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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
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 소재 A 대학교 예비 초
등 특수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티칭 과정을 소개하고, 모의 수업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
여 이에 대한 동료 평가 및 지도 교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자기 평가를 한 후 재 수업 후
수업 능력에 대한 2차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특수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학과 수업에 대한 마이크로티칭 사전 사후 자기효능감의 변
화를 통하여 예비특수교사들의 과학과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마이크로티칭 경험은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교과내용 및 교수법 이해, 학생이해,
수업 설계, 학습 환경 조성 및 학급 운영, 수업 실행, 다양성 고려, 전문성 발달 등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전체 자기효능감과 과학 교수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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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에서 교과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고 그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교사들이 교과교육에 대한 지식 즉,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교수법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교사가 교과교육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가는 실제 수업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난
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경우에 교사의 전문성이 높게 평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교사의 전문성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는 좋은 수업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수업 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수업 기술 연마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정동영 외, 2016).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 내용을 도입하는 방법, 질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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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반응에 대응하는 방법,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학습 자료의 유용
성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Tobin & McRobbine, 1999). 그러나 특수교육 교사
들은 교육방법만을 강조하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대학이나 연수과정에서 교과교육
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대학들이 교과
교육의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
므로 대학의 양성기관과 현직 연수 기관에서는 특수교육 교사들이 교과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정동영, 2007).
많은 특수교육 교사들은 과학교육이 장애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실생활에
서 필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 아동의 실생활 적응 능력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조미로, 2005; 최민정, 2004), 조작적 경험과 과학적 실험의
수행을 강조하는 활동 중심의 과학교육은 장애 아동에게 많은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학
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 성취를 향상시켜 주며, 과제집중 행동의 향상 및 통합교
육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해준다(Mastropieri, Scruggs, & Magnusen, 1999, 이윤정, 임성
민, 2010, 재인용)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현
장에서는 특수교사가 과학 수업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특수교사들
의 과학 교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과학 수업을 위한 교재 교구 및 지도 프로그램의 미비,
그로 인한 장시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의 낮은 기대감과 부정적인 인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조미로, 2005). 이와 같은 교사의 과학 학습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
감과 부정적인 인식은 과학 학습이 장애학생의 장래 직업이나 사회적응, 과학적인 문제해
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과학 학습에 대한 노력
대신 여가나 치료활동에 더 투자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이윤정, 임성민, 2010). 임
청환(2003)은 초등 교사들의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의 발달이 과학교수 실제 행동과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과학 교과교육학 지식이 높을수록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학습문제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각 수업 단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내용지식이 풍부하였으며 교수효능감 또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김광
수 등(1996)은 과학과 수업모형을 적용한 수업 연구를 통해서 학생은 수업에 적극 참여
하려고 하고 발표력 및 토론을 통한 수업을 통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
였으며, 교사 또한 교과 교육에 자신감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도 교사들은 실험재료의 구입, 학생들의 가설 설정에 따른 많은 시간 소요 및 소극적 태
도, 그리고 실험 준비 시간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과학 수업에 대해 낮은 효능감
을 나타내었다.
박성혜(2006)는 예비 교사들에게 교과교육학 지식을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 경험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현직 교사들에게도 교과교육학지
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 양성체제 교육과정의 중
요한 목적은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일선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적절한 사전 수업 실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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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서 다양한 교수기능과 수업 전략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의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 교육과정에서의 교수 경험은 목
적과 내용 및 방법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이크로티칭은 교사
교육 방법의 과학화, 특히 교사들의 수업 행동 개선을 위해 교사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
서 체제적인 접근 방법으로 관찰, 수업의 녹화, 피드백과 수정 및 보완 등의 체계적인 실
행 과정이 이루어지는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조영남, 2011). 또한 마이크로티칭
은 수업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과 실제 수업 실행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으며, 자기인식과 교수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를 촉구하고, 수용적인 피드백 과정
을 통해서 교수에 있어서 반성적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Amobi, 2005). 그러므로 마이크로티칭은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실행 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체제적인 접근이 될 수 있으며, 과학과 지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연구는 초등이나 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수경․김상달․조주환, 1992; 김도욱, 2008; 서윤경, 2009; 이미아, 황순영, 2011;
이지연․김영숙, 2011; 조영남, 2011; 박상옥․오영숙, 2012). 또는 예비 영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한 연구(조희정․이대균, 2011; 김성재, 2011; 이대균, 2012; 권혜진, 2013; 박숙희,
우수경, 2014) 등이 있으나,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영심, 황순영
(2004), 이미아, 황순영(2011), 채희태(2013), 김희규(2014) 등으로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수업기술의 전문성에 관한 요구는 그 동안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육부에서는 유․초․중등 일반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
들에게도 교과교육 과목 이수를 강조하고 있다. 2010년 실시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에서도 수업행동분석실의 확보 및 활용과 예비특수교육 교사의 수업 실행 능력이 교원양
성기관의 주요 평가지표가 되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육부의 특수교육 교사 임용
과정에서도 수업 실연 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기술
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관련하여 마이크로티칭과 같은 체제적인 접근을 통한 수업 전문
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이
교사에게 부여된 만큼 특수교육의 질은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는 스스로 수업의 전문성 개선과 향상을 위해 자신의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학이나 타율적인 평가에 의한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사
의 자기평가가 보다 나은 교수 활동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며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 운
영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속적인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사의 자기평가는 수
업 개선은 물론이고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정동영 외, 2015).
교사의 자기평가 결과는 수업 활동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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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의 수업활
동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단
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원효헌, 김미옥, 2003). 그러므로 예비 특수
교육 교사들의 수업 기술 향상에 대한 평가는 수업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 수집과 함께 수업 활동의 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김희규, 2014).
Riggs와 Enochs(1990)은 특정한 교과목에 대한 교수 맥락에서 교사의 효능 신념을 조
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사의 효능 신념을 조사하는 것보다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과학교수 맥락에서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과학교수에 대한 자기 효능 신념’이라고
구체화하고 이를 ‘과학 교수에 대한 효능감’과 ‘과학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분
하였다. ‘과학 교수에 대한 효능감’이란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며, ‘과학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란 효과적인 과학교수는 학생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교사들의 기대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과학 지도에 대한 교
수효능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학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역시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
의 과학 교수 학습에 있어서 함께 고려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과학학
습 능력에 대한 낮은 효능감은 특수교육 교사들이 장애학생 과학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인 과학교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
다(이윤정, 임성민, 2010).
자기효능감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유치원이나 일반 초․중등학교 교사
의 일반적인 교수효능감 연구가 대부분이며,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특수교육 관련 선행 연구 결과,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
구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교수효능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은아, 2003; 전미옥,
2003; 김영란, 2008; 김영한, 2010)가 있으며,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과 교육
에 대한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과 교육에 대한 교수효능
감(김희규, 2012)과 과학 교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 연구(하미경, 김현주, 2000; 최민정,
2004; 조미로, 2005; 황순영 외, 2006)등이 있으며, 이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태도와 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낮은 교수효능감은 체계적인 교과교육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는 연구(황순영 외, 2006; 박지연, 2007; 김희규, 2014; 채희태, 2015)와 내용 교
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교육만으로는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지 못하며(허유성, 박성기, 2012; 김자경, 2013), 교수효능감은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에 의
해 향상될 수 있는 연구 결과(김주혜, 박은혜, 2004; 유은연, 2007; 김주혜, 2008)에 비추
어 볼 때,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마이크로티칭과 같은
체계적인 수업 분석 및 평가 과정이 장애학생의 과학과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5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자기 수업 분
석 및 평가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효
능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은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은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충남 소재 A대학교에서 2014년 9월 - 12월까지 15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초
등특수교육 전공 예비 특수교육 교사 중 마이크로티칭 과학과 모의수업에 참여한 3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은 단순히 마이크로티칭을 준비하고 수행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이크로티칭 장면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스스로 자신의 수업
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마이크로티칭
을 통한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에 대한 관찰과 평가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공
통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의 자기평가 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공통) 수업 평가 기준 마련을 위
해 개발한 ‘초등(공통) 수업 평가 기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과 전병운(2010)이 개발
한 특수교사 수업 평가 기준, 채희태(2013)가 개발한 예비 초등 특수교사 수업 평가 도구
등을 바탕으로 과학과 수업 분석 및 평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대영역과 7개의 중영역, 24개의 수업평가 요소 및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평가 요소 및 기준별로 4점 척도(탁월과 우수, 기초, 미흡)로 평가하도록 하
고, 수업평가 요소 및 기준별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4개의
기준 요소 중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과 모의수업 현실을 고려하여 다양성 고려
영역 중 ‘다문화 및 소외계층 배려’와 전문성 발달 영역 중 ‘보조 인력의 협력적 활용’을
제외한 22개 수업평가 요소 및 기준으로 구성하여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장애학
생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의 자기평가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
과정의 자기평가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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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으며, 검사 문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문항 전체 Cronbach α는 0.870으로 나
타났다.
<표 Ⅱ-1> 자기평가 도구의 영역과 수업 평가 요소 및 기준

대영역
지식
계획

실천

전문성

중영역
Ⅰ. 교과내용 및
교수법 이해

수업평가 요소 및 기준
1-1. 교과내용 이해
1-2. 교수법 이해
Ⅱ-1. 발달․학습특성 이해
Ⅱ. 학생 이해
Ⅱ-2. 개인차 고려
Ⅲ-1. 학습목표 설정
Ⅲ. 수업 설계
Ⅲ-2. 교수․학습 과정구조화
Ⅲ-3. 학생 평가 계획
Ⅳ. 학습 환경 조성 및 Ⅳ-1. 심리적 환경 조성
학급운영
Ⅳ-2. 물리적 환경 구성
V-1. 전시학습 상기(출발점 행동 진단)
Ⅴ-2. 동기 유발
Ⅴ-3. 수업 전략 적용
Ⅴ-4. 학습 집단 운영
Ⅴ-5. 학습 참여 활성화
Ⅴ. 수업 실행
Ⅴ-6. 질문하기
V-7. 학생 수준에 맞는 발문 및 교수 용어 사용
Ⅴ-8. 피드백 제공
Ⅴ-9. 매체 활용
Ⅴ-10. 학생 평가
Ⅵ. 다양성 고려
Ⅵ-1. 장애특성 고려
Ⅶ-1. 교사의 품성 및 자질
Ⅶ. 전문성 발달
Ⅶ-2. 전문성 발달노력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이윤정, 임성민(2010)의 연구에서 적용한 과학과 자기효능감 검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Pintrich & DeGroot(1990)의 학습동기전략설문(the Motivated Strategies of
Learning Questionnaire)과 Riggs와 Enochs(1990)에 의해 고안된 예비과학교사를 위한
과학 교수 효능감 검사지인 STEBI-B type(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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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의 문항을 번역하여 장애학생의 과학지도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한
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 도구는 ‘과학 학습 효능감’, ‘과학 교수 효능감’ 및 ‘교수 결과 기대감’ 등 3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 학습 효능감’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
학 학습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과학 교수 효능감’이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교수 결과 기대감’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교수 결과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기대신념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이 총 3개 하위 차원별로 각 8 문항씩으로 척도를 구성하여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의 하위 척도와 문항 구성은 <표 Ⅱ-2>와 같다. 각 문항은 5
점 리커트 평정척도로 측정되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채점은 긍정적인 질문일 경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런 편이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전
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부정 질문의 경우는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평가
는 각 항목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Ⅱ-2>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과 지도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의 구성

하위 척도
과학 학습에 대한 효능감 척도
(Learning Efficacy scale; LE)
과학 교수에 대한 효능감 척도
(Teaching Efficacy scale; TE)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 척도
(Outcome Expectancy scale; OE)

문항 번호
1, 4, 6*, 12, 17*, 18, 20*, 23*

문항수
8

2*, 3, 9*, 10*, 11*, 13, 15, 16*

8

5, 7, 8, 14, 19*, 21*, 22, 24

8

* 역채점 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육의 자
기효능감 검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로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검사 문항의 신뢰도 검사 결과 문항 전체 Cronbach α는 0.853으로 나타났
다.
2. 연구 절차
1)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수업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충남 소재 A대학교에서 2014년 9월 - 12월까지 15주 동안 진행한 ‘특수아
초등 과학과 지도’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장소는 A 대학교의 강의실과
수업행동 분석실로서, 학생들의 모의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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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Ÿ
Ÿ

주제
강의 세부 내용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과학과 교육 수업 분석 연구에 대한 안내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
Ÿ 과학의 의미와 특성
Ÿ 과학의 목적과 방법
과학과 과학교육
Ÿ 과학의 본질과 과학교육의 목적
Ÿ 장애학생과 과학교육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특수아 과학교육의 동향 ŸŸ 과학과
특수교육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Ÿ 과학과 교육의 목표
특수아 과학교육의 목표 Ÿ 특수아 과학과 교육의 목표
Ÿ 특수아 교육과정의 과학과 교육의 목표
특수아 과학교육의 내용과 Ÿ 과학과 교육 내용
학습 이론
Ÿ 과학과 학습 이론
Ÿ 경험학습 수업모형
Ÿ 발견학습 수업모형
Ÿ 가설검증 수업모형
특수아 과학과 수업모형과 Ÿ 인지갈등 수업모형
교수-학습 전략
Ÿ STS 수업모형
Ÿ 구성주의 교수학습 전략
Ÿ 상황인지 교수학습 전략
Ÿ 문제 중심 학습전략
Ÿ 과학과 교육매체의 개념과 기능
특수아 과학과 교육매체 Ÿ 과학과 교육매체의 분류와 특성
Ÿ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육매체의 활용
Ÿ 과학과 교육평가의 목적과 기능
교육평가의 개념과 원리
특수아 과학과 교육평가 ŸŸ 과학과
과학과 교육평가의 내용과 방법
Ÿ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평가의 수정
목적과 특성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ŸŸ 수업분석의
수업분석
계획
및 실행
분석
Ÿ 평가
중간 평가
<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및 자기평가 과정 >

자기효능감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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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반기 7주 동안은 장애학생의 과학과 지도 및 수업 분석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과학교육의 이해, 특수아 과학교육 동향, 특수아과학교육의 목표와 내용, 특수아과학과 교
수학습전략 및 수업모형, 특수아 과학과 교육매체, 특수아과학과 교육평가 등을 중심으
로 진행하여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수업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과 교수학
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지도하였다.
후반기 8주 동안에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 각종 세부 사항
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모의 수업을 위한 발표 조를 구성하여, 전반기에 학습한 기초적인
교과내용 지식과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기초로 물질과 에너지, 생명과 지구과학 영역
으로 나누어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모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의 절차는 모의 수업 활동과 연구자와 동료의 피드백, 1차 자기평가, 재수업, 재
수업에 대한 2차 자기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는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참고하여
장애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1차시 모의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은 실제 초등학교 40분 수업 규모를 15분-20분
정도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수업 내용을 조정하여 수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시
연하였다. 모의수업은 같은 조 동료들의 수업분석 내용과 지도교수의 수업분석 내용을 바
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수업평가 기준에 따라 1차 자기평가를 하였다. 2차 자기평가는 1
차 자기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재구성하고, 이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라 2차 모의수업을 진행한 후 자신의 수업이 개선되었는지를 수업평가 기준에 따라 2
차 자기평가를 하였다.
2)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평가 분석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모의 수업에 대한 자기평가 자료 분석은 예비 초등 특수교
육 교사의 1차 모의 수업 후 개선점에 대한 지도 교수와 동료들의 피드백 이 후 본 연구
에서 적용한 수업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수업에 대한 1차 자기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차 모의 수업을 하고, 다시 자기 수업에 대한 2차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
여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효능감 분석

본 연구의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효능감 분석 자료는 초등 특수교육 전공 학
생들을 대상으로 특수아 초등 과학과 지도 강의 첫 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과학과 교
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1-7주차의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지도의
이론 수업과 8-14주차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분석 및 자기평가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 자기효능감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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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 양호도를 판정하
기 위하여 문항 전체와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으
로 측정하였다.
또한 마이크로티칭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자기
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기평가 1차와 2차 결과 및 자기효능
감의 사전-사후 검사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
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1차-2차 자기평가 간 차이 검증 결과

자기 평가 영역
지식 영역
계획(수업설계) 영역
실천 영역
전문성 영역
전체

1차-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N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M
2.75
3.04
2.98
3.15
2.85
3.12
3.14
3.20
2.88
3.12

SD
.353
.309
.520
.443
.351
.295
.765
.587
.347
.291

t

p

2.582

.015

1.066

.294

2.418

.021

0.251

.803

2.212

.034

<표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
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1차 자기평가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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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 검증 결과,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평가의 변화는 1차 자
기평가 결과 2.88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12로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수업에 대한 지식과 계획, 실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교육에 대한 자기평가 하위 영역별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 검증 결과, 지식과 실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지식 영역은 1차 자기평가 결과 2.75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04로 향상되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
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의 이해, 그리고 학
생의 발달과 학습 특성의 이해와 학생들의 개인차 고려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획 영역은 1차 자기평가 결과 2.98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15로 통계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
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수업설계와 관련된 학
습목표의 설정과 교수·학습 과정 구조화, 학생 평가 계획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천 영역은 1차 자기평가 결과 2.85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12로 향상되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
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학습 환경 조성과 학급 운영, 수업 실행, 그
리고 다양성 고려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전문성 영역은 1차 자기평가 결과 3.14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20으로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마이크로티
칭이 예비특수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된 교사의 품성과 자질, 전문성 발달을 위한 노
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2> 예비특수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1차-2차 지식 영역 자기평가 차이 검증 결과

지식 영역
교과내용 및 교수법
이해
학생 이해
지식 영역 전체

1차-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N
17
17
17
17
17
17

M
2.91
3.08
2.58
3.00
2.75
3.04

SD
.404
.363
.475
.353
.353
.309

t

p

1.337

.190

2.865

.007

2.582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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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 Ⅲ-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평가 문항 중
지식 영역의 하위 영역별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 검증 결과, 학생 이
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
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장애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과
학과 수업 관련 지식을 수업 설계 및 실행에 반영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과내용과 교수법 이해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1차 자기평가 결과 2.91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08로 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
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교과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고 내용간의 선수
관계 및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을 파악하며, 그 지식을 수업 설계 및 실행에 적절하게 반
영하는 능력과 교과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및 학생들의 오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그 지식을 수업 설계 및 실행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3> 예비특수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1차-2차 실천 영역 평가 차이 검증 결과

실천 영역
학습 환경 조성 및
학급 운영
수업 실행
다양성 고려
실천영역 전체

1차-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N
17
17
17
17
17
17
17
17

M
3.05
3.41
2.85
3.08
2.47
3.05
2.85
3.12

SD
.634
.475
.379
.312
.514
.658
.351
.295

t

p

1.835

.076

1.902

.066

2.902

.007

2.418

.021

그리고 <표 Ⅲ-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자기 평가 문항 중
실천 영역의 하위 영역별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 검증 결과, 다양성
고려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다양성 고려 영역은 1차 평가 결과 2.47에서 2차 평가 결과 3.05로 향상되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학생들의 개인차와 독특한 요구를 존중하여 학
습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에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 환경 조성 및 학급 운영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지만, 1
차 자기평가 결과 3.05에서 2차 자기평가 결과 3.41로 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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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조성 능력에 대
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업 실행 영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1차 평가 결과
2.85에서 2차 평가 결과 3.08로 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이 예비 초
등 특수교육 교사의 전시학습 상기 및 출발점 행동의 진단, 동기 유발, 수업 전략 적용,
학습 집단 운영, 학습 참여 활성화, 질문하기, 학생 수준에 맞는 발문 및 교수용어 사용,
피드백 제공, 매체 활용, 학생 평가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2.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
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티칭 사전과 사후의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사전-사후 자기효능감 차이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 요인
과학 학습 효능감
과학 교수 효능감
교수 결과 기대감
자기효능감 전체

사전-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7
17
17
17
17
17
17
17

M
3.20
3.59
3.02
3.65
3.61
3.75
3.28
3.67

SD
.688
.401
.417
.389
.354
.337
.349
.261

t

p

2.015

.052

4.568

.000

1.176

.248

3.658

.001

<표 Ⅲ-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티칭이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자기효
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예비 초등 특수
교육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즉,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전체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사전 검사 결과 3.28에서 사후
검사 결과 3.67로 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장애학생들을
위한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별 사전-사후 검증 결과, 과학 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01). 예비 초등 특수교
육 교사들의 과학 교수에 대한 효능감은 사전 검사 결과 3.02에서 사후 검사 결과 3.6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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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과정은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교수에
대한 자기 효능감, 즉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의 변
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 학습에 대한 효능감과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과학 학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은 사전
검사 결과 3.20에서 사후 검사 결과 3.59로, 과학 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사전 검사 결
과 3.61에서 사후 검사 결과 3.75로 향상되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및 평가 과정
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 학습 능력에 대한 신념과 과학교수 결과가 얼마
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기대 신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수업기술 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와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
기 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
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지도에 관한 수업기술 개선과 전문성 향상
에 대한 자기평가 과정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모의 수
업에 대한 1차 자기평가와 2차 자기평가 결과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티칭 경험
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수업기술 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대
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의 자기평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
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기 통제와 지시, 안내에 의한 자기 장학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이누리, 2011), 자기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 유발에 도움
을 줄 수 있다(원효헌, 김미옥, 2003). 본 연구 결과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은 마이크
로티칭 과정에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자기 통제와 지시, 안내 등의 자기 장학의 과정을
통하여 과학과 수업에 대한 지식과 계획, 그리고 실천 능력과 전문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
탕으로 조정된 재수업을 통해서 자기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향후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육에 대한 자기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및 평가 과정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이 장
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육내용과 적절한 교수법의 이해, 그리고 학생의 발달 및 학습 특
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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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언어의 속도와 난이도 조정, 학생 중심 의사소통 영역에 의미있는 발전을 보였
다고 한 황상훈(2012), 조영남(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예비 초등 특수
교육 교사들은 마이크로티칭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과 학습과정에 대한 이
해, 학생들의 흥미, 능력, 동기, 학습 양식, 학습 전략이 다름을 이해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한 학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수업 설계 및 실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의 발달 및 학습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이크로티칭 과정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급 운영 및 수업 실행,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실천 능력
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마이크로티칭 과정은 학생들의
개인차와 독특한 요구를 존중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수업에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자기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전시학습 상기 및 출발점 행
동의 진단, 동기 유발, 수업 전략 적용, 학습 집단 운영, 학습 참여 활성화, 질문하기, 학
생 수준에 맞는 발문 및 교수용어 사용, 피드백 제공, 매체 활용, 학생 평가에 대한 실행
능력도 1차 자기평가에 비해 2차 자기평가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 대한 인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서윤경
(2009)의 연구와 예비교사의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발문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고 보고한 박수경 등(1992)의 연구, 김석우, 윤미영(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영예(2007)의 마이크로티칭이 예비교사들이 구체적인 수업 실행 방법과
학급 운영 능력과 전반적인 수업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한 연구의 결과와는 부분
적으로는 일치하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Berg와 Smith(1996)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계획과 수업 기술 개선
을 통해 실행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예비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
과정에서는 장애학생들의 과학과 교육을 위한 예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 실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수업계획과 수업 기술 개선을 통해 실
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장애학생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티칭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
사들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마이크로티칭이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적 믿음과 관련된 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박숙희, 우수경(2014), 김성재(2011), Kpanja(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티칭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정태희(2004)의 연구와 마이크로티칭을 통해서 참여자들
의 교수 능력에 대한 자기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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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환경이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Rogers와
Tucker(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마이크로티칭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
사의 장애학생의 과학과 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
는 자기장학 정도가 높을수록 지적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수 능력
및 학생을 다루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높은 긍지를 갖게 된다는 연구 결과(조인수, 김
영학, 2012)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과학과 교육에 대한 마이크로티칭 경험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 학습 능력에 대한 신념과 과학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예비 특수교육 교사 자신의 과학교수 결과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기
대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로티칭은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과 교육에 대한 지식과 수
업 계획 및 실행 능력, 전문가로서의 태도 등에 대한 자기평가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장애학생 과학과 교육에 대한 지도 능력에 대한 신념, 그리고 예비 초등특수교
육 교사 자신의 과학교수 결과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기대신념과 자신의 과학 학
습 능력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과 교육에 대한 자기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
로 한 마이크로티칭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 문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자기평가의 결과만으로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의 과학과 수업 능력 개선 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비 교사들의 수업 기술 개선 및 실행 능력과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기평가와 함께 동료 평가 및 전문가 평가 등 다면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예
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적 자기 평가의 질적 평가
과정이 추가되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평가 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다면 평가, 그리고 질적인 평가 과정을 통한 예
비 특수교육 교사들의 수업 능력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장애학생들의
과학과 지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과학 교수 효능감과 교수 결과 기대감에 대한 변화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예비 초등
특수교육 교사들의 ‘과학 학습 효능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신의 과학학습 능력에 대한 낮은 효능감은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 과학교육에 어
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인 과학교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영향을 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에서는 교과교육 교육과정 개선을 통하여 교수
에 대한 효능감 뿐만 아니라 교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예비 교사 자신의 교과교육에
대한 학습 효능감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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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icroteaching Experience on Science
Teaching Self-assessment and Self-efficacy of Pre-service
Prim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Kim Hee-gyu(Korea Nazarene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This study were to analyze how microteaching experience affected the s
elf-assessment for science teaching of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ir self-efficacy during the microteaching process. The target of this study was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majoring in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in
university. A inventory on self-efficacy had been administrated to the participants
before and after their microteaching and self-assessment had been kept by them
while self-assessment the video recording of their teaching.
The conclusion of present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microteaching experience significantly increase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lf-assessment. Second, the microteaching experience significantly
increased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elf-efficacy.
Microteaching, Self-efficacy, Self-assessment,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Science Teach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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