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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는예비특수교사를대상으로실천적지식에서드러나는교수학습지식을알아보기위하여조사연구로수행
되었다. 이연구의설문지는총 12문항으로교수학습이론4문항, 교수학습적용 8문항으로구성되었다. 전국의예비
특수교사모임에의뢰하여전국의특수교육과학생의개인스마트폰으로설문지를전송하였다. 모두 338명(100%)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불성실한응답자 10명(2.96%)의설문지를제외한 328명(97.04%)의응답내용을자료처리하였
다. 이연구의결과로예비특수교사가인식하는교수학습적용요인에있어서학년별차이는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간에차별성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 3학년까지점진적으로교수학습적용에대한지식을학습하는
구조임을시사하는것이다. 전공별에따라서교수학습적용에대한인식의차이는있으나, 사후검증에서는세전공
간의인식차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예비특수교사가인식하는교수학습적용지식은학년에따라서달라지
는구조임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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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좋은 특수교사를 배양하기 위해서 대학의 특수교육과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특수교육 현장에
서 요구하는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고 향후 좋은 특수교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예비특수교사 시절
의 교직관은 향후 교사의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허영주(2015)는 제안하였다. 그러나 예비특수교
사의 이론적 지식은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향후 수정 또는 보완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선택은 교과에 대한 흥미와 개인적 관심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옥일남,
2008; Zhang et., al, 2014), 예비교사 4년간의 경험이 교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Towns & Ashby, 2014).
모든 교사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좋은 수업을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수업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으로 Elbaz(1983)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안하였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세 가지, 즉 이론적, 환경적, 개별적 지식의 종합적 산물로 설명하였다. 교사의
수업이 복합적 요인으로 설명되므로 구성요인을 세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구분된 교사의 이론적 지
식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등과 같은 수업실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화 지식이다. 교사의 교
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관계는 실천적 지식의 이론적 배경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내면화는 미래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을 구성하는 환경적 지식은 교재의 사용과 수업환경의 시설 및
공간의 영향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지식이다. 예비특수교사의 국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
을 경우에 형성되는 환경적 요인과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교과서의 신뢰도와 학생들 수준과의 연계
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인식 등이 교사의 환경적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최성규, 2013a). 실천적 지
식을 구성하는 개별적 지식은 교직관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교사가 되기 위한 성장배경과 사회적 정
향 등이 해당될 것이다. 예비특수교사가 특수교육과를 선택한 이유와 배경,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위인과 교사 등의 직·간접적 경험에 의해 미래에 특수교사로 재직하게 될 것이다. 예비특수교사의 교
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학교현장실습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험이다. 학교현장실습 동안에 작성하게 한 반성적 기록들이 예비특수교사의 자아성찰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정병종(2014)의 연구결과는 연성적 시각에서 고무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예비특수교사의 미래
의 자화상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예비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적 지식의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의 관계에 대한 인식, 역시 연성적 사고로 접근하면 구조의 변화로 이해된다. 예비특
수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다(Towns & Ashby, 2014). 학
교현장실습에서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수업실연을 통한 되새김은 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Cornelius와 Nagro(2014)는 강조하고 있다. 여러 단일사례 연구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예비특수교사의 수
업행동에 대한 수행능력 향상은 현직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Cornelius & Nagro, 2014).
예비특수교사의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Preservice Residency
Project (MTSS-PR)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보고도 있다(Ross, & Lignugaris-Kraft, 2015). 수업방법, 중
재 활동, 장애학생의 중재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적용은 예비특수교사의 교수학습 수행능력 향상
과 함께 교직관 정립에 도움이 되었다. 예비특수교사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실천적 지식은 매우 광
범위하지만 현장의 특수교사와 우사한 수준의 수행능력을 보인다고 Morewood와 Condo(2012)는 주장하
고 있다. 또한 예비특수교사의 학교현장실습에서 관찰된 수행능력은 실천적 지식의 복합적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였다(Melville et al., 2014). 그러나 예비특수교사가 학교현장실습에
서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은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적 지식의 정립에 있다고 Hong 등(2011)은 제
안하였다. 예비특수교사가 4학년에 일반적으로 이수하는 학교현장실습의 전후에 나타난 교직관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권충훈과 이형하(2014)는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이 예비특수교사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예비특수교사에게 적용하는 실습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결과 도
출을 위한 주요 독립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교수학습 지식에 대한 분
석은 미래의 특수교사가 가져야 할 좋은 수업을 전제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과도 직결된다. 이
연구는 예비특수교사의 좋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외적요인의 영향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천적 지식의 주요 요인으로 내포되는 교수학습 지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비특
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지식을 분석하여 미래의 특수교사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Ⅱ.

연구 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천적 지식에서 드러나는 교수학습 지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
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교수학습 이론4문항, 교수학습 적용 8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전국의 예비특수교사 모임에 의뢰하여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의 개인 스마트폰으로
1.

설문지를 전송하였다. 모두 338명(100%)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자 10명(2.96%)의 설문
지를 제외한 328명(97.04%)의 응답내용을 자료 처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적사항
변인
1학년
2학년
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

2.

인원(%)

70(20.1)
42(11.5)
142(43.8)
74(24.6)
328(100)

전공

변인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합계

인원

(%)
166(50.4)
76(23.9)
86(25.7)
328(100)

검사도구

설문지 구성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에 대한 12문항은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1차 신뢰
도 분석 1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74이었고, 개인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65에서 .7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요인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
도 지수는 .88이었고, 개인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11번 문항이 .89로 나타나서 삭제하였다. 2차 신뢰도
분석에서 4번 문항이 전체 신뢰도 지수(.885)보다 높은 .886으로 나타나서 삭제되었다. 3차 신뢰도 분석에
서 2요인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89이었으며, 개인별 문항은 .85에서 .89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2요인은 8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이 삭제되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
여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요인은 1요인을 교수학습 이론, 2요인은 교수학습
실행으로 명명하였다.
1)

설문지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설문지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일변량기술통계, 주성분분석,
베리멕스 회전, 회귀분석방법, 그리고 .40 미만의 출력값은 삭제하는 과정을 가졌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항목, 척도, 그리고 항목제거시 척도 등을 적용하였다. 신뢰도 분석 기준은 첫째, 전체 항목수에 대한
Cronbach Alpha 값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문항은 삭제, 둘째,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Alpha의 수치
가 .60미만의 문항은 삭제, 셋째, 최종적으로 세 개 이상의 문항이 구성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뢰도 분
석을 적용하였다.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에 대한 12문항은 2개 요인으로 구분
되었다. 1차 신뢰도 분석 1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74이었
고, 개인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65에서 .71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요인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88이었고, 개인별 문항의 신뢰도 지수는 11번 문항이 .89로 나타나서 삭제하
였다. 2차 신뢰도 분석에서 4번 문항이 전체 신뢰도 지수(.885)보다 높은 .886으로 나타나서 삭제되었다.
3차 신뢰도 분석에서 2요인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지수는 .89이었으며, 개인별 문항은 .85에서 .89의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2요인은 8개 문항 중에서 2개 문항이 삭제되어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요인은 1요인을 교수학습 이론, 2요
인은 교수학습 실행으로 명명하였다.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설문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표 2>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신뢰도 분포

실천적 지식

요인
문항 수
신뢰도 분포
교수학습 이론
4
.65∼.71
교수학습 지식
교수학습 적용
6
.84∼.89
예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에 대한 문항 수는 모두 10개로 결정되었다. 교수학
습 이론은 .65~.71, 교수학습 적용은 .84~.89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문항에 대한 신뢰
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처리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육과정 요인의 구조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용한 이 연
구의 자료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통계는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이었다.
3)

Ⅲ.

연구 결과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지식 요인에 대한 구조 관계
실천적 지식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지식은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
론과 교수학습 적용 요인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배경변인별 분석 및 구조 관계 모형 분석은 다음과 같
다.
1.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구조 관계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3>와
같이 제시되었다.
<표 3>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배경변인별 인식 차이
1)

요인
교수학습
이론

변인

구분
인원
1학년(a)
70
2학년(b)
42
학년 3학년(c) 142
4학년(d)
74
전체
328
유아특수(a) 166
초등특수(b)
전공 중등특수(c) 76
86
전체
328

평균
2.66
2.90
2.96
3.04
2.90
2.86
3.07
2.85
2.90

F값
표준편차 (Scheffe)
.55
***
7.04
.45
(a<c,
.53
a<d)
.53
.54
.55
*
4.27
.54
(a<b,
.50
c<b)
.54

*p<.05 ***p<.001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은 학년과 전공의 배경변인별에 따라서 각각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과 3학년, 그리고 1학년과 4학년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학년과 3, 4학년, 그리고 3학년과 4학년 집단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1학년 학생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실천적 지식
의 구성은 기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학년과 3, 4학년.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의 교수학습 이

론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의 교수학습 이론
에 대한 지식은 2학년에 형성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전공별 배경변인별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아특수교
육전공과 중등특수교육전공은 교수학습 이론의 지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특수교육전공은 유아특수와 중등특수교육전공에 비하여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에서 높은 필요
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은 특수교육관련 지식만이 아니라, 초등교과교육에 해당하는 교과목
지도에 필요한 교수학습 이론의 필요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문항은 모두 4개로 구성되어 있
다. 교수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4개 문항에 대한 측정모형은 <그림 IV.2>와 같다.

그림 1>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측정모형

<

교수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4개 문항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4> 교수학습 이론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

모형
교수학습
이론

CMIN
11.013

DF p CMIN/DF TLI GFI SRMR RMSEA
2 .000 5.508 .906 .982 .017 .077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이론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TLI, GFI, RMSEA는 모두 수용수준 범위
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이론에 해당하는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간의 모수
추정치를 산출하여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5> 교수학습 이론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

잠재변인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이론
교수학습 이론
***p<.001

→
→
→
→

표준화 S.E
측정변인 비표준화
Estimate Estimate
교수학습1 1.000 .604
교수학습2 1.335 .754 .153
교수학습3 .950
.638 .116
교수학습5 1.149 .622 .142

C.R

p

8.719
8.223
8.095

***
***
***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문항 2(교수학습은 ‘교수’와 ‘학습’이 함
께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를 잘 인지하고 있다.)에 대하여 가장 높은 추정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 3(교과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인 교수지식이 함께 드러낼 수 있
다.)과 문항5(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예비특
수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이론 요인의 구조는 교수와 학습의 의미를 파악하여 학습자에 대한 이해
에 기초한 수업의 상호작용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들의 교수학습 이론
은 교수학습 실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적용 요인에 대한 구조 관계

2)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적용 요인에 대하여 배경변인별 차이를 먼저 분석하
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배경변인별 인식 차이

<

요인
교수학습
적용

변인
학년
전공

구분
1학년(a)
2학년(b)
3학년(c)
4학년(d)
전체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체

인원
70
42
142
74
328
166
76
86
328

평균
2.83
3.05
3.09
3.21
3.05
3.01
3.21
3.00
3.05

F값
표준편차 (Scheffe)
.77
5.01**
.62
(a<c,
.51
a<d)
.58
.61
.59
.64
*
3.22
.63
.61

*p<.05 **p<.01

예비특수교사는 교수학습 적용 요인의 실천적 지식에 대하여 학년과 전공의 배경변인별에 따라서 유의
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학년별 인식은 1학년에 비하여 3학년과 4학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학년과 3, 4학년, 그리고 3학년과 4학년 집단간의 교수
학습 적용에 대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의 교수학습 적용 지식은 2학년
에 형성되어 4학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비특수교사의 전공에 따른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cheffe 사후검증에서 세 전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
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적용에 해당되는 문항 7개에 대한 측정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IV.3>과 같다.

그림 2>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측정모형

<

예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적용 지식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수정 없이 만족스러운 수
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7> 교수학습 적용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

모형
CMIN
교수학습 이론 90.831

DF p CMIN/DF TLI GFI SRMR RMSEA
14 .000 6.488 .900 .933 .028 .090

예비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수학습 적용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 GFI, RMSEA 등에서 모두 만족스
러운 수용수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작용에 해당하는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는 <표 8>와 같다.
<표 8> 교수학습 적용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잠재변인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교수학습 적용

→
→
→
→
→
→
→

표준화
측정변인 비표준화
p
Estimate Estimate S.E C.R
교수학습4 1.000 .559
교수학습6 1.216 .724 .126 9.669 ***
교수학습7 1.181 .780 .117 10.095 ***
교수학습8 1.396 .834 .134 10.458 ***
교수학습9 1.273 .803 .124 10.251 ***
교수학습10 1.192 .748 .121 9.853 ***
교수학습12 .991
.634 .112 8.883 ***

***p<.001

예비특수교사들은 교수학습 적용에 대하여 문항8, 문항9, 문항7의 순으로 인식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문항8(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문항9(학습자의 특성
에 따라서 교과내용을 정선하여 내용을 이해시킬 수 있다.), 문항7(학습자의 반응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
법을 수정할 수 있다.) 등과 같이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교수학습의 적용 요인에 대한 실천적 지식의
구조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수행능력의 중요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예 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교수학습 적용 요인에 있어서 학년별 차이는 1학년과 3학년, 1학년과 4학년
간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3학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지식을 학
습하는 구조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공별에 따라서 교수학습 적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으나, 사
후검증에서는 세 전공 간의 인식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특수교사가 인식하는 교수학
습 적용 지식은 학년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김시원과 김정연(2015)은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비특수교사의 장애학생과의 접촉한 경험의 유무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
한 인식에 차이를 제공하는 변인이 아니었다. 특히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등과 같은 학급별 전
공은 종속변인의 인식에 차이를 제공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예비특수교사의 장
애학생에 대한 인식은 고착되어 있으나, 경험의 차이는 인식변화를 제공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경험에 따라서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으나(Howley,
Howley, & Yahn, 2014); Peiró-Velert et al., 2015), 전공별에 따른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
식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전공별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성을 제외하고는 전공에
기초한 환경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교과지도에 대한 실
천적 지식의 차이를 주장한 Flores 등(2010)의 연구에 기초한다.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교수학
습의 구조가 현장 특수교사와 유사하게 정착되는 시기가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정립된다면
이 연구에서 나타난 2학년과 3학년에 형성되는 지식 구조의 변화가 결정적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예비특수교사를 위한 지식 중심의 수업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우려하는 Howley, Howley, 그리
고 Yahn(2014)의 주장에 기초할 때, 예비특수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위한 ‘지식’ 중심의 수업보다 좋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동기부여의 중요성 등의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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