용을 설계하는데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장애 유아
교육경험이 있는 일반 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0명의 유아교
육관련 전문가는 대학원 졸업자 2명, 4년제 대학 졸업자 4명, 전문대 졸업자 3명,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유아교육 경력별로는 2~5년 4명, 6~10년 5명, 10년
이상이 1명이었다. 그리고 장애 유아 지도 경험은 1년인 자가 4명, 1년 6개월인 자가 2명,
2년 6개월인 자가 2명, 3년인 자가 1명, 5년인 자가 1명이었다.
예비조사의 문항은 문헌을 통해 살펴 본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일반적으
로 제공되었던 교사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내용(김경숙, 정계숙, 2000; 유은연, 2004; 조
광순, 2001; Buell, Hallam, Gamel-McCormick, & Scheer, 1999; Johnson, 2000; Thompson & 김경
숙, 1999; MacWilliam, Wolery, & Odom, 2001)을 근거로 하되 일반 유아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정한 28개의 목록으로 구성하였다. 교사교육은 이러한 예비조
사를 통해 나타난 최상위 16개의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
계된 교사교육의 내용은 <표 2-2>와 같다.
2) 참여자 선정
우선 강동․송파구의 일반 유아교육기관 558곳에 교사교육의 목적․일시․장소․신청절
차․교육내용․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지역교육청과 구청을 방문하여 본 교사 교육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유아교사 참여를
위한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각 청의 관할 유아교육기관에 안내문을
메일로 전송하고, 각 청의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또한, 실험 장소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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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 프로그램
주 날짜

시간

내 용

사용매체

opening time 개회식 / 학교안내 / 전체 일정 소개

1

2

3

4

5

6

7

8

10/6
(목)

10/13
(목)

10/20
(목)

10/27
(목)

11/3
(목)

11/10
(목)

1차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이해

2차시

장애의 정의 및 분류체계

closing
time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 안내

인터넷

o.time

1분 STAGE 원형진단 모형 관찰

비디오

1차시

장애 유아의 진단 및 평가

2차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수정

c.time

하루일과평가, 캐롤라이나평가, 개별화교육계획안 워크시트
작성법 소개, 포트폴리오 평가의 예 소개 / 열람

o.time

워크시트 수합/피드백 관련 참고서적 소개 / 열람

파워포인트

1차시

문제 행동의 이해

파워포인트

2차시

행동 지원의 실제

파워포인트

c.time

문제행동 관찰 양식 소개
“우리 친구까치/우리사이 짱이야” 관람

o.time

소그룹 토의(평가, IEP 작성, 관찰한 문제행동)

1차시

장애 유아의 발달 영역별 특성 및 접근 방법1
- 사회 및 정서

파워포인트, OHP

2차시

장애 유아의 발달 영역별 특성 및 접근 방법2
- 의사소통 및 언어

파워포인트, OHP,
비디오

파워포인트, 인터넷,
동영상자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OHP
handout,
포트폴리오 예

handout
비디오

c.time

장애인 관련 그림책/동화책/비디오 소개

o.time

1분 STAGE / 학교 견학

1차시

장애 유아의 발달 영역별 특성 및 접근 방법3
- 운동 및 자조 기술

파워포인트

2차시

장애 유아 가족지원

파워포인트

c.time

통합시 소그룹활동 비디오 보기

o.time

1분 STAGE

1차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실제-어린이집(원)모형

2차시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실제-센터모형

c.time

발달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책자소개

11/17
(목)

11/24
(목)

OHP

기관 견학-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o.time

1분 STAGE

1차시

관련 법 및 제도적 장치

2차시

장애 유아 전이 지원(관련 기관 정보)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현황

c.time

페회식 및 시상

비디오
파워포인트, 비디오
파워포인트, OHP
비디오 보기
(관 견학, 질의 응답)
파워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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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특수학교의 홈페이지에도 홍보문을 팝업으로 공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화 및 메일로 문의한 모든 일반 유아교사들에게 현재 특수교사
의 지원여부와 담당하는 학급의 연령대, 장애 유아 지도 유무를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교
육 참가자 40명을 접수받았으나, 교육 시작 전 접수를 취소하였거나 교육의 전 차시에 참
여할 수 없는 교사를 제외한 30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회적, 물리적 환경을 최대한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각 교사로부터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지역 내에서 장애 유아를 지도하는 다른 동료교사를 추천받아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통제집단으로 선정된 유아교사가 실제로 실험집단의 교사와 같은 기
관 또는 지역 내에 속한 경우인지, 현재 장애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전화 면담
을 통해 확인하여 통제집단으로 확정하였다. 실험집단 교사들은 책임 있는 교사교육 참여
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동의서에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
였다. 또한, 교사교육이 실시되는 동안 제공되는 교재를 바인더로 제작하여 매 회기마다 강
의안을 제공하였고, 교사교육을 시작하기 전 모든 차시를 개근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 계획
을 안내함으로써 성실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격려하였다.
3) 사전검사
장애 유아를 담임하는 일반 유아교사 60명(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0명)에게 개인적 교
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의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지 표지에는 응답요령을 설명하고,
익명성 보장 및 거부 행사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하였다. 검사는 실험집단의 경우 H특수학
교의 강당에서 함께 모여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각 기관에서 실시한 후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4) 실험처치(교사교육)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확립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서울시내 H특수학교
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8회기 15차시로 제공하였다. 매 회기는 2시간 30분으로 운영하였
는데, 7회기에는 장애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기관을 견학하
였으므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awka, McCurdy, & Mennella(2002)의 교사훈련 모델(SESS)을 참고하여 교사교
육의 기본 틀을 구성하였다. 문헌연구와 예비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립된 교사교육 내
용(<표 2-2>)을 대규모 강의, 비디오 상영, 소그룹 토의, 활동 계획하기 및 발표하기, 기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하였다.
교사교육의 강사진은 교수 2인, 교감 1인, 교육 연구사 1인, 특수교사 3인, 진단 전문가 1
인, 유아특수교사 1인, 작업치료사 1인, 언어치료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등으로 구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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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토론 장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질적 정보 수
집을 위해 모든 교사교육 회기를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교사교육이 제공되는 동안 본 연구의 제1저자는 웹사이트와 미니 토론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및 질문들에 대해 답변
과 자문을 해 주고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매 회기마다 해당 주제
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달 영역별 교육방법을 다루는
회기에서는 교수 기술에 대해 모델링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교사의 수행에 대해 즉각적 피
드백을 제공하였다. 모든 차시가 끝난 후에는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였다.
5) 사후검사
교사교육이 끝난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1) 개인적 교수 효능감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적 교수 효능감 척도는 김주혜(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효
능감 척도 가운데 개인적 교수 효능감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척도는 Gibson과
Dembo(1984)가 개발하고, Deemer와 Minke(1999)가 수정한 교사 효능감 척도를 우리나라 통합
교사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18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18문항 가운데 개인적 교수 효능감 영역에 해당하는 12문항을 특수교
육관련 전문가 9명과 유아교육관련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내용 타당도 점검과정을 통해 우
리나라 일반 유아교사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문항에 대해 장
애 유아 지도경험이 3년 이상인 유아교육관련 전문가 2명이 문항의 어휘와 문맥, 문항의
이해와 난이도, 우리나라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2)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 검사지
1996년 미국유아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미국특수
교육협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의 조기교육분과(Division for Early Childhood), 미국전
문교수기준설정을 위한 협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가 다양한 능력
범위에 있는 모든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NAEYC, DEC/CEC, & NBPTS, 1996).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Kim
(1999)은 “유아통합교육프로그램의 교사 자질에 대한 유아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General
and Special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Teacher Competencies for Work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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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 Early Childhood Programs)”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유아교사와 특수교사
에게 필요한 자질들이 유사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 도구에 포함된 문항들은,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추출된 항목들을 유아교사․유아특수교사․관련 교수․유아교육담당장학관이
두 단계에 걸쳐 정교화함으로써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수 수행이란 위의 연구에서 목록화한 유아통합프로그램의 교사 자질
(Competencies)을 나타내는 행동목록을 수행한 정도를 뜻한다. 교수 수행을 측정할 검사지는,
김경숙․정계숙(2000)이 Kim(1999)의 도구를 근간으로 하여 개발한 “유아통합프로그램의 교
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할”도구 가운데 제 1부에 해당하는 “유아통합교육의 교사에게 필
요한 자질”부분의 척도(69개 문항)를 개인적 교수 효능감 척도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수
정․보완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6개 문항의 어휘와 문맥이 수정되고
5개 문항이 삭제되어 본 연구에서는 7개 교수 수행 영역에 걸친 6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 통합에 대한 교사 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
과 교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신현정, 박태진, 도경수, 2004). 통계분석은 SPSS 12.0/WIN 프로그램으로
각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있어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평균이 각각 34.20(sd=5.29)과 43.33(sd=4.60)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평균이 각각 37.07(sd=7.21)과 38.43(sd=7.91)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9.13(sd=5.78)
점이, 통제집단은 평균 1.37(sd=3.47)점이 증가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차이
정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
은 실험집단의 일반 유아교사가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일
반 유아교사들보다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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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일반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변화
a

b

실험집단

a

통제집단

구분

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사후차이
m
(sd)

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사후차이
m
(sd)

개인적

34.20

43.33

9.13

37.07

38.43

1.37

교수효능감

(5.29)

(4.60)

(5.78)

(7.21)

(7.91)

(3.47)

t

6.31***

b

n = 30, n = 30
***p < .001

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
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교수 수행에 미치는 영향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사의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
어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이 각각 223.20(sd=28.99)과 276.03(sd=24.17)로 나
타났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이 각각 246.87(sd=39.79)과 249.50(sd=45.20)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은 평균 56.10 (sd=33.84)점이, 통제집단은 평균 2.63(sd=26.46)점이 증가하
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사후 차이정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즉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의 일반 유아교사가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받지 않은 통제집단의 일반 유아교사들보다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일반 유아교

<표 3-2> 일반 유아교사의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
a

b

통제집단

실험집단
구분

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사후차이
m
(sd)

사전
m
(sd)

사후
m
(sd)

사전사후차이
m
(sd)

교수 수행정도에

223.20

276.03

56.10

246.87

249.50

2.63

관한 자기평가

(28.99)

(24.17)

(33.84)

(39.79)

(45.20)

(26.48)

a

b

n = 30, n = 30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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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교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변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의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을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효능감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주어진 정보 및 지원에 의해 어느
정도 변화 가능한 내적 변인(김주혜, 2002)이므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을 통해 장
애 유아 교수에 대한 자신감, 교육 가능성, 신념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통합 환경에서 성공적 경험의 기회를 가질 때 자신을 더 효율적으
로 느끼게 되어 효능감이 증가한다고 한 Sachs(1988; 1990)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및 현직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조은아, 2003), 교사 효능감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 유아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경험과 실제 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양질의 전․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그 기회 또한 확대되어야함을 강조한 연구(최지영, 2001)를 실험을 통해 확인시켜
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학급교사에게 제공된 서신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 교수에 대
한 교사 효능감이 증가되었다는 연구(김주혜, 2002), 통합학급교사에게 제공된 설문과 인터
뷰를 통한 특수교사의 지원과 협력이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교사 효능감은 성공적 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rownell & Pajiares, 1996)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교육을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예: 대규모 강의, 비디오 상영,
소그룹 토의, 활동 계획하기 및 발표하기, 기관 방문 등)과 진행방식(예: 매 회기 교육을 그
날의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시작하여 직접적인 교수 제공, 기술에 대한 시
범,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 웹사이트와 미니 토론을 통해 교사교육 진행 중
일반유아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일어나는 문제
점 및 질문들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 개인적 교수 효능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교
사들은 소그룹 토의, 웹사이트, 미니 토론 등에서 개별적인 자문과 상담을 받음으로써 일반
유아교육현장에서 장애 유아를 교육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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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매 회기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교수 제공, 기술에
대한 시범, 수행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받았는데 이러한 교육방식이 교사들의 개
인적 교수 효능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교사들이 현직교육의 방법으로 현
장 견학을 선호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연구
결과(조운주, 1997)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 교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
본 연구 결과,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교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교수 수행의 변화 정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실험집단의 교수 수행이 통제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배경을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제시한 개인적 교수 효능감 증가 자체가 교수 수행의 증가를 예견하는 지표
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적 신념은 교수 계획․교수적 결정․교수 실행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Aldridge & Clayton, 1987; Eisenhart, Shrum, Harding, & Cuthbert,
1988; Johnson, 1992; Melograno & Loovis, 1991)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 결과(조은아, 2003) 및 유아
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역할 수행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김순남,
2000), 그리고 유아교사의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 특정 역할들과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과(김신덕, 2000)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교
수 효능감이 교사의 교수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김미숙, 1999; 노재현,
1997; 임용규, 2000; 조은정, 1997; 조은아, 2003; 황선이, 1994; Gibson & Dembo, 1984; Tracz
& Gibson, 1986)과도 관련된다.
둘째, 교사교육을 통한 교사 지원에 의해 교수 수행에 대한 자기평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Ashton,
Webb, & Doda, 1982), 우리나라의 현 일반 유아교육의 통합 현장에서 교사교육이 효과적인
통합교육 전략임을 보여주는 연구들(김수진, 2006; 원종례, 2005; 조광순, 2001)과 일관된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이 적합한 직전 및 현직교사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시(김경숙, 1999)라는 주장과 이미
양적인 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의 온전한 성과를 위해서는 유아
교사들의 직전교육 및 재교육을 강조하는 연구(이소현, 부인앵, 2004)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교사교육에서 제공된 교육내용은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된 근거들(김경
숙, 정계숙, 2000; 유은연, 2004; 조광순, 2001; Buell, Hallam, Gamel-McCormick, & S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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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Johnson, 2000; Thompson & 김경숙, 1999; MacWilliam, Wolery, & Odom, 2001)과 장애
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현장의 유아교사들로부터 수집된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는데 이
러한 교사교육의 내용이 교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육전
문가들이 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확인한 자질의 목록이 유아
교사와 유아특수교사 양성프로그램의 세부목표와 내용 구성 시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주장(김경숙, 정계숙, 2000), 그리고, 유아통합교육에 대비한 교사교육 프로그
램을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작업은 교사들이 담당해야할 과제
와 습득해야 할 자질들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주장(Ashburn, 1987)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교사교육은 일방적인 이론의 제공만이 아닌 기술적 지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웹사이트와 미니 토론을 이용한 자문의 제공, 교수 기술의 모델링, 교사
의 수행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 등은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기술을 제공하였으리라 생각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교육과 함께 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교사의 기능 향상을 가져
온 연구들(조광순, 2001; Sawka, McCurdy, & Mennella, 2002)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교사교육은 공식적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정한 특수학교의 특
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각 교육청 및 구청의 협조를 통한 개별 유아교육
기관에의 공식적 홍보, 참여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제공, 전문적인 강사 구성 등
의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행․재정적 뒷받침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자발
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가 실험집단이 되었다. 실험집단 교사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는 등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근본
적으로 자발성 및 관심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
시된 장애 유아 통합 관련 교사교육이라는 독립변인 외에 다른 곳에서 받는 연수나 교육과
같은 외래변인을 완전히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셋째, 참여자의 대부분이 어
린이집 소속의 교사들이었고, 유치원 소속교사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
정 지역에 속한 유아교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유아교사 전
체에게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측정은 교사의 자기 평정으
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수 수행의 경우 교사 스스로 평정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수를
수행하는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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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 수행 총점의 변화정도만을 비교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교수 수행
의 하위 영역별 차이, 교사의 배경 변인별 차이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교수 수행 각각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나, 개인적 교수 효능
감과 교수 수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는 서울시 일부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실시지역을 확장하여 교사교
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위해 제공된 특수교
육지원센터의 행․재정적 지원을 넘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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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 Teacher Training on Inclusion
on the Teachers'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Performance

You, Eun-Youn ･ Park, Ji-Ye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teacher training program regarding inclusion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on the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performance in preschool teachers.
Sixty teachers who were teaching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experimental group composed of 30 teachers participated in a total of
fifteen training sessions held at the local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located in a special school
in Seoul while the control group did not participated in any of the sessions.
The “Scales of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Scales of Teacher Competencies for Working in
Inclusive Early Childhood Programs” were us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training. The result
showed that the teachers' perceptions on their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teaching performa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eachers in the control group.
This result indicated that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in the study was effective in facilitating the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the teaching performance of preschool teachers.
Key words : Inclusion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Teacher Training, Personal Teaching Efficacy, Teach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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