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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일반교사의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을 통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 변화
*

김 자 경

**

< 요 약>
최근 변경된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교직을 이수하는 2009년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관
련 교과목을 교직소양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학개론의
수강을 통해 교직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이 변화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에서 교직소양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수
강하는 136명이며, 수강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 설문
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
식은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총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
로 변화하였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은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
인적 교수 효능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교직소양과목으로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발
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예비교사, 특수교육학개론,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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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애인의 질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학령기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그 부모, 관련전
문가 모두에게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박승희, 2000). 학령기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통합
경험은 성인이 된 후 지역사회에서의 질적인 삶을 구현하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통합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에 명시
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
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기반 위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장애학생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
는 2003년 2,344명에서 2012년 15,647명으로 지난 10여 년 간 5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초기에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결과 중고등
학교에 통합된 학생 수는 초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최근 들어 중고등학교에
서의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가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초등
학교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2012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특수학급 및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총 27,595명인데 반해 중학교는 15,468명, 고등학
교는 14,14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듯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초등학
교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주미경, 김정연, 2009), 최근에 들어서야 중고
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통합교육 연구가 소수이지만 수행되고 있다(신혜영, 김자경, 정남용,
2007; 주미경, 김정연, 2009).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에게 요구되는 개별 지원 시간, 일반학생이 입을 손해, 장애학
생을 위한 적절한 지원서비스의 부족 등의 이유뿐 아니라 교사자신이 교사양성과정에서의
통합교육에 필요한 기술 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부담, 특수교육에 대한 무지, 특수교육에 대
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합교육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주미경, 김정연, 2009;
황순자, 2000; Bender, Vial, & Scott, 1995; Tait & Purdie, 2000). 이들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
로 지적하는 바는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오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장애아 통합교육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며, 이
는 곧 성공적인 장애아 통합교육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효능감
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학생의 통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 교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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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송명숙, 박미화, 2009; Avramidis & Norwich, 2002; Brackenreed & Barnett,
2006). 장애아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높이며,
학생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며, 무엇보다도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핵심요소가 된다(김옥경, 2005; 이미자, 2005; 주미경, 김정연,
2009; Avramidis & Norwich, 2002; Folin, 1998; Good & Brophy, 1997; Scruggs & Mastropieri,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연구들 역시 성공적인 통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중 교
사의 인식이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신혜영, 김자경, 정남용, 2007; 주미경, 김정
연, 2009).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통합학급 담임교사만이 아니라 과목별 담당교사
역시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을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모두의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방향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은 단발성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의
장애학생과의 접촉은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교사가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되면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 쉽고, 반복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되어
통합교육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로 하여금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게 하고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실제를 배우게 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장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지속적이
고 직접적인 장애인 접촉을 하거나 가상체험 혹은 역할놀이를 통합 간접적인 경험 학습
을 하는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Campbell et al., 2003; Ford et al., 2001; Forlin et al., 1999;
Mayhew, 1994; Pernice & Lys, 1996; Rees et al., 1991; Westwood, 1984). 이는 교사로 임용되기
전 교사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예비교사로 하여금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교사양
성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선, 권정민, 2010; Campbell et al., 2003; McCray & McHatton, 2011; Shade & Stewart,
1996).

2001).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위들의 수행에 대한 개인의 확신이며,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스
스로의 믿음이다(Henson et al., 1999). 이러한 믿음은 개인의 행위들에 대한 일관성과 어떠한
장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영향을 준다(Enderlin-Lampe, 2002).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행동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행
위를 수행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Hutzler et al., 2005). 즉 자기효능
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Gib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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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교사의 효능감으로 발전시켰는데, 교사의 자기 효능감
(teacher’s self-efficacy), 즉 교사 효능감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교사의 믿음이다(Gurkey & Passaro, 1994). 교사 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태도
와도 연결된다. Tschannen-Moran & Woolfolk Hoy(2001)은 교사 효능감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첫째, 교사 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동기를
비롯하여 학생자신의 효능감과도 연관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덜 비판적이고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게 더욱 인내한다. 셋째,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교
사는 더욱 긍정적인 학급관리전략을 사용한다. 즉,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학급
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장애학생이
통합된 학급에서의 교사의 효능감은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학급 내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학
업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낮은 학업성취와 빈번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장
애학생에 대해 덜 비판적이면서 인내심을 갖고 교육에 임할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성공
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학급관리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
로 통합학급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통합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임이 밝혀져 왔다
Dembo(1984)

(Friend & Bursuck, 2009; McLeskey et al., 2001).

한편 선행연구들은 교사의 교직경력이 높다고 해서 교사 효능감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배재정, 2005; 송명숙, 박미화, 2009; 이태훈, 2004). 특히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
한 교사 효능감은 일반교직 경력보다는 통합학급 교사로서의 교육경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Malinen et al., 2013). 그렇다면 교실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장애아 교육경력이 거의 없
는 예비교사들의 효능감이 형성되는 구조는 현직에 있는 교사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2007). 예비교사의 효능감은 실제 교수 경험이 아닌,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련 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일부의 국외연구들은 예비교사
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장애학생의 특성, 통합교육, 교육과
정 수정, 학급관리, 보조공학 등의 주제가 포함된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Lancaster & Bain, 2007; Leyser et al., 2011). 반면 학부과정에서의 과목 수와 상관없이 특
수교육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교사 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반된 보고
도 있어서(Freytag, 2001),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교사로 하여금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함이 이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더욱 검증이 필요하다.
기존에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특수교육 혹은 통합교육 관련 연수는 대부분
단기 연수로서 자칫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거부감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행스럽게도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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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표하면서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였
다. 이에 따라 교사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직소양과목으로 ‘특수아동의 이
해’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교직이수과정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통합교육의 확대로
인해 일반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점과 동시에,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일
반교사도 책무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2009년
입학생부터 사범대생과 교직이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2학점 단위의 특수교육학개론 관련 과
목을 개설하고 있다. 변경된 교원자격검정령을 적용받는 예비교사들이 졸업하는 현 시점에
서, 국내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
합교육의 핵심변인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학개론의 이수 전후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과 교사 효능감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학개론을 이수함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는

가?
둘째, 특수교육학개론을 이수함에 따라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은 변
화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P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교직 필수 소양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는 1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원생
은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만 본 연구대상에 포
함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인 배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 효능감 설문지는 Gibson과 Dembo(1984)가 개발한 교사효능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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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배경 정보
변인
성별
특수교육관련
과목 이수 유무
학년

전공 계열
사범/비사범

N

백분율(%)

25

18.4

111

81.6

9

6.6

127

93.4

2

55

40.4

3

24

17.6

4

4

2.9

53

39.0

23

16.9

28

20.6

73

53.7

12

8.8

73

53.7

63

46.3

남
여
있음
없음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자연이공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사범
비사범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배재정
(2005)의 설문지를 중등학생에게 적합한 용어로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개
인적 교수 효능감 9문항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 6문항, 전체 15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개인
적 교수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 수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에 관한 것이며, 이 영역에는 “나는 통합환경에서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통합환경에 장애학생이 적응하도록 하
는 지도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자신의 능
력 수준에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 영역에는 “만약 일반학생
과 장애학생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아졌다면, 그것은 대개 교사가 효과적인 방법
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의 사회적 능력이 증진되었다면 그것은
교사가 그만큼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5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
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순으로 점
수를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전 및 사후 검사 결과 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일반적 교사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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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사 효능감에 대한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 수
일반적 교수 효능감
6
개인적 교수 효능감
9
전체
15

사전신뢰도

사후신뢰도

.619

.769

.857

.837

.764

.810

감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619와 사후 검사에서 .769였으며, 개인적 교사 효능감은 사전 검
사에서 .857과 사후 검사에서 .837로 나타났다. 전체 교사 효능감은 사전 검사 .764와 사후
검사 .810으로 신뢰 있는 편이다.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지
통합교육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Stoneman(1993)이 개발한 검사
도구로서 신혜영 등(2007) 등의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대학생에게 사용하기에 적합
하도록 약간의 용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 설문지는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
롯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인식, 장애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이 일반학
생 및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서 예비일반교사의 인식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
우 동의함(5점)의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순으로 점수를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 영역별 Cronbach α
는 <표 3>과 같다. 사전 검사에서 Cronbach α는 .614∼.873과 사후 검사에서는 .653∼.891이
며, 전체 Cronbach α는 사전 검사에서 .903과 사후 검사에서 .922로 매우 신뢰 있는 편인 것
으로 나타났다.
2)

<표 3>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설문지의 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 수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5
교육에 대한 인식
8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4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8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6
전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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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뢰도

사후신뢰도

.614

.653

.873

.891

.746

.709

.634

.731

.706

.803

.903

.922

학습장애연구, 제10권 제2호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사범 계열 및 비사범 계열 교직 이수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교직 필수 소양과
목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한 137명 중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13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은 6개의 분반으로 개설되었으며, 5명의
특수교육학과 교수 및 1명의 특수교육학 박사가 동일한 강의 계획서와 교재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수업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총 16차시로 구성되었으며, 수업내용으로
는 특수교육,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 영역별
주요 특성 및 교수법,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사회적 지원/통합교육협력체제
등을 포함하였다. 강의 초반에는 수강생들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및 특수아동의 개념과 더불어, 장애아 통합교육의 변천과정과
법적, 사회적 당위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수업의 중, 후반
부에는 수강생들이 장애아 통합교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교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장애 영역별로 주요 특성을 설명하였으며,
장애 영역별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수법들이 다루어졌다. 기말고사를 제외한 마
지막 2차시에는 통합교육의 실천을 위한 지원 방안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특히 교수적 수
정, 긍정적 행동지원,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학점 교과
목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은 담당 교수의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ppt
자료와 인터넷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자주 활용하였다. 또한 장애 영역별로 장애를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사전 검사를 위해 학기 첫 주에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사 효능감 설문지가 배부되었
으며,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기말 시험이 실시되기 직전 사후 검사를 위해 동일한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수합된 설문지 중 이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1명을 제외한 13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에 따른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에 따른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전체 점수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3.45와 사후 검사에서 평균 3.64로 나타나, t검증 결과 .001수준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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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결과
사전(N=136)
영역
통합
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일반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총점

사후(N=136)

t

M

SD

M

SD

3.32

.55

3.71

.55

-7.57

3.30

.64

3.51

.63

-4.12***

3.57

.60

3.60

.54

- .58

3.68

.40

3.78

.44

-2.83

3.40

.40

3.61

.38

-5.47***

3.45

.39

3.64

.40

-5.74***

***

***

***

p < .001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수업 전후 차이를 t 검증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교육에 대한 인식, 일반학
생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하위 영역에 대한 인식이 .001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 지도에 대한 인식 하위
영역에서는 수업수강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2.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에 따른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 변화
본 연구에서는 교직과정의 필수 소양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하기 전과 후의 교직
이수과정 재학생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전체 교사 효능감은 사전 검사에서 평균
2.87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 평균 3.39로 나타나 t검증 결과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5>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에 따른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 점수 변화 결과
사후(N=136)
사후(N=136)
영역
교사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
총점

t

M

SD

M

SD

3.63

.42

3.87

.50

- 5.22

2.36

.51

3.07

.50

-13.09

2.87

.36

3.39

.39

-13.3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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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예비교사의 특수교육학개론 수
강 전과 후의 일반적 교사 효능감은 각각 평균 3.63과 3.87로 나타나 t검증 결과 .001 수준
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교사 효능감 역시 수강 전과 후의 평균
점수가 2.36과 3.07로, t검증 결과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필수소양과목
‘특수교육학개론’의 이수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사 효능감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개론의 이수를 통해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고 밝히고 있다(이영선, 권정민, 2010; Campbell et al., 2003; McCray & McHatton, 2011;
Shade & Stewart, 2001). 반면 특수교육관련 교과목 수강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변
화에 효과가 없거나(Martinez, 2003), 아예 부정적인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한다(Van Laarhaven
et al., 2007)는 상반된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교사양성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주요 목적은 예비통합교사들의 장애
아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고,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이해와
확신을 증가시키도록 돕기 위함이다(Forlin et al., 2009). 본 연구 결과는 특수교육학개론의
필수과목 이수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통합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진 교사는 자신의 학급에 장애학생이 입급되는 것에 대
해 더욱 수용적이다(Myles & Simpson, 1989; Sharma et al., 2008). 따라서 특수교육학개론의 이
수를 통해 형성된 이들 예비교사의 긍정적인 인식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더욱 확산시키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볼 때, 예비교사들은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롯하여 교육
에 대한 인식, 일반학생에 미치는 영향, 장애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긍정적으
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수업이 장애의 일반적인 특성 및 교육, 통합
교육의 개념 및 당위성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오
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애학생의 생활 지도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영역과는 달리 생활지도는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문제 상황 및 행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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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학점으로 편성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경험
에 의한 학습보다는 강의 형태의 지식전달 수업 방식이 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
적인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의 장애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사실
상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러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형태인 강의중심의 지식전달 수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Forlin et al., 1999; Hastings et al., 1996; Tait
& Purdie, 2000). McCray와 McHatton(2011)은 교사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 관련
교과를 이수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더라도, 장애학생 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하게 될 때에도 이러한 인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Boe et al.,
2007; Carroll et al., 2003; Sharma et al., 2008). 이들 연구는 교직이수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학교 현장의 현실 간의 괴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감은 통합교육에서의 심각
한 마찰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McLeskey & Billingsley, 2008). 즉 강의 중
심의 수업을 통해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철학적, 교육학적인 이해는 높일 수 있으나, 현
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학
교 교사로 임용된 후에는 습득한 지식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애에 대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장애인 접촉이나
다른 유형의 가상 혹은 역할 놀이를 통한 경험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태도나
인식 변화에 가장 효과적이라 주장한다(Ford et al., 2001; Mayhew, 1994; Rees et al., 1991;
Westwood, 1984). McCray와 McHatton(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단일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기며 장애 및 개별수준에 적합한 교육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비교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국
가에서 정한 교과목 이외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따라서 특수교육학개론 수준의 교과목을 수강함과 동시에 교사양
성과정의 일환으로 통합학급에서 교육실습이나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직필수소양과목인 특수교육학개론을 수강한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 모두에서 향상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상승 폭이 일반적 교수 효능감보다 컸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교수 효능감을 구성하는 원인이 되며,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창남, 2006 김자경 2009 재인용).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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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특수교육학개론의 수강에 따른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증가는 괄목할 만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장애학생의 일반학급 배치를 더욱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며, 또한
장애학생을 특수교육에 덜 의뢰한다(Soodak et al., 1998). Brownell과 Pajares(1999)는 교사 효능
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통합학급에 입급된 장애학생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다룬다고 밝히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을 통한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효능감 증가는 가까운 미래의 성공적인 장애아 통합교육을 기대할 수 있
게 해준다.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은 장애학생의 특성, 통합교
육, 교육과정 수정, 학급관리, 보조공학 등의 주제가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이 통합교육환경
에서의 교수 효능감을 더욱 높이는 것과 연관됨을 밝히고 있다(Brownell & Pajares, 1999;
Buell et al., 1999; Lancaster & Bain, 2007; Purdue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제공된 특수교육
학개론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이러한 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수업을 수강한 예비
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라 본다. 즉 이들 선행연구
에서 강조한 장애아의 특성과 교수방법, 통합교육 등 통합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특수교육학개론의 수강을 통해 예비교사의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며, 높은 교사
효능감은 곧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내 교직이수과정에는 2학점의 특수교육학개론 등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관
련 교과목이 유일하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2학점의 수업을 통해 관련 지식과 실제
를 고루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수 맥락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설득, 생리적/정서적 각성, 간접경험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촉진될 수 있는데, 예비교사
들은 이들 요소 중에서도 직접적인 성공 경험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Lastrapes & Negishi, 2012). 그러나 아직 교단에 서지 못한 예비교
사들에게 학생을 직접 가르쳐야 얻을 수 있는 성공 경험에 의한 자기 효능감 향상을 기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성공 경험이 아닌 다른 요소, 즉 간접 경험
및 긍정적인 설득 등에 의한 자기 효능감 향상을 꾀할 수밖에 없는데, 특수교육학개론 강
의를 통한 담당교수들의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임용된 교사는 통합
학급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두려움이 커지고 효능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Boling, 2007; Hastings & Oakford, 2003; Lombardi & Hunka, 2001). 본 연구에서는 교사양성과
정에서의 특수교육학개론 수강이 예비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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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교사 효능감의 증가가 실제 교수 능력의 증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특수교육학 개론 수강 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교사 효능감
전체 평균점수는 3.49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허유성과 박성기(2012)는 국내 교원양성기
관의 교육과정이 내용교수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 역시 아마도 예비교사들이 수강한 특수교육학개론 수
업이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내용교수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주가 되었기 때문이
라 예상된다. 이들 예비교사는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통해 전달받은 교육적 지식을 현장
실습 등을 통해 직접 적용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즉 장애학생에 대한 자신의 교수능력
을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제공한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의 제한점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교사가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장애학생들을 직접 접촉한 경험
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통합학급을 담당했을 때에는, 장애학생의 개별적인 교수적/사회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 것이다. Pugach(2005)
는 예비교사가 통합교육의 실제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장애아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에 지식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장 체험 및 견학의 기회를
포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장 체험 혹은
견학을 포함하는 특수교육학개론 교과목 수강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사양성과정이 교사 효능감과 같은 인식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적 자질 혹
은 능력에서의 변화를 초래하는지 살펴보는 장기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그 결과를 전국의
예비교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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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Perception and Teaching Efficacy about Inclusion
through Introductory Special Education Course

*

Kim, Jak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perception and teaching efficacy about inclusion through attending the teacher training
course,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The 2-credit course is required to acquire a teacher
certification. For the study, 136 teacher education students who attended the course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 perception about inclusion and teaching efficac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course. The result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perception about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positively changed after taking the introductory special education course.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teaching efficacy increased after taking the cour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long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practice and research regarding the design of
the pre-service courses for inclusive education.

Key words :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tudents, introductory special education course, perception about inclusion,
teaching efficacy about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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