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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의 직 ․ 간접 장애 경험에 따른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와의 관계 모형 개발
1)오

원 석(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박 비 주(영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장애 관련 직접 및 간접 경험이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예비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직접 경험의 내용은 통합교육 참여 경험, 장애인과의 활동 경험 그리고 장애 친구 및 친척의
유무로 설정하였으며 간접 경험의 내용은 영화나 책 등을 통한 경험을 포함하였다. 예비교사
들의 장애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오원석(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통합교육 태도는 Wilczenski(1992)가 개발한 ATIE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장애 인식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통합교육 태도에 있어서 행동장애학생과 중도장애
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정도와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 간 관계
모형에서는 직접 경험의 정도는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에 긍정적 상관을 갖지만, 간접
경험은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에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예비교사
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강의 구성에 대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예비교사, 장애 인식, 통합교육 태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장애학
생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및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 인식을 형성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교육의 목적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관계자들의
* 교신저자(k9630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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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준비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많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협력
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Kozlezki 등(2007)에 따르면, 통합교육의 기본적인 전제는 능력·문화적·배
경·성·언어· 사회적 계층이나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소속감
을 갖고 교육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함께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특히 이러한 학교 문화의 변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교사로서 통합교육의 실행은 결국 교사들이 통합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Forlin et al., 2010).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적 기준을 개정하여 2009학년도 이
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경우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4학점 이상의 교직 소양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특수교육학 개론을 2학점
이상 그리고 교직 실무를 2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학 개론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
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곽현주, 한남주,

2010; 나경은, 서유진, 2011; 이영선, 권정민, 2010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또
한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문만석, 2006;
오원석, 2011b 등)도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특수교육학 개론 교과를 이수한 예비교사들
의 통합교육 태도는 개선되었다(곽현주, 한남주, 2010; 나경은, 서유진, 2011;
류하준, 2002; 이영선, 권정민, 2010)고 제시하고 있으나, 예비교사 개인들이
갖는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정도는 배경 변인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
로서 예비 여교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류화준, 2002; Carroll et

al., 2003; Ellins & Porter, 2005),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정서 행동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정적 태도를 가졌고(Alghazo, Naggar

Gaad, 2004),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남녀 교사 간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오원
석, 2011b). 그러나 신체장애 또는 학습장애학생들의 통합에 대해서는 예비교
사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Lifsh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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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ubman, & Issawi, 2004).
한편, 개인들이 갖는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
인으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변인이 제시되고 있다. Allport(1954)는 사회적
집단 간 접촉은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주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Pettigrew와 Tropp(2006)은 접
촉이론을 근거로 한 많은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 접촉
의 정도는 선입견과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접촉 집단 이외의
구성원들에게도 일반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Avramidis와 Kalyva(2007)는 통합교육에 대한 참여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그렇
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통합교육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장애인과
의 접촉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하여 긍정적 통합 태
도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였다(Parasuram, 2006). 또한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
한 태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접 경험 정도라는 결과를 제
시하기도 하였다(오원석 등, 2009).
한편, 접촉의 또 다른 형태인 간접 경험도 대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Allport(1954)는 특정 집단에 대한
지식과 앎은 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적대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하였으며, McClelland와 Linnander(2006)는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지식의 증
가는 그 인종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정적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또한, Vessali, Stathi와 Giovannini(2012)는 청소년들에게 이민자에 관련
된 독서활동 경험을 제공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독서 활동을 통한 간접
경험에 의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편견이 감소되었고, 이민자와의 상
호 작용적 행동 의도가 향상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독서, 영화 감상 또
는 강의를 통한 장애인 및 통합교육에 대한 간접 경험 정도는 장애인의 사회
적 통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오원석 등,

2008).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장애 인식 및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오늘날 통합교육이 보편적 학교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통합교육을 수행해
야할 학교 교사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예비교사의 양성
과정에서도 특수교육개론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통합교육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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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관련 직접·간접 경험의 정도와 그에 따른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
도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정도는 예비교사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으며,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서 충분히 변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교사들의 직접·간접 경험의 정도와 이러한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는 것은 교사를 양성하
기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구성 및 강의 내용 설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접 그리고 간접
경험 정도와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예비교사의 장애 관련 직접·간접 경험과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의 관
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태도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교사들의 장애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는 어떠한가?
넷째, 예비교사의 직접 및 간접 경험과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 간의 관계
모형의 적절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예비교사의 장애 관련 직접·간접 경험과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의 관
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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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개교와 사립대학 1개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 구성은 연구자가 임의표집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활용된 전체
대상 학생은 386명으로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구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연구 대상 현황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
변인

하위
구분

성별
남

통합
경험

직접
경험 활동
정도 경험

장애
친구
장애
친척

독서
경험
간접
경험
정도 영화
경험

여

1

2

전공
3

초등
교육

4

사범
계열

계

비교육
계열

없음

79

137

31

75

73

37

94

59

63

1년

19

67

19

37

29

1

34

32

20

86

2년
3년

20
7

34
10

10
4

24
6

18
7

2
0

23
10

26
7

5
0

54
17

216

4년 이상

2

11

2

7

4

0

5

8

0

13

없음
1회

95
14

182
26

50
3

118
16

88
21

21
0

122
19

99
15

56
6

277
40

2회

11

11

3

6

13

0

11

5

6

22

3회
4회 이상

4
3

24
16

5
5

6
3

7
2

10
9

9
5

9
4

10
10

28
19

없음

111

232

56

136

120

31

149

120

74

343

있음
없음

16
108

27
216

10
61

13
117

11
116

9
30

17
140

12
109

14
75

43
324

있음

19

43

5

32

15

10

26

23

13

62

없음
1권

73
26

117
73

38
16

76
42

65
39

11
2

102
39

49
45

39
15

190
99

2권

21

34

3

23

11

18

17

20

18

55

3권
4권 이상

5
2

19
16

8
1

1
7

15
1

0
9

7
1

14
4

3
13

24
18

없음

48

68

24

53

39

0

72

29

15

116

1번
2번

21
40

57
70

21
14

30
38

27
37

0
21

40
38

27
40

11
32

78
110

3번

15

33

4

21

14

9

13

19

16

48

3
107

31
174

3
48

7
101

14
93

10
39

3
160

17
45

14
76

34
281

4번 이상
없음
수강
경험
있음
계

학년

20

85

18

48

38

1

6

87

12

105

127

259

66

149

131

40

166

132

88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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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개인별 배경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전공 그리고 장애
친척 유무 등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공별로는 초등
교육, 사범계열 학과, 비사범계열 학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인 설정은 여러
연구 결과들(Antonak & Harth, 1994; Barr & Bracchitta, 2008; Brown et al., 1999;

Finch, 1998; Horner-Johnson et al., 2002)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 연구 도구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태도에 있어 직접 및 간접 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오원석(2011b)이 활용한 Iacono 등

(2009)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 Wilczenski(1992)의 통합교육 태도 척
도(Attitudes Toward Inclusive Education Scale: ATIES)이다. 각 연구 도구의 내
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는 오원석(2011b)의 연구에서 활용한 것으로

Iacono 등(2009)이 개발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다. 개괄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은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연구 도구의 구성 및 내용
요인

측정 내용

문항
수

내적
신뢰도

채점 방법

장애 인식

장애인과의 만남, 접촉 등에 대한
불편함 인식

4

.816

6점 척도
최고점 6점 최하점 1점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는 전체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 점으로 6점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며, 1
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해서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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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육 태도 척도
통합교육 태도 척도는 Wilczenski(1992)가 개발한 ATIES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활용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으며, 개괄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은 <표 Ⅱ-3>과 같다.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척도는 행동 장애의 통합, 경도장애의 통합, 중도장애
의 통합 등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신뢰도는 .785, .733, 그
리고 .716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6점은 ‘매우 그
렇다’를 의미하고,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의미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낮은 점수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
<표 Ⅱ-3> 연구 도구의 구성 및 내용
문항
수

내적
신뢰도

채점 방법

행동 장애의 신체적 · 구어적 공격성이 있는
통합
학생의 통합

3

.785

6점 척도
최고점 6점, 최저점 1점

경도장애의 위축 행동, 1년 이상 학업 지체
통합
등 비교적 경도장애학생의 통합

4

.733

6점 척도
최고점 6점, 최저점 1점

기본 생활 기능 훈련, 보완대체
중도장애의
의사소통 등이 필요한 중증
통합
학생의 통합

4

.716

6점 척도
최고점 6점, 최저점 1점

요인

측정 내용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직접·간접 경험의 정도가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절차는 도구의 개발
과정과 자료 수집 그리고 분석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먼저 도구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외국의 도구를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번안과정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국내 특수교육학과
교수의 자문을 구했으며, 특수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두 명이 참여하였다.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특수교육 관련 국내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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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도구의 구성은 Likert식 총합척도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A4사이즈
종이에 인쇄된 형태로 제공되었다. 응답 방식은 지필 형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에는 약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의 수집에는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 강사 및 교수들의
협조를 구했으며, 수업 중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인 PASW 20.0과 Amos

17.0을 활용하였다.
먼저 검사 도구의 개발과정에서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적용하
여 요인 구조에 따른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α를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요인 추출은 고유 값을 기준으
로 하였고,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요인별 문항을 중심으로 집단 간 차
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Duncan을 활용하여 유의 수준 .05에서
검정하였다.
셋째, 예비교사의 직접 및 간접 경험 정도에 따른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
도 관련 잠재변수 간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 구조에 따른 타당도 분
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의 직접 그리고 간접 경험의 정도와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
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목적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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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예비교사들의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각
척도별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와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척도는 Iacono 등(2009)이 제안한 것
을 오원석(2011b)이 국내에서 적용한 도구로서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 1차
요인
명

측정 문항

장애인을 만나면 불안함

요인별
부하량

.846

장애
*
장애인을 만나면 경계하게 됨
인식

.433

장애인을 바로 보는 것은
부담스러움

요인별
부하량

.744

장애인과는 편안한 관계가
어려움

장애인과 접촉은 빨리 끝내려함

KMO
총분산

타당도 2차

.859
KMO=
.785

  (10)=

.808

584.520
p=.000

.803
.785

KMO
총분산

KMO=
.771

  (6)=
541.869
p=.000

.771
설명량
54.36%

.785

설명량
64.78%

신뢰도 분석
문항
항목-전체
항목 수
제거 시
상관계수
Alpha
알파값
.552

.745

.696

.697

.291

.816

.640

.714

.625

.719

4개
항목
.816

* : 삭제 문항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분
석 결과 3번째 있는 문항 즉, ‘장애인을 만나면 경계하게 됨’이라는 문항을 삭
제하는 경우 전체 신뢰도가 .816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차 분석에서는
세 번째 문항을 삭제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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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의한 설명량이 1차에서는 54.36%였으나 2차에서는 64.78%로 높아져
적은 문항으로 보다 높은 설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신뢰도
분석에서도 4개 문항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체 신뢰도가 .816으로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통합교육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합교육 태도 척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통합교육 태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 1차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타당도와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차 분석과 2
차 분석 모두 KMO의 값은 각각 .843과 .819로 제시되었으며 Bartlet 구형성 검
증

결과

1차는

KMO=.843,

  (120)=2241.577,

p=.000이었으며,

2차는

KMO=.781,   (55)=1273.469, p=.000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을 위한 기본적 가
정은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총분산에 의한 설명량은 1차
분석에서 60.80%로 나타난 반면, 2차 분석에서는 58.39%로 다소 낮아졌다. 최종
적인 분석 결과는 3개 요인에 13개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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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통합교육 태도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타당도 1차
요인
명

측정 문항

2. 신체적 공격성이 있는
학생의 통합
8. 구어적 공격성이 있는
학생의 통합
행동
장애 12.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통합

타당도 2차
KMO
총분산

신뢰도 분석
문항
항목
항목-전체
제거 시 수
상관계수
알파값 Alpha

요인별
부하량

요인별
부하량

.783

.848

.617

.715

.806

.815

.682

.682

.725

.764

.727

.727

15. 교칙을 지키지 않는
*
학생의 통합

.656

3. 도움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한 학생의 통합

.549

.639

.513

.680

4.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통합

.838

.832

.597

.631

경도 5. 1년 이상 성취도가 지체된
장애
학생의 통합

.757

KMO=
.781

.480

.697

9.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통합

.487

  (55)=

.509

.681

16. 무단결석을 자주 하는
*
학생의 통합

.479

10. 기본 생활 기능 훈련이
필요한 학생의 통합

.732

.462

.685

11.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학생의 통합
중도
장애 13. 개별화된 기능적 학습
프로 그램이 필요한
학생의 통합

KMO=
.843

.750

  (120)= .554
2241.577
p=.000
설명량
60.80%

.655

1273.469
p=.000
설명량
61.08%

.664

.646

.515

.651

.724

.768

.563

.621

14. 말을 들을 수 없는 학생의 통합

.664

.762

.487

.667

1. 2년 이상 성취도가 지체된
*
학생의 통합

.665

.441

.641

6. 말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
*
움이 있는 학생의 통합

.631

.533

.524

7.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
*
학생의 통합

.676

.499

.571

* : 삭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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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목
.785

4개
항목
α=.733

4개
문항
α=.718

3개
문항
α=.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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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분석
예비교사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은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합척도 방식에 의거하여 4개 문항의 총합을 구하고, 그 값을 4로 나눈
값을 활용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예비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분석
변인
성별

학년

전공

계

항 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남

127

3.05

1.02

여

259

3.21

.95

1

66

3.07

1.00

2

149

3.40

.92

3

131

3.08

1.01

4

40

2.64

.71

초등교육

166

3.22

.97

사범대학

132

3.06

.93

기타 전공

88

3.17

1.04

386

3.16

.97

F값

유의
확률

1.56

.120

사후 분석
(Duncan .05)

3.07
7.70

3.40

.000

3.08
2.64

.991

.372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3.16(표준편차 .97)으로 나타나 6점 척도의 중간 값 3.5에 비교해 볼 때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차
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F(3, 382)=7.70, p=.000
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이 평균 2.64(표준편차 .71)로 나타나 가장 긍정적 장애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F(2,

383)=.991, p=.372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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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를 장애 유형 즉, 행동 장애, 경
도장애 그리고 중도장애의 통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유형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합교육 태도 척도는 하위 유형으로 세 가지 장애 유
형 즉, 행동 장애, 중도장애, 경도장애에 대한 통합교육 태도로 구성되었다. 구체
적인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장애 유형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통합교육 태도 분석
변인

장애 유형

계

항 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행동장애

386

2.61

.96

경도장애

386

3.74

.85

중도장애

386

2.46

.65

전 체

1158

2.94

1.01

F값

유의
확률

사후 분석
(Duncan .05)
2.61

270.32

.000

3.74
2.46

예비교사의 장애 유형에 따른 통합교육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2,

1155)=270.32, p=.000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도장애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 행동 장애 그리고 중도장애학생의 통합 순으로 제
시되었다 .

2) 행동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행동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합척도 방식에 의거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
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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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예비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행동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변인
성별

학년

전공

계

항 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남

127

2.72

.97

여

259

2.56

.96

1

66

2.54

1.00

2

149

2.49

.88

3

131

2.76

.96

4

40

2.60

1.13

초등교육

166

2.72

.94

사범대학

132

2.51

.87

기타 전공

88

2.56

1.11

386

2.61

.96

F값

유의
확률

1.47

.141

2.39

.068

1.98

.139

사후 분석
(Duncan .05)

예비교사의 행동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
균은 2.61(표준편차 .96)로 6점 척도의 중간 값 3.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정
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예비교사의
배경변인별 평균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t(384)=1.47,

p=.141로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F(3, 382)=2.39, p=.068로 나타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며, 전공에 따라서도 F(2,
383)=1.98, p=.139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합척도 방식에 의거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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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예비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변인
성별

학년

전공

계

항 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남

127

3.72

.70

여

259

3.75

.91

1

66

3.67

.90

2

149

3.79

.85

3

131

3.85

.83

4

40

3.30

.68

초등교육

166

3.69

.79

사범대학

132

4.07

.76

기타 전공

88

3.33

.89

386

3.74

.85

F값

유의
확률

.265

.791

사후 분석
(Duncan .05)

3.67
4.68

3.79

.003

3.85
3.30
3.69

22.58

.000

4.07
3.33

예비교사의 경도장애학생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은 3.74(표준편차 .85)로 6점 척도의 중간 값 3.5와 비교해 볼 때 다소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 태도에 대한 예비교
사의 배경 변인별 평균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t(384)=.265, p=.791로 나타나 남, 여교사에 따른 태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F(3, 382)=4.68, p=.003으로 나타나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분석 결과를
보면 4학년에 비하여 다른 학년 예비교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도 F(2, 383)=22.58, p=.000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
였으며, 다음으로 교육대학생 그리고 기타 전공 예비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부
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는 총 4개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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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으며, 총합척도 방식에 의거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예비교사 배경 변인에 따른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변인
성별

학년

전공

항 목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남

127

2.38

.67

여

259

2.49

.63

1

66

2.57

.56

2

149

2.49

.66

3

131

2.49

.68

4

40

2.06

.48

초등교육

166

2.48

.61

사범대학

132

2.49

.72

기타 전공

88

2.37

.60

386

2.46

.65

계

F값

유의
확률

1.56

.119

사후 분석
(Duncan .05)

2.57
6.05

2.49

.000

2.49
2.06

1.07

.342

예비교사의 중도장애학생 통합에 대한 태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은 2.46(표준편차 .65)로 6점 척도의 중간 값 3.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예비교
사의 배경 변인별 평균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t(384)=1.56, p=.119로 나타나 남, 여교사에 따른 태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F(3, 382)=6.05, p=.000으로 나타나 유
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 분석 결과를 보
면 4학년에 비하여 다른 학년 예비교사들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F(2, 383)=1.07, p=.342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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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의 직 ․ 간접 경험과 장애 인식 및 통합교육 태도의 관계
모형 개발
예비교사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통합교육 태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계
분석은 구조 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예비교사들
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은 관측변수로 구성하였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와 장애 인식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직접 경험에는
통합 경험, 활동 경험, 장애친구, 장애 친척을 설정하였으며, 간접 경험에는 독
서, 영화 및 수강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잠재변수로서 장애 인식 및 행
동·경도·중도장애의 통합에 대한 태도는 각각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최초 개발 모델에서부터 최종 모형의 개발과정
까지 모형 적합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표 Ⅲ-8>과 같다.
<표 Ⅲ-8> 모형의 적합도 평가
모형



df

ECVI

AIC

GFI

CAIC

RMSEA

수정 내용

1

602.164 198

1.850

712.164 .871 984.736

.073

2

785.149 197

2.330

897.149 .840 1174.676

.088

통합 경험, 수강 경험 관측
변인 삭제

3

759.800 193

2.285

879.800 .836 1177.150

.087

간접 경험→장애 인식 경로
삭제

4

400.394 156

1.321

508.394 .904 776.009

.064

장애 인식→행동 장애, 장애
인식→경도장애 경로 삭제

모형의 수정 과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모형은  (198)=602.164,

p=.000이고,

GFI=.871이었으나

4번

모형은

  (156)=400.394,

p=.000이고,

GFI=.904로 제시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향상되었음을 보이고 있다(노형
진, 2011). 따라서 4번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모형에 대한 도식
자료는 <그림 Ⅲ-1>에 제시하였다.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태도에 대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경험의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과는 부적 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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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행동 장애, 중도장애,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하여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비해 간접 경험의 정도는 장애 유형에 따른 통합교육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예비교사
들의 통합교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1> 예비교사의 직접·간접 경험에 따른 통합교육 태도 모형
<표 Ⅲ-9> 예비교사의 통합교육 태도 모델의 분석 결과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장애 인식←직접 경험

-.152

-.178

.054

-2.827

.005

행동 장애←직접 경험

1.770

2.162

.762

2.322

.020

중도장애←직접 경험

2.237

2.949

.960

2.331

.020

경도장애←직접 경험

2.823

3.578

1.215

2.323

.020

행동 장애←간접 경험

-1.598

-1.951

.782

-2.043

.041

경도장애←간접 경험

-2.656

-3.366

1.247

-2.130

.033

중도장애←간접 경험

-2.188

-2.885

.987

-2.216

.027

중도장애←장애 인식

.181

.203

.054

3.378

.000

경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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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통합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및 간접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를 연
구 방법과 연구 결과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도구적 측면에서 보면 연구 도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으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도구의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에 대한 검정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수행에 필
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구성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 분석
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정 절차를 거쳤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는 각
요인별 하위 문항으로 포함되는 요인 부하량은 .40 이상으로 하여 유의미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요인별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요인 분석을 통해 선정된 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α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는 4
개 문항으로 Cronbach's α가 .816으로 제시되었으며, 통합교육 태도 척도의 경
우를 보면 .785에서 .718의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구조 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확인적 요
인 분석 과정에서 각 관측 변수와 잠재변수의 회귀 계수가 각각 .5 0 이상인
경우 유의미한 변수로 볼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09)는 주장에 근거할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통합교육 태도 척도와 장애 인식 척도의 관측변수
들은 잠재변수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의 설정에 있어 초기 모델과 최종 모델은 모델
적합도에 있어서 많은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을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지수를 활용하거나 1변량 Wald 검정을 이용하여 수정을 실시한다(노형진,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차적으로 Wald 검정을 통해 관련 변수의 회귀
계수를 파악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 간의 경로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Wald 검정을 통해 1차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킨 후 모형의 수정지수를 확인하고, 수정지수가 가장 큰 측정오차 간
상관을 선정하여 모형의 적합도 변화를 살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모
형의 적합도가 제시되었다. 또한,  의 값과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적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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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배병렬, 2011)는 제안에 따라
  의 값이 가장 작으면서 다른 적합지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과정을 수행하

였으며, 최종 모델의 경우 GFI=.904로 제시되어 권장 수용 수준이 .90 이상이
며, 표본크기가 200 이상이면 제안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다

(배병렬, 2011)는 주장에 따라 수용 가능한 모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RMSEA의 경우 .05-.08의 범위를 보일 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배
병렬, 2011)는 주장에 따르면 본 모델의 경우 RMSEA=.064로 나타나 매우 적절
한 수준의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척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예비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은 대체로
낮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불편
해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성별이나 전공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어 오원석

(2011b)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합교육 태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먼
저 행동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오원석, 2011b;

Alghazo, Naggar Gaad, 2004)과 유사한 것으로 행동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특성이 교사가 학급을 경영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존재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준비하는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행동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 지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교사들은 경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
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도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에서 제시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Lifshitz, Glaubman, 그리고 Issawi(2004)도 교사들의 태도
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중도장애학생의 통합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교
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부가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현
재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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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의 직접 및 간접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장애학생
의 통합에 대한 태도와 관계 모형 개발 결과를 살펴보면, 예비교사들이 장애
인과 함께한 직접 경험의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며, 통합교육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된 반면, 간접 경험
의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과는 상관이 없으며, 장애학생의 통합에
대한 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오원석과 조인수(2011)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간접 경험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며, 장애학생과 함께한 직접 경험은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매우
밀접한 상관을 갖는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McManus, Feyes, 그리고

Saucier(2011)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식 정도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시하여 간접적 경험의 양이 태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Vezzali,

Stathi,

그리고

Giovannini(2012)는 독서 활동을 통한 간접 경험은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의 태
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며, 그들과의 행동 의도에서의 변화도 함
께 생기는 것으로 제시하여 앞에서 제시한 연구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예비교사로서 대학생들이 특수교육개
론 과목을 이수하고 있으나 이 과목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예
비교사들이 통합교육이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는 가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교육개론 과목
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는
반드시 행동장애학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지도법이 포함되어야 할뿐
만 아니라 특수학급 또는 장애인과의 체험 활동 시간 등을 포함시켜서 직접적
인 체험을 통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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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of pre-service teachers' direct and
indirect disability experience on disability awareness and
attitude in inclusive education
Oh, Won Seok*2)
Park, Bi Ju**3)
This study was ba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disability
awareness of prospective teachers and the impact on the attitude of integrated
education which was performed on 386 people. Prospective teachers participate in
direct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disabilities and activity experience. The
contents of indirect experience included the presence of friends and relatives and
even experiences through movies and books. Regarding the preliminary measure of
disability awareness for teachers, a research study by Oh Won Seok(2011) utilized
recognized scales to measure discomf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a
research study by Wilczenski(1992) utilized ATIES to measure attitudes towards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a preliminary study on prospective teachers, disability awareness
was at a generally good level and differences were observed depending on gender
or majors. The attitude of students regarding behaviorial integration training
showed negative attitudes. But, the attitude of the disabled student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showed a positive attitude. In addition, the
degree of direct experience in disability awareness and inclusive education had
positive attitudes. On the contrary, indirect experience attitudes about inclusive
* Attached elementary school to the college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YoungD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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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esented as having negative correlation. But, prospective teacher special
education related lecture configuration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direct
experience. These on-site observations of integrated classes gives a more desirable
opportunity to have hands-on experience.
keywords : pre-service teacher, inclusive education attitudes, disability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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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문제중심학습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효과
김 정 효(성베드로학교, 이화여자대학교)
1)강 혜 경(나사렛대학교)*
이 경 순(경기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환교육
요소를 담은 문제중심학습(PBL)을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문제 해결력과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28명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 14명이
배치되었다. 연구 결과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문제 해결력
점수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 참여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수업 참여도 분석 결과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수업은 장애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
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에 대한 논의 및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문제중심학습, PBL, 문제 해결력, 수업 참여도, 특수학급, 전환교육, 지역사회 통합

Ⅰ. 서

론

성인기 진입을 앞둔 고등학교 과정의 장애학생들에게는 향후의 통합된 지
역사회 참여와 적응이 더욱 강조된 교육과정 내용과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학생들이 성인기에 이르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
로 살아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측면의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전환교육’ 개념의 발전과 실천을 위한 노력을 이끌었다. 그 결과 이미

1980년대부터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들의 성인기 성과를 촉진하는 교육
과정 내용 및 방법론으로서 기능적 교육과정, 생활중심 교육과정, 생태학적 교육
* 교신저자, Email: hkkang@kor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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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지역사회 중심 교수 등이 발전되어 왔다.
전환교육 실시는 장애 종류와 정도, 각 생애주기를 막론하고 요구된다 할
것이며(Sitlington, Clark, & Kolstoe, 2000) 실시 효과 또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Cook, 2002; McDonnell, Wilcox, & Hardman, 1991). 그러나 실제 장면에서
의 기능적인 기술 교수를 강조하는 전환교육 실천을 위하여 장애학생들이 지
역사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학교 내에서 비장애학
생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중심 교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최근의
특수교육 추세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학교 출석 시간을 줄임으로써 통합교육
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학령기 장애학생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의
가 대두된 것이다(Collins, 2007). 따라서 교수할 내용의 기능성과 통합교육 지
향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후 일반학교 통합과 전환교육
교수 모두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박승희,

2004; Bates, Cuvo, Miner, & Korabek, 2001).
이러한 움직임에 따른 연구 결과 지역사회 활용 기술(community use skills)
증진을 위하여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교수를 적용하는 방법 이외에, 지역사
회에서의 교수와 교실에서의 중재를 적절하게 병행한 방법 또한 효과적임이
드러났다(박승희, 2003; 장혜성, 박승희, 2002; Bates et al., 2001). 그리고 학교
에서 지역사회 활용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고 난 이후에 지역사회에 나가 습득
한 기술을 연습하는 경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서 ‘동시적으로’ 교수

(concurrent teaching)를 실시하거나 교수가 실제 지역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화에 유리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한, 통합교육의 이점을 고려
한다면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교수는 유년기에 실시 수준을 전체 교육활동의

35%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학령기를 마치는 18세 이후에는 교수학습활동의
100%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Collins, 2007). 아울러 지역사회중심교
수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지
역사회 참조 교수(community referenced instruction)와 지역사회 시뮬레이션

(community simulation)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Wehman & Kregel, 2004).
한편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
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 방법론으로 문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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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이하 PBL)을 추천할 수 있다. PBL이란 ‘어떠한 문
제에 대하여 자동적인 해결책을 가지지 못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을 의미하는 문제 해결력(Schunk, 2004)의 증진을 위한 교수 방법 가운데 하나
다. PBL은 학습을 자극하기 위해 ‘실제 문제(authentic problem)’를 사용하는 교
육과정 모델로서 비구조화된 개방적 문제로부터 시작된다(Fogarty, 1997). 그리
고 PBL은 학습 초반에 소집단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문제 상황을 부여하면
학생들이

정보를

통합하고

의사소통하며

지식을

습득하거나(McLinden,

McCall, Hinton, Weston, & Douglas, 2006)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추론하며 질문
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 학습 모
델이다(Cerezo, 2004).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학생들에게 내적 동기를 유발시켜
학습과정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다(강인
애, 2003; 조연순, 2006; Cerezo, 2004). PBL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교사가 의도하는 교육 목적
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흥미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조연순, 2006; Lambros, 2002).

PBL의 이러한 효과와 특성은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 동기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 학습 특성을 갖기 쉬운 장애학생을 위한 학
습 방식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PBL은 개발 초기에는 학업 성취 수
준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모형이었지만(Conger, 2000), 많은
연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도 효과적
인 방법임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강인애, 2003; 조연순, 2006), 특수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들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경순, 송준만, 2007; Cerezo, 2004). PBL을 적용한 연구는 일
반학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 결과 학생들
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력 및 동기 등의 학업 관련 능력과 다양한 교과
에서의 학업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자, 1999; 조연순,
구성혜, 박지윤, 박혜영, 2005; Chin & Chia, 2004; Kirkwood, 2000;). 또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역시 의사소통 기술, 문제 해결력, 자기-효
능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PBL이 효과적이었다(손주연, 2004; 소연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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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위험학생을 PBL 수업에 참여시킨 결과 학습 동기, 수업 참여도,
문제 해결력 등의 향상을 이끌어 내었다(Cerezo, 2004). 국내의 연구로는 초등
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정신지체특수학교 고등부 학생, 그리고 경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PBL을 적용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강혜경, 김정효, 이경순,

2011; 이경순, 송준만, 2007; 임소인, 신현기, 2005), 더욱 지속적인 PBL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의 졸업 후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효과를 고려한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과정의 통합교육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전환교육 요소를 담은 PBL을 일반학교 상황 내에서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전환교육 요소로 구성된 PBL을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들
은 성인기로의 전환을 앞둔 고등학교 시기의 장애학생이므로 성공적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학생들(교육과학기술부, 2011)로 구성됨으
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PBL을 실시하였을 때 문
제 해결력과 수업 참여도에서의 변화 여부다. 본 연구에서 PBL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들의 성인기 삶의 영역과 그 하위 내용이었으므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전환교육 요소를 담
은 PBL을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적응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교수 내
용 및 방법론으로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PBL을 경험한 특수학
급 재학 장애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파악해봄으로써 학습 동기 및 참여 증진
을 위한 PBL의 교수법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PBL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문제 해결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1) PBL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수업
참여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2) PBL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사전과
사후 협력적 수업 참여도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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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

28명(실험·통제 집단 각 14명)이고, 중재자로 참여한 교사는 실험 집단 3개 학
교의 특수학급 교사 세 명이다. 연구 참여자는 비확률적 스노우볼 표집

(snowball sampling) 방법으로 모집하였고(이종승, 2009), 실험 집단 확정 후 통
제 집단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구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2)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으
로, (3) 신체 및 감각장애학생은 제외하였고, (4) 부모 동의를 얻은 학생. 연구
참여 학생은 1차로 38명(실험 17, 통제21)이 추천되었지만, 실험 집단 학생 가
운데 결석 등으로 사전․사후 검사에 불참한 세 명의 자료를 제외한 후, 적응행
동척도(KISE-SAB) 지수와 본 연구의 사전 검사인 수업 참여도 및 문제 해결
력 점수를 종합하여 실험 집단 14명과 1:1 짝짓기(이종승, 2009)를 통해 통제
집단 학생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자인 교사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특수학급 교사로서 문제중심학습 지도 경험이 없었다. 다음 <표 1>, <표 2>에
본 연구의 참여 학생 및 교사 현황과 <표 3>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동
질성 검사 결과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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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 학생 현황
실험 집단 a

구 분

학년

연령

장애 유형

적응행동
지수
(KISE-SAB)

a

통제 집단 b

남

여

남

여

고 1

4

1

5

3

고 2

8

1

4

1

고 3

․

․

․

1

소계

12

2

9

5

16

7

2

6

3

17

3

․

3

․

18

2

․

․

2

소계

12

2

9

5

지적장애

7

1

7

4

자폐성장애

5

1

2

1

소계

12

2

9

5

40~50

3

․

1

․

60~70

1

․

3

5

80~90

5

2

3

․

91 이상

3

․

2

․

소계

12

2

9

5

b

n =14, n =14

<표 2> 연구 참여 교사에 대한 정보
집 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a

a

b

연령(만 세)

성별

교사 경력(년)

1

30

여

5

2

41

″

9

3

40

″

11

1

26

″

1

2

51

″

2

3

25

″

2

b

n=3,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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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학생의 적응행동지수에 대한 t 검정 결과
Levene 등분산
구 분
F
적응행동지수

1.509

유의
확률
.230

실험 집단 a

m(sd)
84.07(22.70)

통제 집단 b

m(sd)
73.64(14.92)

t

유의
확률

1.436

.163

a

n=14, bn=14

2. 실험 장소
본 연구의 실험은 각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실시되었다.

3. 실험 기간
본 연구는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수
업 참여도와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약 6개월(2012. 2 ~

2012. 7) 동안 진행되었다.

4. 독립변수
1) PBL의 절차
본 연구에서 적용한 PBL은 일반학생들을 위한 PBL을 기초로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난이도와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쉽게 수정
하고, 하나의 PBL 문제는 다시 여러 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더 짧은 시간에 문
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구성된 선행 연구들(강혜경 외, 2011; 이경
순, 송준만, 2007)의 수업 절차 및 연구 주제를 확장·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PBL 수업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되었다(<부록1> 참조). (1) 문제
제시와 문제 파악(전체 수업), (2) 모둠별 문제 탐색(협동 수업), (3) 모둠별 발표
및 보충 수업(전체 수업), (4) 개별 학습 및 평가, (5) 수업 정리(전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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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본 연구에서 제공된 전환교육 영역 및 PBL 주제
전환교육 영역

PBL 회기별 주제
1.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생활

2. 갑자기 할머니가 오신대!
3.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약속을 못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인관계

5. 친구와 함께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6. 휴대폰 배터리 방전!
7. 이성 교제
8. 면접(인터뷰)은 어떻게 봐야 할까?
9. 직장에 결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직업․고용

10. 앗! 죄송합니다(실수).
11. 동료끼리 나누자!
12. 늦게까지 일해야 해!
13. 컴퓨터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가 ․
레크레이션

14. 영화관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15. 노래방에서는 무슨 일이?
16. 취미교실은 이렇게!

지역사회

17. 교통카드 사용은 이렇게!
18. 지하철에서 생긴 일!

2)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단원 및 문제
본 연구에서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단원 및 회기는 강혜경 외(2011)
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생활, 대인 관계, 고용․직업, 여가․레크레이션의 4개
영역에 지역사회 참여 영역을 추가하여 5개 영역 총 33회기의 자료를 완성하
였다. <표 4>는 33회기 내용 중 연구자 간 협의에 따라 선정된 18회기의 자료
이며, 중재 교사들에게 이 가운데 12회기를 선택 · 중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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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속변수
1)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문제 해결력 검사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에 따른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점수의
사전 · 사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강혜경 외(2011) 연구에서 사용한 중․고등
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문제 해결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기존의 초등학생용 문제 해결력 검사 도구(배소영 외, 2000)를 바탕으로 강혜
경 외(2011)의 연구자들이 새롭게 구성하여 타당화 검증을 거쳐 개발․완성한
것이다.

2) 수업 참여도 검사
본 연구의 수업 참여도 검사는 수업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과제 수행력 등
에 대해 교사가 평가하는 질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선행 연구(공
정희, 강민채, 곽승철, 2009; 권인순, 박지연, 2008; 이경순, 송준만, 2007;

Lambros, 2002)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 세 명이 개발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특수교사 네 명과 박사학위를 보유한 특수교육 전문가 두 명의 타당화
검증을 거쳐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업 참여도 검사에 대한 평가 영역과 내용은 <표 5>와 같으며, 협력적 수
업 참여도 부분의 3개 문항은 실험 집단에만 적용된 것이다. 본 연구의 수업
참여도의 점수는 5점 척도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0점 - 전혀
못함, (2) 1점 - 조금 못함: 교사의 지시나 설명에도 미흡하게 수업에 참여함,

(3) 2점 - 보통: 매번 교사의 개별적 지시나 설명에 의해 수동적(소극적)으로
참여함, (4) 3점 - 잘함: 대부분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나 때로는 교사의
개별적 지시나 설명(신체적·언어적 지시 도움)이 뒤따라야 참여함, (5) 4점 매우 잘 함: 교사의 개별적 지시나 설명이 없이도 자발적 · 독립적으로 참여함.
본 연구의 수업 참여도 검사에 대한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알파계수)는

.95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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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업 참여도 검사의 평가 영역과 내용
평가 영역
학
습
준
비
및
주
의
집
중

학습 준비 ․
의욕 ․ 동기 ․
흥미

평가 내용
1. 수업 시작 직전 수업을 위한 준비가 되는가?
(바른 자세로 자리 앉기, 수업 관련 준비물 챙기기 등: 교사가 수
업 시작을 알리는 말/지시까지 포함)
2.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과제에 주의집중을 하는가?
3. 교사의 말이나 지시에 관심(반응)을 보이는가?

수업 시
의사소통
정도

4. 또래의 말과 행동에 관심(반응)을 보이는가?
5. 교사의 질문에 대답(반응)하는가?
6. 또래의 질문에 대답(반응)하는가?
7. 교사나 또래에게 (정보 획득을 위한) 질문을 하는가?

과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노력)
과제
수행력 및 완성도
학습 만족도

8. 어려운 과제인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가?
9. 개별적 과제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10. 개별적 과제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11. 학습 결과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협력적 수업 참여도
협력 정도

1. 협력적 과제 수행 시 팀원 간 협력을 하는가?

협력적 과제 수행력 2. 협력적 과제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및 완성도
3. 협력적 과제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 협력적 수업 참여도 관련 3개 문항은 실험 집단에만 부여함.

6.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연구 과제 1인 문제 해결력과 연구 과제 2의 (1) 수업 참여도 파
악을 위해 사전·사후 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
하였으며, 연구 과제 2의 (2) 협력적 수업 참여도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다(이종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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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절차
(1) 사전 검사
본 연구에서는 사전 검사로 문제 해결력 및 수업 참여도 검사를 시행하였
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문제 해결력 검사는 중재 실시 전 모든 연구 참
여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자 두 명(제3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에 의해 개별적
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학생당 1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문제 해결력 검사
에 대한 검사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 검사 전 과정의 약 30%를 녹음하
였다. 수업 참여도 검사는 PBL 중재 교육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교사들
이 국어 교과 수업과 직업 교과 수업을 실시한 후 수업 참여도 검사지로 학생
별로 2회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험 집단에만 별도로 협력적 수업 참여도 3개
항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2회 실시하였다.

(2) 중재
① 중재 전 교사 교육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를 (시행)하기 전, 본 연구의 실험 집단 중
재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을 약 60∼70분간 실시하였다. 교사 교육 전에

PBL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교사들에게 먼저 보내 PBL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대략 숙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재에 대한 교사 교육에서의 시간 단축과

PBL 개념에 대한 교사들의 보다 쉬운 이해가 그 목적이었다.
② 중재
본 연구의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은 세 명의 중재 교사에 의해 국어
과 혹은 직업 수업 시간에 주 50분간 총 12회기가 실시되었으며, 통제 집단에
는 일반적인 국어 혹은 직업 수업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수업의 주제는 일치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종속
변수인 문제 해결 검사 도구의 내용 자체가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 전체
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주제(14개)였기 때문에 통제 집단의 경우에도 수업 주제에
따른 검사상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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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검사
본 연구의 문제 해결력과 수업 참여도에 대한 사후 검사는 중재 종료 일주
일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되었으며, 검사자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후 검사 내용 가운데 약 30%를 녹음하였다. 실험 집단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 검사는 PBL 중재 실시 중(중 ․ 후반)에 교사들에 의해 2회 실시되었다.

7. 자료 처리
1) 종속변수의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통계 자료는 SPSS(window용) 12.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
다. 본 연구의 문제 해결력 점수의 변화는 두 집단 간 사전에 점수의 유의한
차가 나타나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수업 참여도에 대한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점수에 대해서는 두 독립표본 t 검증을 시행하여 점
수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집단에 실시한 협력적 수업 참여도
점수의 변화 정도는 두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성태제, 2007).

2) 연구 과제 1에 대한 검사자 간 신뢰도
본 연구의 연구 과제 1의 종속변수 측정을 위한 문제 해결력 검사는 개인별
검사로 진행되었으므로 검사자 간 신뢰도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사
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강혜경 외, 2011)는 검사 실시 전 준비 및 주의 사항

3개 문항(검사 환경, 검사자의 피검사자에 대한 태도, 검사 전 학생이 알아야
할 주의 사항), 검사 실시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한 5개 문항(질문의 정확
도, 유도 질문 여부, 피검사자 반응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검사 시간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사후 검사의 약 30%에 대한 녹음 자료 분석 결과,
검사자 간 신뢰도는 사전 93%, 사후 96%, 사전․사후 평균 신뢰도는 94.5%로
나타났다.

— 39 —

특수교육 연구 제19권 제2호(2012)

3) 중재 충실도
본 연구에서는 중재 실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중재 교사
세 명에게 중재 3주째부터 검사지(강혜경 외, 2011)를 보내어 12회기 중 약

30%(3∼4회기) 중재 충실도를 자기-평가 형식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의 중재 충실도의 구성은 교수 실행 수준을 알아보고자 총 10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교수의 실행 수준에 따라 점수(1∼4점)을 부여하였고, 교수를 실
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0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중재 충실도는 84.33%(40점
만점에 평균 33.73점)이며, 교사 세 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측정되었다.

Ⅲ.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이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의 고
등학교 장애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수업 참여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
시한 사전 ․ 사후 점수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 해결력에 대한 PBL의 영향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 장애학생의 문제 해결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전ㆍ사후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장애
학생의 문제 해결력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문제 해결력의 사전ㆍ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실험 집단 a
구 분

문제 해결력
a

통제 집단 b

사전
m(sd)

사후
m(sd)

사후검사
교정값
m(표준
오차)

사전
m(sd)

사후
m(sd)

사후검사
교정값
m(표준
오차)

38.07
(15.65)

46.71
(16.01)

52.64
(2.08)

50.79
(11.36)

50.64
(13.17)

44.72
(2.08)

b

n =14, n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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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문제 해결력 점수를 알아본 결과, 실험 집단의 사
전 점수는 38.07(SD=15.65)였고, 통제 집단의 사전 점수는 46.71(SD=16.01)로
통제 집단의 점수가 실험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공변인인 사전
검사의 점수가 사후 검사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00으로 유의 수준 .001보다 낮아 사전 검사의 영향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두 집단 동질성에 대한 Levene 검정 결과 유
의 확률이 .36(F=.867)으로 유의 수준 .05보다 높아 두 집단의 동질성은 가정되
었다. 따라서 PBL에 참여한 실험 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 문제 해
결력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표 6>과 <표 7>과 같이, 사후 검사 교정값이 실험 집단 52.64, 통제 집단
44.72로 산출되었으며 F 통계값은 6.57이고 유의 확률 .017로서, 유의 수준 .05
에서 집단에 따라 교정된 사후 문제 해결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는 실험 집단 장애학생의
문제 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7> 문제해결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공분산(사전)

4227.28

1

4227.28

77.78***

집단

356.867

1

356.87

6.57

오차

1358.79

25

54.35

합계

5694.12

27

*

*p< .05, **p< .01, ***p< .001.

2. 수업 참여도에 대한 PBL의 영향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수업 참여도 분석
전환교육 요소가 적용된 PBL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과 같이 실험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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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업 참여도 평균 점수는 28.04(SD=9.36)이며 통제 집단은 29.43(SD=9.04)
으로 나왔고, 사후 수업 참여도 평균 점수는 실험 집단이 39.04(SD=2.98)이고
통제 집단이 29.88(SD=8.89)이었다. 그리고 각 집단별 사후 수업 참여도 평균
점수에서 사전 수업 참여도 평균 점수를 뺀 차이 점수는 실험 집단이 평균

11.00 (SD=8.58), 통제 집단이 평균 .43(SD=1.28)으로 나왔다. 두 집단 동질성
에 대한 Levene 검정 결과 유의 확률 .926(F=.009)으로, 유의 수준 .05보다 높아
두 집단의 동질성은 가정되었다.
<표 8> 수업 참여도 점수의 사전ㆍ사후 검사 차이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실험 집단 a
구 분

전

체

사전
m(sd)

사후
m(sd)

28.04
(9.36)

39.04
(2.98)

통제 집단 b
사전 사후
차이
m(sd)
11.00
(8.58)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사후
차이
m(sd)

29.43
(9.04)

29.86
(8.89)

.43
(1.28)

t

4.561

***

a

n=14, bn=14.
*p< .05, **p< .01, ***p< .00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수
의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t 통계값은 4.561, 유의 확률은 .000으로서 두 집
단 간에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환교육 요소가 적용된 PBL 수업에 참여한 실험 집단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도 점수의 변화된 정도가 통제 집단 장애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 전환교
육 요소가 적용된 PBL 수업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2) 실험 집단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 분석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수업이 실험 집단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협
력적 수업 참여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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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험 집단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 점수의 사전ㆍ사후 검사에 대한 t 검정 결과
사전 협력적 수업 참여도

사후 협력적 수업 참여도

평균

2.71

10.07

표준편차

3.10

1.44

사례 수

14

14

t

-8.222

***

*p< .05, **p< .01, ***p< .001.

실험 집단의 사전 협력적 수업 참여도 점수의 평균은 2.71(SD=3.10)이며, 사
후 협력적 수업 참여도 점수의 평균은 10.07(SD=1.44)이다. 사전 협력적 수업
참여도와 사후 협력적 수업 참여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t

통계값은 -8.222, 유의 확률은 .000으로서 유의 수준 .001에서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수업에 의한 장애학생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는 사전과 사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PBL 수업은 장애학생의 협력적 수업 참여
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전환교육 요소가 적용된 PBL 수업에 참여한 고등학교 특수학
급 장애학생들은 기본교육과정에 의거한 일반적인 수업에 참여한 비교 집단
학생들보다 문제 해결력 점수와 수업 참여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환교육과 PBL 효과 및 선행 연구들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아
울러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수업의 성과에 관한 논의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진입을 앞둔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환교육 요소로 구성된 PBL을 적용하였다. 이들은 학령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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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학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신지체와 자폐성장애학생들(교육과학기술부,

2011)로 구성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
되는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PBL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들의 성
인기 삶의 영역과 그 하위 내용 가운데서 추출되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전환교육 요소를 담은 PBL이 장
애학생의 성인기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필요하며, 중요한 교수 내용 및 방법
론이라고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PBL 성과는 일반학생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 및 장
애학생 대상의 PBL 교수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수업 참
여 행동 등의 증진을 보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강인애, 2003; 조연
순, 2006; 이경순, 송준만, 2007; Achiles & Hoover, 1996; Cerezo, 2004)이며,

PBL 교수가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 강화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강혜경 외, 2011, 이경순, 송준만, 2007; Kirkwood, 2000)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 기술이
강화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성과는 앞서 정신지체특수학교 고등학생이 졸업 후 맞게 되는
성인기 각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 기술(life skill) 요소를 담은 PBL 적용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강혜경 외, 2011)에서의 연구 성과를 통합교육 상황
인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에게로 확대하고 있다. 강혜경 등
의 선행 연구(2011)에서는 PBL 적용 수업 성과가 특수학교를 넘어서서 일반
학교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 기대를 표현한 바 있으
며, 본 연구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 특
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과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의 지역사회
환경을 비교한다면, 특수학급 재학생의 경우가 거주지 우선 원칙에 따라 배정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사회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거나 보
호자의 도움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추후 진
로지로의 독립적인 이동과 지역사회 참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PBL 학습
을 통하여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현재
의 일상생활과 향후 이들이 직면할 문제 해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향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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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중등 특수교육 시기의 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 실시에 있어 ‘교수 방
법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한경근, 이민식, 이병혁 공역, 2011)임을 고
려할 때, PBL을 사용하여 장애 청소년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를 하였
으며 그 결과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PBL 교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장애학생 적용 성과를(강혜경 외, 2011, 이경순,
2007; 임소인, 신현기, 2006) 전환교육 요소로까지 다시 한 번 확장·확증하였
다고 할 수 있다. 실상 장애학생의 성인기 성과(outcome)에 대한 우려와 관심
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졸업 후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교수 내용과 방법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PBL 수업 방식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절대 이론에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 경험 중심의 적용이
가능한 교수 방법론을 제공하였다(강인애, 2003; 조연순, 2006; Buragoyne,

2005; Cerezo, 2004; Chin, & Chia, 2004; Kirkwood, 2000; Torp & Sage, 2002)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통
합된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므로 문제해결중심의 PBL은 학생의 일상적 삶
의 상황과 분리되지 않는 중재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내용의 학습은 장차 이들의 전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
측이 가능하다.

2.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 실시 후 수업 참여도 변화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PBL을 경험한 특수학급 재학 장애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파악해봄으로써 학습 동기 및 참여 증진을 위한 PBL의 교수법적 가치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전환교육 요소가 적용된 PBL 수업에 참여한 실험 집단
장애학생의 수업 참여도 점수의 변화된 정도가 통제 집단 장애학생들보다 높
게 나타나, 전환교육 요소가 적용된 PBL 수업이 고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
의 수업 참여도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PBL을 이용한 교수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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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수업 참여 정도를 높인
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경순 , 송준만 , 2007; Achiles &

Hoover, 1996; Burgoyne, 2005; Chin,& Chia, 2004; Kirkwood, 2000). 즉 , PBL
수업을 통해 연구 참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향상되었으며 수업 시간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수업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험 집단의 협력적 수업 참여도 분석 결과, PBL 수업은 학습자 간
협력 과제 수행하기를 통해 협동심, 책임감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기술을 향
상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Lambros, 2002; Ochoa & Robinson, 2005; Schmidt

2000; Torp & Sage, 2002)에 견주어볼 때 이러한 능력 역시 향상된 것으로 가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 작용 능력은 긍정적 관계 형성의
시작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성 기술의 발달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 참여 학생들이 PBL 수업 시 협력적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그로 인해 수업 참여도 뿐만 아니라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대인 관계 기술 또한 증진시킬 수 있었다면 그 의
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밝힌 긍정적 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1)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문제 해결력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는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검사 결과 해석에 한계점이 있
다. (2)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3)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중재 교사의 교사 경력에 다소 차이가 있어, 중재자의 경력 및 교육
경험의 차이가 본 연구 결과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4) 협력
적 수업 참여도를 실험 집단에서만 검사함으로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하여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 중학생
이나 초등학생,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환교육 요소를 적용한 PBL 중재
의 효과를 확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와 자
폐성장애를 포함한 고등학교 특수학급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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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 자폐성장애)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PBL 중재를 개발하여 더욱 세
분화된 중재 적용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그림(삽화) 이외에 문제 상황의 원
인이나 결과에 대한 PBL 수업 자료를 멀티미디어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식의
공학적 자료로서 제작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
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 해결력 향상이나 수업 참여도 이외에 장애학생의 사회
적 관계 기술, 의사소통 능력 등의 여러 가지 종속변수에 미치는 PBL 중재의
영향에 대해서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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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전환 요소를 적용한 PBL 교수-학습 지도안의 예시
교
과
학
습
목
표

단
계

국어
직업

영역

대인 관계

주제

이성 교제

ㆍ그림을 보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말할 수 있다.
ㆍ일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ㆍ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흐
름

중심
활동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학생 활동

자료ㆍ
유의점

ㆍ플래쉬
자료
- 상황에
ㆍ단원 문제 제시
따라
-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으므로 많은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고 필
강화물
요한 이야기도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약속도 하고, 모여서 음식을 먹고
안내

▶ 상황에 따라 PBL 문제 제시 전에 남녀 간의 이성 교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여자 친구(혹은 남자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이성 친구와 데이트해 본 사람은? 등
1. 문제 제시
및 파악

도
입
▶회기 문제
제시

5
분

즐겁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할 때는 전화로 이멜
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렇듯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
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철이는 여자 친구 미진이와 만나고 있다. 오늘은 미진이의 생일이라 ㆍPPT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다. 미진이는 철이와 카페에 가서 케이크와
과일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다. 그런데 철이는
트레닝복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나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자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철이와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체
수
업

ㆍPPT
그림 자료
비디오
테이프

▶문제 파악

전
개
42
분
협
동
학
습

ㆍ문제 상황에 대한 결과 예측 및 원인, ㆍ교사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게시판
문제 해결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
설명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듣고,
- (그림을 보고) 바로 뒤에는 어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다.
일이 일어날까요?
-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 우리는 어떻게 철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모둠 구성
ㆍ2~3명씩
짝지어 모둠을 구성하고, ㆍ원하는 모둠에 자원하거나
하기
원하는 구성원을 추천한다.
모둠별로 협력하여 위험에 처한 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도록 안내
‣게시판 제공
( 예 , 전 지 1 / 2 , ㆍ문제 해결 게시판을 제시하고 세 ㆍ제공된 게시판에서 모둠으로
결과 예측, 원인 파악과 문제
가지 영역의 질문에 맞게 게시판을
A3)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
모둠별로 완성하도록 설명
엇인지 의논한다.
ㆍ모둠별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예) 그림, 인터넷 사이트,
백과사전, 그림 자료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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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협동 수업
전에 학급
아동들의
수준에 따라
문제 상황에
대한 단서
조절 가능
- 한 모둠
에는 아동
수준이 상중하
골고루 배치
되도록 하고,
모둠 구성에
상 수준을
먼저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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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흐
름

중심
활동

교수-학습 활동
교사 활동

학생 활동

2. 문제 탐색 ㆍ모둠별로 ‘결과 예측/원인 파악’을 ㆍ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결과 예
‣ 결과 예측․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아다니며 지원
측/원인 파악 게시판 완성하기
원인 파악 1) 그림을 보며, 이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과 예측)
- 예, 여자 친구는 철이에게 화를
낼 것이다. 철이는 여자 친구가
2)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원인/이유)
화를 내서 기분이 나쁘다 등
- 예, 철이가 여자 친구의 생일을
생각 못해서, 여자 친구는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서 등
철이를 도와주자(게시판의 예).
<결과 예측>

<원인 파악>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
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
까요?

자료ㆍ
유의점
ㆍ비디오
테이프,
CD-ROM
그림 자료
등

-게시판
과제는 그
림자료나
글자나 모
두 사용가
능

<해결 방안>
어떻게 도와줄까요?

‣ 해결 방안

전
체
수
업

개
별
학
습
정
리
5
분

전
체
수
업

ㆍ모둠별로 문제에 대한 ‘결과 예측 ㆍ모둠별로 협력하여 어려움에
및 원인’ 게시판이 완성되면 철이
처한 철이를 도와줄 문제 해결
를 도와줄 문제 해결 판을 완성토록
방안에 대해 과제를 완성한다.
독려한다.
- 예) 철이에게 여자 친구가 본
3) 철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인의 생일을 미리 얘기한다,
(해결 방안)
철이는 여자 친구를 위해 몸단
장을 잘한다. 등
3.모둠별 발표
ㆍ모둠별로 완성된 게시판을 발표시키기 ㆍ발표자는 자신들의 모둠이 완
및 보충 수업 - 발표자는 모둠에서 선발하거나 원
성한 게시판을 보며 문제에 대
하는 학생이 먼저 발표하게 유도
한 결과 예측, 원인 파악,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ㆍ모둠별 발표 후 각 영역에 대한 해 ㆍ어느 모둠이 발표를 잘했는지
결안들이 어떤지 학생들에게 질문하
교사의 질문에 답하고, 교사의
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미흡하거
설명을 들으며 자신들의 과제
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보충 설
와 다른 모둠의 과제를 비교한
명한다(예, 이성 교제에 대한 올바
다(과제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른 방법 설명).
파악).
4. 개별 학습 ㆍ개별 학생별로 수업한 내용에 대해 ㆍ개별 학습지를 완성하고, 교사
복습 차원에서 학습지를 해결하게
가 제시하는 일반화를 위한 문
ㆍ평가
하고, 일반화를 위해 수업한 내용과
제 해결 방안에 대해 간단히
유사한 문제를 간단히 질문
대답한다.
ㆍ본시 수업에 대해 학생에게 자기- ㆍ교사가 제시하는 자기-평가지
평가시키기
를 보고 답한다.
5.수업 정리

▷ 개별 학습과 자기평가 시간이 완료 ㆍ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되면 수업을 마무리하기
․ 문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질
문 및 설명하기
ㆍ수업 후 개별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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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발표 시에
는 모둠원
이 한 번
씩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ㆍ여러 가
지 그림
자료, 인
터넷 사이
트등

ㆍ개별 학
습지
ㆍ자기평
가는 매
회기 실시
하지 않아
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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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ransition Elements & PBL on Problem-Solving
Skills an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in Special Class
Kim, Jeonghyo(ST. Peter's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Kang, Hyekyung(Korea Nazarene University)
Lee, Kyungsoon(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blem Based
Learning(PBL) on problem solving skills an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in special class. We were to develop PBL models that implemented
transition educational factors increase adaptation to community and integration to
socie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8 students who currently study at
special class in regular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14 students were assigned to each
comparative and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roblem solving scores of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from those of
comparative group. 2) The results also indicated transition elements-applied-PBL
teaching methods and processes improved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as well.
The study has it significance as an academic research because it proved that
PBL combined with transition factors wa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that brought
positive improvements in problem solving skills as well as class participation attitudes.
keywords : PBL, problem-based learning, problem solving, disabilities. class participatio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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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이 겪었던 교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이 명 희(성남혜은학교)
원 길 재(성남혜은학교)

< 요 약 >
정부의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임용된 정신지체특수학교(가칭 푸른
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를 둘러싼 교직원들이 경험한 교직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맹인 시각장애교사, 관리자, 동료 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드러난 6개의 주제는 준비가
부족한 제도, 미안함 vs. 부담, 혼란, 현실 바로 보기, 합리적 조정, 역량 강화였다. 드러난
주제를 토대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함께하는 문화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학교 현장에
존재하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와 사회 통합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푸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애인 교사를 발령받아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될 일선
학교 현장과 장애인 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장애인 교사, 시각장애, 정신지체특수학교, 질적 연구

Ⅰ. 서

론

장애인 교사가 일반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를 가진 교사가 학교에서 교직 생
활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종종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잠잠했던 장애
인 교사의 교직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왜 갑자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
을까? 그 이유는 정부 기관과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장애인 교사가
임용되어 발령받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교원 임용 시험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선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별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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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교사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
고 있다. 나아가 2011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교사 신규 채용에서 장애인을 6%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장
애인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원을 공석으로 남겨야 하는 방안
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0년 말 현재 장애인 교원의 수는 2,514
명에 이르고 있지만, 고용률로 따져 보면 0.78%이며 이는 공공 부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조윤화 · 서동명, 2011).
학교에 배치되는 장애인 교사는 비교적 장애가 양호하여 학교생활에 별 무
리가 없는 교사들도 있지만,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언
론을 통해 장애인 교사의 학교적응 사례로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대체로 중증
장애교사인 경우가 많다. 일례로 2012년 봄에 전맹(totally blind)인 시각장애교사
가 일반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안내견과 함께 교직 생활을 하는 모습이 TV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5부작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전맹은 시력이 0으로 빛
지각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 교사들은 교직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귀희(2010)는 장애인 교사의 교직 생활에 대한 어
려움으로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음, 동료교사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서소통의
장애, 학교로부터의 물리적·사회적·정서적인 소외, 교원 평가제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 등을 들고 있다. 박경수 외(2009)는 학교 관리자들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예산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교육 환경을 개선
하거나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꺼리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장애
인 교사의 임용을 반대하지 않지만 일단 임용된 장애인 교사는 각자 알아서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조직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거
부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시각장애인 교사가
각각 일반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학교(정
신지체특수학교-가칭 푸른 학교)에도 2011년 장애인 교원 별도 선발에 의해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를 신규교사로 발령받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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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정신지체특수
학교의 특성상 언어보다는 몸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일이 많은데 전
맹의 시각장애를 가진 교사가 행동에 문제가 많은 정신지체 학생들을 지도하
기는 쉽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1
년간을 함께 근무하면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그를 둘러싼 교직원들을 심
층 면담한 결과, 푸른 학교의 교직원들이 처음의 우려를 잘 극복하고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함께하는 성숙한 교직문화’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의 확산과 더불어 전맹인 시각장애 특수교사
를 포함한 장애인 교사의 일선 학교 배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본인과 학생의 장애 종별이 다른 특수학교나 장애 구분이 없는 특수학급에 배
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특수학교인 푸른 학교에서 전맹
인 시각장애교사가 교직 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
황들과 학교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밝혀내고, 전맹인 시각
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이 겪었던 교직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함께 근무하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그를 둘러싼 교직원들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면담을 실
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 교
원 임용 정책’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정신지체특수학교에 전맹인 시각장
애를 가진 교사가 임용되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 참여자로서 이해하려
고 하였으며, 이들이 펼쳐내는 교직 경험의 의미를 교육적인 시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나아가 전맹인 시각장애교사를 먼저 발령받은 푸른 학교의 경험
이 앞으로 장애인 교사가 배치될 일선 학교에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지체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의 교직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정신지체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이 겪는
교직 경험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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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교직 생활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국내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배치되어 경험한 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사전 지
식이 없고, 사례를 둘러싼 관계자들 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사회적 관계와 상
호 작용을 탐구해야 하며, ‘장애인 교원 임용’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해 국지적이지만 총체적인 연구 수행에서 양적 연구로는 그 본
질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조용환, 1999). 본 연구의 현장은 전맹
인 시각장애교사가 배치된 경기도 내 정신지체특수학교 중 한 곳(가칭 푸른
학교)이고,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다. 연구자들
은 푸른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이며, 연구 참여자는 푸른 학교의 전맹인 시각
장애교사와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직원들이다.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학교의 관리자, 전맹인 시각장애교
사의 업무를 돕거나 협력 교수를 했던 동료 교사,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친
분이 있는 교사,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
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면서 익명성과 비밀 보장 및 연구 철회의 자유와 권한을 알려
주는 내용과 연구가 종료되면 면담기록을 폐기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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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경력

역할

기타

관리자

21년

교감, 조정

다정하며 합리적임

시각장애 이 교사

1년

음악 수업, 악기관리 업무

호기심 많고 긍정적임

동료 박 교사

11년

업무 부서원-예체능 업무

업무에 대한 통찰력과 배려심 많음

동료 김 교사

2년

음악 교담-협력 수업

사려 깊고 열정적임

동료 민 교사

2년

동료, 전맹 교사의 친구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냄

특수교육보조원

8년

특수교육보조원

쾌활하고 경력이 많음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료수집, 자료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공립 정신지체특수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이며 모두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있다.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관계자들과 1년을 함
께하며 직접 · 간접적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경험의 심층적인 본질을
알아가기에 용이했으며 , 사례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인 외부인 관점

(etic)과 연구 참여자로서의 관점인 내부인 관점(emic)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
다(조용환, 1999).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푸른 학교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도
록 개방형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면담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가
고 연구 과제의 답을 찾기 위해 반구조적인 질문들을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
였다. 심층 면담 횟수는 개인당 2~3회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수시로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였고 면담 내용
은 보이스 레코더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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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 역시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 이론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의 과정과 절차에 따
라 연구자들이 함께 자료의 지속적 비교 과정을 거쳐 개방 코딩, 축 코딩, 선
택 코딩을 하며 유목화하였다. 코딩이 끝나면 하위 주제를 도출하고 하위 주
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며 다시 상위 주제를 찾았으며 축 코딩에서 도
출된 주제로 첫 번째 연구 과제에 대한 결과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축 코딩의
결과 인과적 조건은 ‘준비가 부족한 제도’이고 중심 현상은 ‘혼란’, 맥락적 조
건은 ‘미안함 vs. 부담’, 작용·상호 작용은 ‘합리적 조정’, 중재적 조건은 ‘현실
바로 보기’이며 결과는 ‘역량 강화’이었다. 교육학적 문화 연구는 다양한 문화
적 활동 속에 붙박여 있는 ‘교육’을 연구하는 것이다(조용환, 1999). 따라서 두
번째 연구 과제의 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교직원들의 경험을 교육계
에 존재하는 교사의 ‘전문성’과 장애교사의 ‘사회 통합’에 대한 담론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3.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검토
작업을 거쳤고, 그에 대한 반응을 다시 논문에 반영하였다. 연구자들이 연구
참여자들과 1년을 함께 근무함으로써 장기적인 참여 관찰을 하였고 다른
학교 시각장애인 교사들과 면담 내용에 대한 비평 작업을 거쳐 타당성을 갖추어
나갔다.

Ⅲ.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한 교직 경험
새로 발령받은 교사들이 시청각실에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다음 스텝을 안
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전에 같이 근무하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만났던 시각장애교사는 내 앞줄에 홀로 앉아있다. 아마도 신규 발
령이라 아는 사람이 아직 없는 모양이다. 한참이 흘러서야 본교에 근무하던 교

— 60 —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교직원들이 겪었던 교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들이 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어떤 젊은 여교사가 오더니 시
각장애인 교사에게 반갑게 이야기를 한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 모양
이다. 시각장애인교사는 드디어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인 교사
는 옆에 앉아 나이스 인증서 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 나는 그제야 앞
줄에 앉아있던 교사를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다른 사람과 수다를 떨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인 이 교사는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그 공
간의 맥락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섣
불리 참견하기 어려운 것 같았고 누군가 먼저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구자 관찰).

2011년 3월 경기도 내 정신지체특수학교인 푸른 학교에 전맹 시각장애교사
인 이 교사가 발령받았다. 이 교사의 발령은 정부의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의 발령에 대해 학교의 준비는 전무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시각적인 정보로 학생들을 파악하여 몸으로 지도해야 하
는 정신지체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전맹인 시각장애교사를 발령받은
것은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에게 적잖이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관리자들은 이 교사를 발령받은 이상 이 교사가 교직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하며 수업 배정과 업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교사는 음악 교과전담 수업을 맡게 되었으며 음악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교사의 불편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료 음악 교과전담교사인 김 교사와 합반
을 하게 되었다. 협력 교수를 하며 함께 두 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두
교사 모두에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되었다. 김 교사는 이 교사의 몫까지 학
생들을 돌보느라 육체적으로 힘들어졌고, 이 교사는 독립적인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학교 업무에서도
주변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 이 교사와 김 교사는 고민 끝에 협
력 교수의 어려움을 학교의 관리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리
자는 두 교사와 상담을 하고 협의를 통해 두 학급을 분리하여 수업하도록 하
였으며, 학교 내의 특수교육보조원을 이 교사의 학급에 배치하여 수업 및 학
생생활 보조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이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잘 해내고 있고, 동료 교사들도 이 교사의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돕게 되었으며, 푸른 학교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함께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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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교사인 이 교사가 정신지체특
수학교인 푸른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적응해 나가는 이야기, 푸른
학교의 교직원들이 이 교사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던 이야기를 주제별
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1. 준비가 부족한 제도
정부의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장애인 교사는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도 발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 장애인 교사
를 일선학교에 발령 내기는 하였으나 장애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처음에 전맹인 교사를 우리 학교에 배치한다는 연락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준
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
사가 정신지체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았
는데, 언어보다는 신체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교출(학교 밖
으로 나감)이나 과잉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업무 또한 보조가 필요한데 보조 인력의 지원이 없어 많이 당황스러웠지요(교감).
발령받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었고 걱정
을 많이 했지만,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겠지’라
고 생각했어요(이 교사).
대학 다닐 때 친하던 친구가 학교에 발령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보조하는 분
이 함께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령받은 첫날 친구가 혼자 와서 말은 하지 못했
지만, 깜짝 놀랐어요. 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동료 교사3).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보조 인력의 지원 없이 학생
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교사 본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정신지체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사에게는 관찰이나 몸의 수고가 더욱
요구되는데 관리자나 동료교사들은 전맹인 이 교사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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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 교사
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2. 미안함 vs. 부담
교사라면 학교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학급관리, 학생의 생활지도, 평가, 학교
업무 등의 일을 처리하게 된다. 각자의 맡은 일로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에서
다른 동료에게 부탁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다.
환경 정리나 청소, 음악실 관리를 협력 교수를 함께하는 김 선생님이 해주셨
어요. 악기 구입은 부서 선생님이 도와주셨고요. 여러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함께 청소를 하긴 하지만 청소할 때는 보
조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화장실 지도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면 오래 걸려서 안타
까워요(이 교사).
우리 부서에 업무가 많아 지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요청했는데 전맹인 시각장
애교사를 증원 인력으로 보내주셔서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어요. 업무를 아
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박 교사).
이 선생님이 적극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일반 선생님들과도 무척 어울리고 싶
은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에게 누가 될까 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보여요.
특히 현장 학습 따라가는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른 학생들도 봐야 하는데...
이 선생님도 혼자 가긴 어렵잖아요. 이 선생님은 모든 걸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럴 땐 제가 함께 갈 때도 있고 반에서 잘하는 아이에게 함께 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 선생님이 개의치 않고 함께 해주시고 계세요(특수교육보조원).

이 교사는 긍정적이며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동료
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협력 교수나 부서 업무는 한 사람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분량이 많고 책임 또한 따르는 일이다. 이
교사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거나 부탁을 하는 일이 어려워 참는 일이 많았으
며 동료 교사의 경우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기 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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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되는 일로 느껴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개인에게 책임으
로 주어지지 않고 간헐적인 도움을 줄 경우에는 여러 동료 교원들이 이 교사
를 기꺼이 도와주려 하였다.

3. 혼란
초기에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치고 협력 교수를 실시하며 적응의 시간을 지
나는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심 현상은 ‘혼란’이었다.
발령받기 전에 앞으로 하게 될 수업의 형태는 보조원과 함께하는 독립 수업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와 보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른 교사와 협력 수업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초임 발령이라 학
교에 뭐라 말하지도 못했어요. 학교가 학기 초라 바쁘기는 했겠지만, 누군가 한
번쯤 저에게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이 교사).

학교의 관리자들은 이 교사를 배려한다고 협력 교수를 결정하였는데 이 교
사와의 협의 없이 결정한 배려가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
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교사를 배려하고 역할을 부여할 때 장애인 교사 당사
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협력 수업을 할 때 수업은 정신이 없었어요. 뭔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 뒤치다꺼리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저는 한 명은 볼 수 있어도 여러 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는 선생님이 사고를 일으키는 여러 학생을 보느라 힘드
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동시에 여러 명이 안 되니까 어려웠
어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말 때문에 회의가 든
적이 많아요. 학생들의 문제 행동은 저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회의도 들기도 했지만, 다음 날 학생들을 보면 기운이 생겼어요(이 교사).

보조 인력이 아닌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두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력 교사들 간에 역할의 혼란과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어쩔 수 없이 김 교
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으며, 김 교사에게는 양해나 배려의
차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 교사는 이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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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용히 이해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협력 교사인 김 교사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요구하였다.
지원이 없이 두 배의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보조원이
아닌 동료 교사로서 장애를 가진 교사의 자존감을 지키게 해주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변처리 등의 이유로 제가 교실을 비웠을 때 교
실에 남아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이 들었고요. 매번 상황과 사람,
각각의 특징과 세부적인 환경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
감을 가졌어요. 장애를 가진 교원이 결국 약자라고 보는 시선과 마음속으로는
분명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협력 교사만의 책임이라고 관망하는 동
료들 때문에 속상했고요. 나에게 미안해하지만 1년간을 수고하며 버티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김 교사).

전맹인 시각장애인교사를 위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력 교수를 통
하여 교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는 어려움이 예상된 일이었으며
모험이었다. 관리자를 비롯한 주변 동료가 협력 교수를 하며 같은 생활권에
있는 두 교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는 하였으나 잘 해내기를 기대하며 관망하
고 있었다. 이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처럼 곁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김 교사도 학생들의 안전이나 육체적·정신적
피로 등의 이유로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

4. 현실 바로보기
혼란의 현상 다음으로 현실에 대한 직시가 이루어졌다. 막연한 기대나 환상
에서 벗어나 혼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주
어진 환경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 의
견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제가 교실을 비울 때마다 반복되는 학생들 간의 폭력에 대한 물증으로 학생의
머리에서 빠진 머리카락을 이 선생님께 쥐여 드렸어요. 문제가 학교에 드러나기
를 원치 않았던 이 선생님도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는 협력 교수가 어렵다
는 것을 함께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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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선생님은 수업 개발에는
오히려 뛰어난 점이 많아요. 본인의 능력도 좋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수업이 불
가능한 시각장애 여건이 매 수업을 연구수업처럼 준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평가에서는 정신지체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부분
이 많기 때문에 전맹인 교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생활 지도 및 학급 경영에서도 언어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부분이 많
아서 학급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교감).

이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적응해 나갔지만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맹인 시각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의 벽은 높았다. 시행착오를 통해
어려움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이 교사와 학교의 교직원들은 해결을 위한

생각들을 모으게 되었고, 어떤 것들은 극복하기 힘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극
복 가능한 것인지 알아가는 과정에서 열심히 수업하며 학생들을 아끼는 이 교
사의 장점 또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덕분에 장애교사의 업무, 담임, 교담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관심을 갖게 되었
고, 교직원이나 학부모 및 일부 학생들은 장애교사를 직접 대하면서 편견을 무
너뜨리게 된 점도 있으나 어려운 점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장애가 있는 만큼 지
원해야 할 부분을 채워주어야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루빨리 후속지원정
책이 마련되어 장애교사 본인이나 배치되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 같
아요. 또한 장애 교원의 장애 영역과 특성에 맞게 학교를 구분하여 배치하면 좋
겠어요(교감).
발령받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교사로 맹학교에 가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
하셨어요. 저도 맹학교에 한번 가고는 싶지만 다른 영역에서 일반 사람들과 접
하며 일하고 싶어요. 그것이 사회 통합의 의미 아닌가요? 저의 장애가 물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전 다른 쪽에서 채워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들께 배우는 것보다 덜 배우게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해요(이 교사).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의 정신지체특수학교 발령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달랐다.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의 장애 특성이 정신지체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장애교사도 본인의 장애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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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장애인 교사처럼 여러 장애 종별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5. 합리적 조정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함께하는 교직 생활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
니라 구성원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학교의 관리자와 교사들은 관
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였으며 문제와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나갔다.
초기에는 서로 간에 대화의 시간을 늘려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어요. 보조원의
확대 배치나 활동 보조인의 도움 등 가능한 방법들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담임
이나 부담임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이동이나 신변 처리의 도움을 요청하여 도움
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학교에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거예요. 어
려움을 토로하니 동료 교사들과 부장님들,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주셨어요(김 교사).
학생들을 보조하는 보조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원을 위해
보조원을 따로 빼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료교사와 함께하는 협력 교수를 결
정한 건데 교사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다고 하여 학
교 내의 보조원을 한 명 빼서 장애교원과 함께하는 교실에 들어가도록 하고 두
학급으로 분리했어요. 그랬더니 두 교사 모두 좋아하며 만족해했어요(교감).

학교에서 교사들 간의 갈등과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학교의 관리자들
은 교사들의 어려움에 바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사들 간의 감
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시스템의 문제로 여기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만족하게 되었고, 각각의 교실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조정의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학급을 보조하던 특수교육
보조원을 빼서 이 교사의 학급에 투입한 것은 다른 학급과 다른 학생의 결손
을 초래했고,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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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량 강화
이 교사는 특수교육보조원과 함께 수업하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
게 되었다. 눈이 안 보이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장애인
교사 본인이 부단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교직 생활을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선생님은 상당히 독립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세요. 학교 지리도 잘 알
아서 혼자서도 잘 다니세요. 많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같이 생활하면서 가능
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 이 선생님이 전맹인 시각장애인이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로 업무 처리가 늦다고 생각해요. 전맹인 시각장애인
이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같은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다면 학교
생활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도와줄 눈이 필요한 거죠(박 교사).
부탁하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회의가 있으면 “같이 가
자”고 하고, 나이스 입력으로 낑낑대고 있으면 “입력해줄까?” 하고 물어보고, 에
듀파인을 하고 있으면 “같이 하자”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또 업무적인 것보다 많
이 친해지려고 했으면 좋겠어요(민 교사).
장애인 교사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집약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기를 돌아보고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학교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 같아요. 업무 배치 전에 여러 가지 업무를 경
험할 시간을 주고 차기 연도에 선택하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박 교사).
우려와는 다르게 고민하고 지원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방법은 있게 마
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 교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알게 된 것 같
아요. 또한, 정부의 장애교원 정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지원 방향에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는, 정리된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장애인 교사가 없는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는 희소하고 훌륭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게 된 셈이죠. 덕분에 훈
훈한 학교가 된 것 같아요(교감).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한 해를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교의 교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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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기가 되었다. 전맹인 시각장애교사와 함께하는 새롭고 훈훈한 교직문
화를 만들어 냈으며 이 교사 본인이나 관리자, 동료 교사 모두 전맹인 이 교사
도 학교에서 무리 없이 교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고 어려운
일은 생각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Ⅳ.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 경험의
교육적 의미
1.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문화의 가치
최근 장애를 가진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인터넷이나 TV,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만큼 장애인 교사
가 일선 학교에 많이 임용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들의 교직 생활 이야기와 성공적인 사회 적응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훈훈한
감동이 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교사들이 교단에 들어서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단한 인식
개선과 법 제정, 제도 마련 등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있었다. 근로 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공포하였고 2005년 5월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적용
제외율이 모두 해제되었다. 정부 부문의 여러 직렬 중 교원, 즉 교육계는 사회
적인 변혁이나 개선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며 ‘교원의 전문성’이라는 가
치를 내세워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루어 왔다. 하지만 장애인 교원의 채용 확
대로 인하여 교육계 전반의 인식과 환경 개선을 포함한 혁신적 조치를 서두르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장애 교원의 임용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
며 2008년 교원 임용 시험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선발하는 등 시․도 교육청별로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 교원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교원의
임용률이 현재 전체 교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홍여
형, 2011) 장애인 교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는 상당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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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 교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는 달
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진다. 채용 이후 장애
인 교사의 적응에 대한 문제는 고스란히 장애인 교사 본인과 배치받은 학교의
몫이 되고 있다. 아직 장애인 교사와 장애인 교사를 배치받은 학교에 어떤 지
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배치된
장애인 교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학교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교사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들의 욕구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교사가 교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제 장애인 고용은 ‘시혜’가 아닌 ‘의무’적인 사회적 가치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 기관들을
속속 언론에 공개하며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장애인
교사가 배치된 일선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사회 통합의 개념은 이
미 ‘참여’에서 ‘포함’으로 그 의미가 변하고 있고(홍여형, 2011). 국가적으로도
장애의 불리함을 뒷받침하려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적 의사소통이나 인식
개선과 같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루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른 학교에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오게 된 것이며, 푸른
학교와 같이 장애인 교사를 발령받은 학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독특한 교직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장애인 교사를 발령받음으로써 학교에 짐이나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서 오히려 푸른 학교만의 독특한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었다. 푸른 학교는 학
교 구성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가
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 교사도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
었다. 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훈훈한’ 문화를 만들어 낸 것은 여타 학교들에
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성공해 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성화 프로그램이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면 교직문화는 특별한 목적이 없고, 성과가 보이지는 않으나 생활 속에서 자
연스럽게 공동체의 애환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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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며 자부심이고 가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푸
른 학교는 장애인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희소하
고 훌륭한 문화적인 자산’을 갖게 된 것이다.

2. 교사의 전문성과 장애인 교사의 사회 통합에 대한 딜레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교육의 성패가 교
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된다. 교직은 지속적이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직업이다. 교사의 역할은 교원으로서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로서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교수, 평가, 생활 지도, 학급 경영, 전문성 개발
로 볼 때 교사는 필요한 핵심 역량들을 갖추어야 한다(최진영 외, 2009).
특수교사란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장애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로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수업, 생활 지도,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교사를 의미한다(정대영·한경임,

2008). 특수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 특성과 다양한 개인차,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최적의 교수
방법과 자료를 투입하여 학생의 교육적 가능성을 끌어내고 최대한 신장시키
며, 보다 높은 차원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일반교육 교사
에게 필요한 능력은 물론, 추가적으로 특수아동의 장애 영역에 관계없이 공통
적으로 요구되는 능력과 장애 영역에 따른 특수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병
하, 2006). 이 때문에 특수교사는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더욱 높은 전문적 자
질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교사는 오랫동안 일반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임용고사를 거쳐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교직 생활을 영위해왔다. 따라서 그동
안 교육계에 장애인 교사의 수는 적었지만, 교직의 전문성은 일반교사와 동일
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을 통하여 장애
를 가진 교사가 일반교사와는 다른 절차로 임용됨으로써 일선 학교에 배치된
장애인 교사는 과연 교직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하는 교육계의 전
문성 평가의 잣대를 은연중에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학교의 말 못할 딜레마가 있다. 교직의 전문성은 일반교사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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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잣대이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학부모들도 이 잣대로 교사들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다. 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장애인 교사가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겨지
지만,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특성을 놓고 보았을 때 일반교사들의 수준으로 동
일하게 검증되지 않은 그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통합교육과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장애인 교사도 교육 현장에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정한 통합교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사회 통
합이라 일컬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교사들도 엄격한 평가를 거쳐 교
사가 되고 계속되는 평가를 받는 만큼 장애인 교사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교감).

이제 일선 학교에는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장애인 교사의 발령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른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을 학교 내에서 구현하는 한편, 교육의 핵심가치인
교사의 전문성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장애교사의 사회 통합을 함께 충족시
킬 방법들을 찾기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배치된 정신지체특수학교의 교직원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제는 ‘준비되지 않은 제
도, 미안함 vs. 부담, 혼란, 현실 바로보기, 합리적 조정, 역량 강화’등 이었다.
도출된 주제를 토대로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 경험의 의미
를 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문화의 가치, 교사의 전문성과 장애교사의 사
회 통합에 대한 딜레마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푸른 학교는 전맹인 시각장애
교사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관리자의 협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
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열
심 있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이 교사는 자신의 장애에 연연하지 않고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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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료 교사들과 소통하며 학교의 문화를 배우는 데 열성적이었다. 또한, 학
생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하여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에게 인정
을 받았다. 둘째, 관리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들 수 있다. 푸른 학교의 관
리자들은 열린 태도로 이 교사나 주변의 동료 교원 및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을 함으로써 교사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였고, 유연한 태도로
협력 교수 및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셋째, 함께 한
동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원을 들 수 있다. 부서원들의 업무 지원, 정신
지체학생들을 보조한 경력이 많은 특수교육보조원의 학급 지원, 동료 교사들
과의 친밀한 관계 등이 이 교사의 학교 적응을 도왔다. 이와 같은 성공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드러났다. 정책적으로 보조 인력이나 보조공
학시스템의 지원이 되지 않아 전맹인 시각장애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동료
들 간에 서로 부담이 된 점이 그것이다. 도움을 주는 입장이나 도움을 받는 입
장이 되지 않고 장애인 교사가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교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푸른 학교의 사례를 토대로 장애인 교원과 함께하는 교직문화의 교육적 의
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해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푸른 학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을
학교 내에서 구현하여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문화를 만들
었다.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은 오랜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장애인에 대
한 정책을 통합하는 산물이다. 오래전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
애인 의무 고용에 관하여,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특수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전환교육에 관한 정
책들을 펼쳐 왔다.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과 학교에 발령받은 장애인 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은 바로 이러한 각 기관의 노력이 모이는 지점이 될 수 있고
특수교육 측면에서 보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의 교육
에 대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는 장애인 교사가 교직에 적응
하기에 적합한 토양이기도 하지만 장차 장애인 교사가 될 장애학생들을 길러
내는 곳이기도 하다.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교사가 성공적으로 교직 생활을 수
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보완할 점들을 찾아내어 정책적으로 제
안하며, 특수학교 내에서 장애인 교사와 함께하는 교직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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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래에 교사가 될 장애학생들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교
사의 전문성과 장애인 교사의 사회 통합에 대한 딜레마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
딜레마는 배치받은 장애인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줄 시스템을 마련함으
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 교사가 교사로서 충
분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식과 함께 학교 교육의 질의 하락과 학생
들의 안전사고의 위험,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 대한 염려, 비논리적 거부감
같은 편견이 존재하며 이는 장애인 교사가 교직 생활을 시작함에 앞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홍여형, 2011). 하지만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
교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다. 푸른 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따로 장애인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 인력을 배치했을 때 장애인 교사가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스
스로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
는 업무 프로그램들을 음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업무상 문제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 교사의 교직 생활을 돕기 위한
멘토 제도나 지원 계획이 학교 내에서 수립되어 시행된다면 장애인 교사의 전
문성 향상과 수업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교육청 차원에서 푸른
학교와 같은 사례들을 홍보하고 장애인 교사의 교직 업무에 대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제공한다면 장애인 교사를 새로 배치받은 학교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
이다. 장애인 교원의 임용은 이미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교
육청과 학교 현장, 장애인 본인의 준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교원 임용에 대한 관심이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에 맞춰지다 보니 여
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에 ‘통합교육’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이름으로 제반 여건에 대한 준비가
미처 안 된 채 장애아동들을 일반학교에 물리적으로 배치했을 때와 흡사하며
그 당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이 장애인 교사를 발령받은 학교에서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정책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을 안착시킬 수 있는 교육계의 관심과 대안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교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영준(2007)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교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처에 관한 연구’, 김민강(2006)의 ‘시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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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이 둘은 양적 연구로 전맹인 시각장애교사 경험의 본질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로는 유일하게 조윤화·서동명(2011)의 ‘시각 및 지체장애 중등
교원의 교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인교사는 물리적 교육 환경에 대한
답답함, 우울함, 자기 수용 등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한편, 행정 업무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히며 교육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느끼고 있지만 장애로 인
한 열등 의식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장애인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
성원들이 겪는 심층적인 경험은 부각시키지 못했다.. 시각장애인 교사를 대상
으로 한 연구 중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본인의 장애와 학생의 장애 종별이
다른 정신지체특수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한편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장애인 교원 관련 연구
를 살펴보면, 장애인 대학생들의 교원 진입에 대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방
안에 관한 연구(김언아, 2006; 이성규 외, 2007; 박경수 외, 2009)와 초등 장애
인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 경험을 조사한 연구(이성규·양숙미, 2010), 외국의
장애인 교원 정책에 관한 연구(이성규 외, 2006)가 있다. 이 연구들은 고용노
동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연구로 주로 장애학생의 교대·사대 진학, 대학생
활, 교원 임용 확대, 임용 후 장애인 교원의 교직 생활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정책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교원을 위한 임
용 확대와 장애인 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교사의 장애를 보완하여 적절
한 수업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의 목소리들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교육계에서는 ‘장애인 교원 임용 정책’의 도입 및 확산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계의 입장이나 지원의 영역을 제안하는 연구나
논의는 아직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맹인 시각장애인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닌 이
교사를 둘러싼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경험을 밝혀내었으며, 정부의 장애인 교
원 임용 정책을 학교에 실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어려움의 과정과 교직원들
의 이야기를 사례로 만들어 제시하였고, 이 교사와 함께 교직원들이 겪었던
경험의 현상을 교육계의 담론들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한편 이 연구는 전맹인 시각장애교사가 배치된 비슷한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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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다른 특수학교의 사례를 두루 비교하며 다루지 않고 푸른 학교에만 한정
하여 다루므로, 이점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이 일선 학교에 배치되었을 때의
상황을 일반화하여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1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을 회고한 면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에 대해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연구가 앞으로 장
애인 교사가 배치되어 푸른 학교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일선 학교에서 장
애인 교사와 함께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장애
인 교사가 교직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연구 참
여자인 교감의 말로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전맹인 교사가 서울에서 전철과 도보로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
까지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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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School Staffs Working
with A Teacher Who is Totally Visually Impaired at A Special
School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s
Lee, Myounghee
Songnam Hyeeun Special School
Won, giljae
Songnam Hyeeun Special School
This study aims to show, using a qualitative analysis, how a special school for
the mentally retarded, tentatively named Pureun School, attempted to solve the
dilemma between high quality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when a teacher
with totally blind visual impairment was assigned to it.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teacher, teaching assistants for special education,
colleague teachers, and school manager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s that
they went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facing institutional inadequacies, feeling
sorry and burden, falling into confusion, adopting a realistic attitude toward the
situation,

reasonable adjustment, and improving capabili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physically disabled teachers, the
number of the physically challenged teachers are growing every year. Given this
fact,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hav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al support the
handicapped teachers and the schools where they will work.
keywords : a qualitative Study, a teacher with totally blind visual impairment, a special
school for the mentally ret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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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1)

이 미 아(남부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2) 윤 덕 순(창원 남산고등학교)**
황 순 영(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러한 요소들을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가지는 이점과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 경남, 광주 ․ 전남 지역의 특수학
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100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현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효과
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으며,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특수학급 교사들이 특수학교 교
사보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으나, 실행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둘째,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장애학생들의 다양
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ʻ작업 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ʼ,
ʻ특정 작업 기술 습득ʼ, ʻ졸업 후의 삶에 도움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들은 ʻ학생의 안전 문제ʼ, ʻ인력 및 재정의 부족ʼ, ʻ학생의 문제 행동ʼ, ʻ책임 문제ʼ, ʻ준비
시간의 부족ʼ을 특히 큰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수교사의 근무학교나 학교 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과 실행 방해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주제어 :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직업교육, 특수교사 인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성인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직업

* 제 1 저자
** 교신저자(yaeji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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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경제적 자
립은 물론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며, 직업기술을 사용하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일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만족감을 느끼게 됨으
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박은송, 2011; 윤덕순, 박재국, 안성우,
신영주, 20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1). 2011년 특수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
교 49.4%,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로 낮은 수준이며, 취업의 형태 역
시 안정적이지 못하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로 전국 취업자
비율 60.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
원, 2011).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내용과
방법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지체학생을 비롯하여 중도장애아동들은 다양한 기술의 습득과 일반화
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이소현, 박은혜, 2008; Collins, 2003). 이러한
이유로 정신지체 및 중도장애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
는 기술들을 교실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환경에서 가르치는 지역사회 중심 교
수(community-based instruction)가 강조되고 있다(McDonell & Hardman, 2010;

White & Weiner, 2004).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적으
로 준비해야 하는 중․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기술들을 지
역사회 작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훈련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Baer, Flexer, & McMahan, 2005). 이와 관련
하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community-based vocational instruction)은 장애학생
들의 성공적인 직업전환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수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은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과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직업적 유능성과 적합한 직업 행동 형성, 자기 결정력 증
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gran, Snow, & Swaner, 1999; Benz,

Lindstrom., Unruh, & Waintrup, 2004; Luecking & Fabian, 2000). 또한,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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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직업교육은 이후 실제 장면에서 사용하게 될 직업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적 기술 등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김길태 정훈영, 김정우, 2011; Agran et al., 1999; Benz et al., 2004; Cook,

2002; Wehman, 2006). 이와 함께 장애학생이 고등학교 때 유급으로 일을 한 경
험과 성인기의 직업 적응과 소득수입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Baer et al., 2003; Benz, Lindstrom, & Yovanoff, 2000; Benz et al.,

2004).
이상과 같은 장애학생들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 실태를 살
펴보면 실제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고(권영미, 2005; 정동영 등, 2006), 견학이나 현장 학습, 일회성의 훈련 프로그
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엄승연, 1996; 장혜성,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제적
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로, 직접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
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학생의 직업교
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나 교수적 전략에 대해 특수교사가 어떤 견해나 인식
을 가지고 있느냐는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박석돈, 천지은, 2011; Chan & Chadsey, 2006). 특히 성인생활과 직결되는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
는지는 향후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
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
행 정도와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실행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
성 요소들에 대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러한 요소들을 실제 실행과정에서 어느 정
도 포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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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직업교육이 가지는 이점과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는 향후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할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수교사들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과제
앞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특수교사의 중
요도와 실행도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
가? 그리고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
은 어떠한가? 그리고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114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서부터 2012년 1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14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
나 결측치가 많은 14부를 제외한 10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 대
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 정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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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자의 배경 정보(N=100 )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시 여부

구분

근무학교

학교 급

전체

전체

실시한다

실시하지 않는다

특수학급

19

30

49

특수학교

18

33

51

중학교

12

37

49

고등학교

18

25

43

전공과

7

1

8

37

63

100

2. 측정 도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Kim
과 Dymond(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들이 1차 번역을 한 후 최초 개발자인

Kim을 비롯하여 특수교육학 박사 세 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수
정된 설문지를 현직 특수교사 다섯 명에게 보여주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혼란
이 야기되는 부분의 문장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66개 문항으로, 응답자에 대한 배경 정보(7개 문항),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15개 문항)와 실행도(15개
문항),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13개 문항),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행의 방해 요인(16개 문항)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배경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응답 방법은 6점 Likert 척도(중요도의 경우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매우 중요하다= 6을 기준으로 1∼6번 가운데 선택: 실행도의 경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항상 포함되어 있다= 6: 이점의 경우전혀
이점이 없다=1, 매우 이점이 많다= 6: 실행 방해 요인의 경우 전혀
장벽이 아니다= 1, 매우 큰 장벽이다= 6)로, 1∼2점은 하, 3∼4점은 중,

5∼6점은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직업교육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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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실행도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성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
행의 방해 요인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그러한 요인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을 방해하는 높은 장벽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 .87~.93으
로 나타났다. 영역별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
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91, 실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도
는 .90,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 .93,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8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α계수가 .7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설문지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검사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의 설문 구성 및 신뢰도 계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 및 의 중요도 및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 실행 방해 요인의 구체적인 문항은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표 2>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설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영 역

문항수

Cronbach α

배경 정보

7

-

중요도

15

.91

실행도

15

.90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

13

.93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

16

.87

총 합

66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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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인 절차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된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
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문항 및 하위 영역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시 여부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근무학교 및 학교급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과제 1인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
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
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근무학교, 학교
급)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
시하였다. 연구 과제 2번과 3번인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
육의 이점과 실행 방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후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배경변인(근무학교, 학교급)에 따라 지역사
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과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
현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사들(n=37)의 효과적
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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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
(N=37)
문 항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 관련 과제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에게 다양한 작업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실수업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우선
교실에서 충분한 교수를 제공한다
(예, 모의수업).
특성이 다른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체계적인 교수 절차를 사용한다
(예, 직무 분석).
직업 현장들에서 학생의 기술이
일반화가 가능한지 평가한다.
지역사회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요구를 반영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지도와 감독을 한다
(학교 또는 사업체에 의해).
지역 노동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현장을 선택한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위하여 IEP
목표를 설정할 때 팀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예, 부모, 학생, 특수교육 교사, 직업교사 등)
학생에게 직업 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학생의 요구에 기초한(사업장 요구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학생에게 비장애 고용인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소 학생에게 주 2회 이상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 체

M

중요도
SD 순위

M

실행도
SD 순위

t
**

5.40

0.74

3

4.83

1.08

1

3.20

5.44

0.70

2

4.63

1.17

2

4.39***

5.06

1.19

7

4.44

1.32

3

4.00***

4.83

1.18

11

4.41

1.31

4

2.45*

4.86

1.02

10

4.29

1.29

5

2.80

4.97

0.91

8

4.15

1.09

6

4.32

***

5.08

0.97

6

4.15

1.37

7

4.24

***

5.54

0.70

1

4.14

1.10

8

6.32

***

4.64

0.72

14

4.14

1.46

9

2.24*

5.11

0.83

5

4.03

1.12

10

4.84***

4.74

1.15

13

3.92

1.08

11

5.94

4.91

0.93

9

3.80

0.90

12

5.71***

4.83

1.12

12

3.69

1.26

13

5.07***

5.31

1.01

4

3.67

1.36

14

6.50***

4.57

1.07

15

3.39

1.61

15

3.91***

5.19

.46

4.10

.77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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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전체 중요도(M=5.19, SD=.46)
와 전체 실행도(M=4.10, SD=.77)간에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7.11, p=.000). 즉,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의
중요도에 비해 실제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중
요도를 보인 항목은 1) 지역사회 사업장의 구체적인 작업 요구를 반영한 경험
을 제공한다(M=5.54, SD=.70), 2) 학생에게 다양한 작업 경험을 제공한다

(M=5.44, Sd=.70), 3)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 관련 과제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5.40, SD=.74), 4) 학생에게 비장애 고용인들과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5.31, SD=1.01), 5) 지역 노동 시장의 요구를 반
영하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현장을 선택한다(M=5.11, SD=.83) 순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할 때 가장 높은 실행도를 보인
구성 요소는 1)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관련 과제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M=4.83, SD=1.08), 2) 학생에게 다양한 작업 경험을 제공한다

(M=4.63, SD=1.17), 3)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실수업을 제공한
다(M=4.44, Sd=1.32), 4) 지역사회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우선 교실에서 충분
한 교수를 제공한다(M=4.41, SD=1.31), 5) 특성이 다른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한다(M=4.29, SD=1.29) 순으로 나타났다.

1-1. 근무학교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 차이
특수교사의 근무학교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
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5.31, SD=.34)이 특
수학교 교사들(M=4.82, SD=.73)에 비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 p=.027).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별로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
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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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교사들(M=5.32, SD=.75)이 특수학교 교사들(M=4.59, SD=.94)에 비해 ‘체
계적인 교수 절차를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t=2.53, p=.014). 특
수학급 교사들(M=5.42, SD=.51)이 특수학교 교사들(M=4.71, SD=1.21)에 비해

‘직업 현장들에서 학생의 기술이 일반화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였다(t=2.61, p=.035).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M=5.68, SD=.58)
이 특수학교 교사들(M=4.88, SD=1.22)에 비해 ‘학생에게 비장애 고용인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t=2.47,

p=.022).
1-2. 근무학교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도 차이
특수교사의 근무학교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
소의 실행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4.00, SD=.81)과 특수학교
교사들(M=4.25, SD=.71)의 실행도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82, p=.419).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별로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5개 항목 가운데 3개 항
목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
학교 교사들(M=5.13, SD=.99)이 특수학급 교사들(M=3.84, SD=1.26)에 비해 ‘지
역사회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우선 교실에서 충분한 교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5, p=.003). 특수학교 교사들(M=4.67, SD=1.23)이 특수학급 교사
들(M=3.74, SD=1.37)에 비해 ‘직업현장들에서 학생의 기술이 일반화가 가능한
지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5, p=.048). 특수학교 교사들(M=4.80,

SD=1.08)이 특수학급 교사들(M=3.89, SD=1.33)에 비해 ‘특성이 다른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4, p=.040).

1-3. 학교 급에 따른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 차이
특수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급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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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교사들(M=5.33, SD=.42)
과 고등학교 교사들(M=5.03m SD=.65)의 중요도는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1.39, p=.177).
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별로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5개 항목 가운데 6개 항
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특수교사들(M=5.42,

SD=.67)이 고등학교 특수교사들(M=4.52, SD=1.20)에 비해 학생의 요구에 기초
한(사업장 요구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38,

p=.014).

중학교

특수교사들(M=5.75,

SD=.45)이 고등학교 특수교사들(M=5.22, SD=.80)에 비해 학생에게 다양한 직
업 관련 과제들을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
였다(t=2.53, p=.017). 중학교 특수교사들(M=5.33, SD=.78)이 고등학교 특수교
사들(M=4.68, SD=.94)에 비해 학생에게 다양한 작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
요하게 인식하였다(t=2.28, p=.029). 중학교 특수교사들(M=5.33, SD=.78)이 고
등학교 특수교사들(M=4.68, SD=.94)에 비해 학생에게 직업 경험에 대한 선택
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t=2.04, p=.050). 중학교 특수교사
들(M=5.58, SD=.67)이 고등학교 특수교사들(M=4.46, SD=1.22)에 비해 지역사
회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우선 교실에서 충분한 교수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
게 인식하였다(t=2.98, p=.005). 중학교 특수교사들(M=5.33, SD=.65)이 고등학
교 특수교사(M=4.63, SD=1.10)에 비해 특성이 다른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체계적인 교수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t=2.06, p=.048).

1-4. 학교 급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의 실행
도 차이
특수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급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의 실행도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교사들(M=4.30 SD=.79)
과 고등학교 교사들(M=3.99 SD=.86)의 중요도는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86,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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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별로 집단 간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5항목 가운데 1항목(학생
에게 직업 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등부 특수교사(M=4.33, SD=.99)가 고등학교 특수교사

(M=3.52, SD=.73)에 비해 학생에게 직업경험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 p=.009).

2.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평균
및 순위
(N=100)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생이 직업 행동 (예, 출근, 시간 엄수, 위생 등)을
배우도록 돕는다.

5.10

.91

1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5.04

1.00

2

학생이 특정 작업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다.

5.02

.95

3

학생이 학교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한다.

5.01

.98

4

학생이 직업 과제 기술(예, 생산율, 작업 품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4.86

.97

5

학생이 졸업 후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83

.99

6

학생이 유급 고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4.78

.95

7

상황에 따라 기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4.78

1.07

8

학생의 독립성을 증가시킨다.

4.68

1.05

9

비장애학생들(고용인들)과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4.66

1.13

10

학생들이 직업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준다.

4.54

.96

11

학생의 자기 결정력을 증가시킨다.

4.46

1.06

12

고등학교 중퇴율을 감소시킨다.

3.65

1.37

13

전 체

4.73

.75

— 90 —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표 4>를 살펴보면,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
점의 전체 평균은 4.73(SD=.75)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수교사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65에서부터 5.10의 범위에 있었
으며, ‘고등학교 중퇴율을 감소시킨다’(M=3.65, SD=1.37)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46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특히 4가지 항목에 있어 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1) 학생이 직업 행동(예, 출근, 시간 엄수, 위생 등)을 배
우도록 돕는다(M=5.10, SD=.91). (2)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준다(M=5.04, SD=1.00). (3)학생이 특정 작업 기술 습득을 돕는다(M=5.02,

SD=.95). (4) 학생이 학교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록 한다(M=5.01, SD=.98).
2-1. 근무학교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 차이
특수교사의 근무학교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
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4.79, SD=.71)과 특수학교 교사들

(M=4.69, SD=.80)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는 집단 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3, p=.533). 이와 함께 항목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개
의 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특수교사

(M=4.94, SD=4.40)가 특수학교 특수교사(M=4.40, SD=1.18)에 비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들(고용인들)과 상호 작용할 기회를 제공’
한다고 인식하였다(t=2.40, p=.019).

2-2. 학교급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 차이
특수교사의 학교 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
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4.81, SD=.70)과 특수학교 교사들

(M=4.71, SD=.80)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61, p=.544). 이와 함께 항목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3개 항목 가운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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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특수교사(M=5,22,

SD=.81)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고등학교 특수교사(M=4.82, SD=1.01)의
그것에 비해 학생의 학교 졸업 이후 삶의 준비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
하였다(t=2.02, p=.046).

3.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분석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평균 및 순위
(N=100)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학생의 안전 문제

4.88

1.17

1

인력의 부족

4.70

1.25

2

재정의 부족

4.67

1.15

3

학생들의 문제 행동

4.64

1.16

4

책임 문제

4.64

1.16

5

준비 시간의 부족

4.59

1.12

6

학생의 장애 정도

4.53

1.10

7

교사의 경험 부족

4.48

1.12

8

학교의 행정적 지원 부족

4.43

1.22

9

이동(교통수단 제공)의 어려움

4.43

1.19

10

부모의 협력 부족

4.23

1.27

11

노동법의 조건

4.10

1.20

12

교육과정의 내용과 진로 목표 간 차이를 조절하는 문제

4.04

1.19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특수교육법적 · 제도적 지원 부족

3.98

1.25

14

일반교육과정에 장애학생들을 포함시켜야한다는 부담감

3.54

1.37

15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검사에 대한 압력(기초 학력 검사/시험)

2.95

1.47

16

4.32

.69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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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를 살펴보면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은 4.32(SD=.69)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사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다소 장벽이 있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95에서 4.88 범위에 있었다. 특수
교사들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검사에 대한 압력(M=2.95, SD=1.47)'과 ‘일반
교육과정에 장애학생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부담감 (M=3.54, SD=1.37)’은 지
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큰 실행 방해 요인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사들은 총 16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 대해 4.5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특수교사들이 이러한 항목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
업교육 실시를 다소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학생의 안전 문제(M=4.88, SD=1.17)’가 지역사회 중심 직
업교육을 실시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어 ‘인력의 부족

(M=4.70, SD=1.25)’, ‘재정의 부족(M=4.67, SD=1.15)’, ‘학생들의 문제 행동
(M=4.64, SD=1.16)’, ‘책임 문제(M=4.64, SD=1.16)’ 순으로 나타났다.
3-1. 근무학교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인
식 차이
특수교사의 근무학교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
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4.22, SD=.67)과 특수학교 교사
들(M=4.41, SD=.71)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인식
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4, p=.183). 이와 함께 각 항목
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6개
항목 가운데 2개(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검사에 대한 압력, 학생의 장애 정도)
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교사(M=3.34, SD=1.45)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2.56, SD=1.40)에
비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검사에 대한 압력’을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이라고 더 명확하게 인식하였다(t=-2.67, p=.009). 이와 함께 특
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4.27, SD=0.94)가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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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M=4.04, SD=1.37)에 비해 ‘학생의 장애 정도’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t=-2.34, p=.021).

3-2. 학교 급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특수교사의 학교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
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수학급 교사들(M=4.38, SD=.69)과 특수학교 교
사들(M=4.24, SD=.70)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 대한 인
식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90, p=.370). 이와 함께 항목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을 비교한 결과, 16개 항
목 가운데 2개(인력의 부족, 교사의 경험 부족) 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특수교사(M=4.98, SD=1.11)가 고등학교 특수교사

(M=4.45, SD=1.32)에 비해 ‘인력의 부족’을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
해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t=2.07, p=.039). 이와 함께 중학교 특수교사

(M=4.76, SD=1.02)가 고등학교 특수교사(M=4.22, SD=1.16)에 비해 ‘교사의 경험
부족’을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행 방해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t=2.39,

p=.019).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학생들의 직업 ․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
교사들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
행도 간의 차이를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과 실행 방
해 요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와 실행
도, 이점과 실행 방해 요인에서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해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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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특수교사들의 효
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간 점수
를 비교한 결과 구성 요소들을 중요하다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사
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정도는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근무학교에 따라 지역
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교의 특수
교사에 비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전
체 실행도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 다만
일부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교사들이 지
적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업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직업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진호와 김영준(2010)의 연구 결과는 일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은 아니지만, 전국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지역
사회 중심 교수에 관한 실태 및 교사들의 지원 요구를 조사한 장혜성(2007)의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실행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국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들은 지역사
회 중심 교수 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학교교육과정 혹은 전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 중심 교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가 31%, ‘각 학생들의 지역사회
적응 능력을 평가해 봐서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작성한다’가 22%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행 연구들에서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요
소들의 실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중요도와 실
행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요도와 실행도에서는 집단 간 차
이가 없었지만, 일부 항목들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이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현장 배치 전에
충분한 교수 제공이나 직업 현장에서 학생 기술이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특성이 다른 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등의
항목에서 높은 실행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급의 교사들이 특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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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교사들에 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
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교육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1년 특수교육 백서에 따르면 특수학교의 경우 전체의 91.4%,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전체의 64.2%가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혹은 상급학교 진학 이후) 진로·직업교육을 실
시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는 100%, 특수학급은

99.2%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11). 그러나 실제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 100명의 교사 가운데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 응답한 특수교사는 약 35%에 그치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를 실제 실행과정에 포함
하는 정도도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인숙과 김형일, 박재국(2008)은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 강화, 개인의 직업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 확대,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을 제안하였다. 정인숙 등(2008)이 제안한 내용이 바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
심의 직업교육 구성 요소들로, 이러한 요소들을 실제 직업교육에서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현장의 지역사회 중심 교수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목적
인식과 실행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한 장혜성(2011)은 지역사회 현장에
서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실행하고 있는 특수교사는 지역사회 중
심 교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수 계획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장혜성(2011)과 김진호와 김영준(2010)의 연구에서
공통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현장 특수교사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지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계획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연수 및 교사 성공 사례 발표 기회
등을 제공하여 실행 능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직
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특수교사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실행도의 차이
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방해 요인들을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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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감으로써 실제 실행도의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
생들이 직업 행동(예, 출근, 시간 엄수, 위생 등)을 배우고 취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며, 특정 작업 기술을 배우고, 학교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도
록 돕는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특수교사들
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Kim과 Dymond(2010)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역사
회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김진호와 김영준(2010), 김진
호(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미국이나 한국의 특수교사들은 모두 지역
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들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
체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
교나 특수학급,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 모두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Kim과 Dymond(2010)의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특수교사들이 인식
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의 전체 평균은 5.27인데 반해,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나온 전체 평균은 4.7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국과 우리
나라 특수교사들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교사의 교육
경력, 자격 유형, 관련 연수 경험을 비롯하여 실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해 본 경험, 본인이 직접 실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료 교사들을 통한 간접
경험 및 사례 인지를 통한 간접 경험 등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예,
박석돈, 천지은, 201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서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다소 장벽이 있
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제도적 지원이나 일반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검사 등에 대한 압력과 같은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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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항목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하는 데 어
느 정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방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 중심 직
업교육을 할 때 학교행정가나 교사, 부모나 고용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장병호, 2005; Clees & Gast, 1994;

Langone, Langone, & McLaughlin, 2000).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 참여
를 촉진하는 동시에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험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력과 재정의 부족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 실행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
적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중심 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인으로
관련 기관의 협력, 실습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재정적 지원, 학교 행정가들의
인식 변화 등을 보고한 김진호와 김영준(201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장애학생들의 전환교육 실행과 관련하여 특수교사들이 담당하는 역할
은 크다. 연계 기관의 선택과 접촉, 관리, 학생 지도와 같은 모든 영역을 특수
학급이 직접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의 경험 부족 역시 실제적인 실행
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적장애학생이
수행 가능한 직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거나(김진호, 2006) 프로
그램을 수행할 수 없는 교사의 능력 부족(윤덕순, 박재국, 안성우, 신영주,

2006; 장혜성, 2007; 조인수, 2005)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
다.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이점에 대한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직 또는 직전 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실제적인 경험들
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실행 방해 요인에서는 특수교사의 근무학
교나 학교 급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만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특수학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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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특수교사는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 비해 학생의 장애 정도
를 주요 방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중복장
애를 가진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직업생활이나 직업 준비, 직업 기능보다는 기
초적이고 생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신변 자립 및 이동하기’가 주요 지도 내
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박은송, 박경옥, 박희찬, 2011). 따라서 학생들
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이 장차 살아갈 구체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
의 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은송, 박경옥,

2011).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특수교사들의 경우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이 가
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실행에서 포함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들은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실행을 가로막는 방해 요인들에 대한 정보
도 함께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를 무선 표집하여 설문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특수교사들의 지역
사회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
다.
둘째,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경력, 자격유형, 관련 연수 경험 및 수강
경험, 지도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관련 변인에 따라 중요도와 실행도,
이점과 방해 요인 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
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에 대한
특수교사의 중요도 인식과 실행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중심 직업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사회 중
심 직업교육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행 정도와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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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Community-based Vocational Instruction
Lee, Mia(Nambu University)
Youn, Duk-Soon(Changwon Namsan High School)
Hwang, Soon-Young(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components of community-based vocational instruction(CBVI), the
benefits and barriers. Participants included special education teachers(n-=100) from
randomly selected middle and high schools in Busan, Kyeongsangnam-do,
Jeollanam-do.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domains and 66
items regarding community based vocational instru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ratings of the
importance and use of the components of CBVI. In addition, teachers in special
classes rated higherly the importance on components of CBVI.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ived CBVI to result in numerous benefi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 identified safety concerns, not enough staff, lack of funding,
students' challenging behaviors, liability concerns, lack of preparation time,
severity of students' disabilities, limited personal experience implementing CBVI as
barriers to implementation.
keywords : Community-based vocational instruction, Vocational education, Percep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게재 신청일：2012. 9. 29
수정 제출일：2012. 10. 31
게재 확정일：2012. 11. 16

— 103 —

특 수 교 육 연 구 제19권 제2호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12, Vol. 19, No. 2, PP.104-129

특수교사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3)
박 경 옥(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선 진(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오 영 석(국립특수교육원)
박 남 수(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1)서

< 요 약 >
이 연구는 특수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 및 수행 실
태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특수학교(급)에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1,227명이 참여하였다. 특수교사들은 대체로 수
업설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설계의
각 활동을 실행하는 수준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는 학생의 현행 수준 및 요구 분석을 시작으로 수업의 내용·목표·방법
등을 결정하는 총 6단계의 세분화된 과정을 거치며 장애학생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특수교육
의 독특한 수업설계 절차를 따랐다. 특수교사들은 수업설계를 하면서 학습 목표의 설정, 교수·학
습 활동의 계획, 수업 자료의 선정 및 제작, 수업 실행,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 교육 성과의 평가,
수업 개선 노력 등에서 다양한 차원의 도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환경에서의 수업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추후 연구 및 특
수교육 교사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수업설계활동, 수업설계과정, 특수교사, 교사 인식, 수행 실태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 전문성의 핵심 가치는 수업 전문성에 있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관련 행동뿐만 아니라 수업을 위한 사전 계획은
물론 수업 개선을 위한 반성 활동까지 포함된다. 교사가 보여주는 총체적 수
업 행위는 사실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수업을 설계한다는 것은
수업을

고안·선정·준비·제시·평가·수정하는

광범위한

기능이자

활동이며

* 이 논문은 2012년 국립특수교육원 용역 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 교신 저자(seonjin@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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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llem, 1998), 과학적으로 도출된 원리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설계·창조·실행·평가하는 자기 교정적이면서 체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박기용, 2010).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진 수업설계는 학생
들의 교육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 내
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설계 절차와 결과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실에서 행해지는 수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며, 제대
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기대를 호전시
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Reiser & Dick, 1996).
그러나 교사가 수업설계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나 관련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는 달리, 수업설계에 대한 이론과 모형은 이를 뒷받침하
고 있지 못하다. 대개 수업설계 모형은 수업 현장을 바탕으로 한 타당화 작업
이 잘 수행되지 않아 이론과 실제가 서로 불일치하거나(유영만, 2008), 아니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실천적인 조사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체험적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Rowland, 1993). 이런 이유로 교육 현장은 수업
설계 모형을 거의 적용하지 않거나 이론에서 제시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나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박기용, 2007; 정한
호, 2009; 정혜영, 2001; Edward, 1996; Visscher-Voerman & Gustafson, 2004).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과정이나 교수․학습 관련
분야에서는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 모두에게 수업설계 모형을 주로 이론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모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론적 타당성의 검증이나
모형의 실효성에 관한 관심은 미약한 수준이다(박기용, 2010). 우리는 여전히
추상적 수업설계 모형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여 학교교육의 맥락이나 교사들의
수업설계과정을 제대로 표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수업
설계에 대한 연구나 그 교사들의 실천력을 강화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
하지 못한 실정이다(유영만, 2008).
더구나 특수교육에서는 교육이라는 영역이 가진 보편성을 근거로 하여 일
반교육에서조차 타당한 검증 절차 없이 활용되고 있는 수업설계 모형을 그대
로 받아들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수교육의 수업 환경이 일반교육에 비해 학
생들의 요구와 특성이 더욱 다양하고 독특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수업설
계의 과정이 일반교육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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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지는 특성과 현행 수준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다채로움을 수업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특수교육 수업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다(Tomlinson, 2001).
교육의 대상자와 그 요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특수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이 일반교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수업(교수·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그
리 활발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특수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수업설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 특성이나 인식(박계신, 2011; 오정숙, 2011; 이혜전 등, 2012) 또는
특수교육에서의 수업의 방향성(예: 김나현, 임경원, 2011; 김이열, 임경원,

2011; 박경옥, 2011; 전병운, 2011; 전병운, 남윤석, 권회연, 2007)에 주된 관심
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좋은 수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교사의 관점에
서는 우수한 수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더욱 양호한 학
생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수업의 특징이나 방향
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교사들이 좋은 수업의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하기가 쉽지 않다. 장애학생들과 함께 하는 좋은 수업은 치밀한 수업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수업설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된 수업은 장애학생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학습 목표 도달 및 학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Mercer & Mercer, 2005), 특수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설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은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에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분야에서도 교육 현장에 기반을 둔 수업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교육 실습을 마친 예
비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의 실태다(서선진, 박경옥, 2012). 예비특수교사들은
양질의 수업을 하기 위해 수업설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수업
설계를 실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비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에 대한 실증적인 지식을 탐구하면서 이제는 현직 특수교사들의 수
업설계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특수교육 분야의 수업설계는 일반교육에서 논의된 수업
설계 이론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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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토대로 특수교육 환경에 적합한 수업설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논지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특수교사들이 수업설계활
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설계는 어떻게 실
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수교사들이 경험하는 수업설계
활동에 대한 인식과 수행 실태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 특수학교(급)의 수업설
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설계활동
의 중요도와 실행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특수교사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수업설계를 진행하는가? 셋째, 특수교사들은 수업설계과정에서 어떤 어
려움을 겪는가?

Ⅱ. 연구 방법
1. 조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는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인식과 수행 실태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대
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국립특수
교육원의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각 시․도 교육
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 응답 방법을 안내하였다. 오프라인 조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 안배를 통해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특수학
교 교사들의 수업설계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이 설문 조사
를 요청한 학교는 수업연구학교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수업장학을 강화하
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학교들로, 설문지를 발송하기 전 각 학교의 교장(감)
또는 연구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
했다. 연구 목적 및 설문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반송용 봉투, 소정의 상품을
동봉한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발송되었다. 오프라인 조사도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980부, 오프라인 295부(회수율 98.3%)로 총 1,275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결측치가 많은 48부를 제외한 총 1,227부가 자료 처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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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는 여성(79.9%)이었고, 나이는 40대(40.5%)와 50대(27.8%)
가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대다수가 특수학급(72.7%)에서 학
생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교육 경력도 5년 이하에서 15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
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지역적으로 경상권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1>은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다.
<표 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정보
변
성별
(N=1218)

연령
(N=1218)

소속 학교(급)
(N=1214)

교육 경력
(N=1177)

지역
(N=1193)

인

빈 도

백분율

남

246

20.2

여

972

79.8

20대

117

9.6

30대

268

22.0

40대

494

40.5

50대

339

27.8

특수학교

305

25.1

특수학급

883

72.7

통합학급

11

.9

순회학급

15

1.2

5년 이하

276

23.4

6~10년

189

16.1

11~15년

281

23.9

16~20년

332

28.2

21~24년

59

5.0

25년 이상

40

3.4

수도권

234

19.6

충청권

219

18.4

호남권(제주 포함)

287

24.1

경상권(강원 포함)

453

38.0

* 변인별 총수는 설문 응답별 결측치를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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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교수설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Dick과 Carey의 모형 (2001)을 바
탕으로 박기용(2007)이 제작한 교사들의 교수설계 관련 질문지를 특수교육 환
경에 맞게 대폭 수정·보완한 조사 도구를 고안하였다. 여기에 장애를 가진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수업 활동의 요소 (Mercer & Mercer, 2005)와
교수적 수정의 요소(박승희, 2003)를 포함하여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다. 최
초로 개발된 설문 문항은 3차에 걸친 연구자 협의과정을 통해 문항의 타당도
와 명료성을 강화하였다.
이후 1차로 개발된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토를 위해 다년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설계 연구를 지속해 온 교육학 박사 한 명과 특수교육 수업 연
구나 장학업무를 담당했던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특수교사 네 명이 참여하였다.
검토는 2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질문 문항의 내용 적합성이나 문항 중복 여부,
현장 실태 반영 여부,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차 검토가 끝난 후
연구진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설문지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수업심사
대회에서 여러 차례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현직 교사 한 명(특수교육 경력 18년)에게
내용 타당도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설문지는 총 53개 문항이며, 응답 방식은 선
택형, 척도형(4점 리커트 척도), 순서형 그리고 순위형이 활용되었다(<표 2> 참조).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중요도 문항에 대한 Cronbach’
 계수는 .983이고 실태 관련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956이다.

<표 2> 설문지의 주요 내용 구성 및 응답 방식
주요 내용과 문항 구성
성별
연령
조사 대상자 정보
지역
소속 학교(급)
교육 경력
수업설계 인식
수업설계활동의 중요도 인식
수업설계활동의 실행 수준
수업설계활동의 전개 순서
수업설계 실태
수업설계활동 실행의 어려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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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
1
1
1
1
1
14
14
13
7
53

응답 방식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선택형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
순서형
순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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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 연구 과제
별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특수교사들의 교수설계활동에 대
한 중요도와 실행 수준의 각 항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 중요도와
실행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
다 . 또한 중요도와 실행 수준 간의 연관성 즉 , 차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 둘째,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각 활동별 다중 응답의 빈도를 구하고 , 그 값을 Z점
수로 환산하여 수업설계의 순서를 확인하였다 . 그리고 변수 간 차이 점수를
구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수업설계 순서의 절단점을 찾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들이 수업설계과정에서 겪고 있는 활동별 어려움을 3
순위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 다중 응답에 대한 빈도 조사를 하여 다빈도
순으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특수교사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 수준의 차이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천도 간의 차이를 조
사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전체적
으로 모든 수업설계활동에서 중요도 인식과 실천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t=10.94, p<.001)가 드러났다. 이는 특수교사들은 모든 수업설계활동에 대해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정도로 해당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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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천도 간의 차이 분석

교수설계활동

중요도

실천도

중요도실천도

자유도

Effect
size

M

SD

M

SD

t값

학습자의 현행 수준 및 요구 분석

3.84

.432

3.48

.591

20.998***

1,205

.83

교육과정의 분석 및 교육
내용의 선정

3.69

.521

3.43

.630

13.682***

1,208

.49

교육 내용의 조직 및 재구성

3.59

.552

3.24

.678

16.997***

1,203

.63

수업 목표의 규명

3.65

.527

3.31

.682

16.521

***

1,196

.64

학생 수준별 학습 목표의
설정 및 진술

3.49

.562

2.99

.740

23.202***

1,206

.88

교수집단의 재구성

3.22

.642

2.63

.884

23.580***

1,202

.91

환경 및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

3.19

.638

2.75

1.25
2

12.718***

1,203

.69

수업 모형 선정 및 반영

3.51

.569

3.18

.724

14.709***

1,202

.59

교수 · 학습 활동의 계획

3.55

.572

3.06

.765

21.344***

1,202

.86

교수 방법의 선정

3.40

.620

2.97

.780

18.664***

1,204

.70

수업 자료(매체 포함) 선정 및
개발

3.31

.637

2.37

.784

30.435***

1,034

1.48

형성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3.57

.561

3.01

.745

23.555***

1,080

.98

수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교사성찰

3.47

.605

2.70

.865

28.792

***

1,193

1.27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계획

3.53

.565

3.06

.733

21.432***

1,200

.84

전 체

3.50

.570

3.01

.781

19.112***

1,181

.2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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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설계활동 절차
특수교사들이 수업설계활동을 전개한 순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들이 표
기한 활동의 수업설계의 순서를 알아보기 위해 각 수업설계활동별 응답의 빈
도를 구하고,순서 간의 간격을 동간 척도로 볼 수 없어 Z점수 값의 크기로 수
업설계의 순차적 의미를 확인하여 <표 4>에 차례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
된 수업설계활동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의 현행 수준·요구 분석,

(2) 교육과정의 분석 및 교육내용의 선정, (3) 교육 내용의 조직 및 재구성, (4)
수업 목표의 설정, (5) 학생 수준별 학습 목표의 설정 및 진술, (6) 교수집단의
재구성, (7) 교수·학습활동의 계획 수립, (8) 환경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계
획 수립, (9) 수업 모형 선정 및 반영, (10) 교수 방법의 선정, (11) 수업 자료

(매체 포함) 선정 및 개발, (12) 형성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13)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계획 수립 순이다.
<표 4> 수업설계활동 순서(N=1,135)
환산
순위

학습자의 현행 수준 및 요구 분석
교육과정의 분석 및 교육 내용의 선정
교육 내용의 조직 및 재구성
수업 목표의 설정
학생 수준별 학습 목표의 설정 및 진술
교수 집단의 재구성
교수 · 학습 활동의 계획 수립
환경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계획 수립
수업 모형 선정 및 반영
교수 방법의 선정
수업 자료(매체 포함) 선정 및 개발
형성 평가 방법 및 도구의 개발
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계획 수립

1,146
1,120
1,117
1,099
1,105
1,078
1,066
1,062
1,067
1,052
1,041
1,024

1.54
2.60
3.81
4.26
4.95
6.93
8.09
8.49
8.63
8.99
9.72
11.13

1.06
1.21
.46
.69
1.98
1.16
.40
.14
.36
.72
1.42

-1.66
-1.34
-.98
-.84
-.63
-.03
.32
.44
.49
.60
.81
1.24

982

12.08

.95

1.53

평균(표준편차)

13959

.88
(.52)

0.00

교수설계활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환산
순위 간
차이

응답
빈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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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설계과정을 순서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 응답 빈도를 가지고 환
산 순위를 산출한 후 환산 순위 간 차이를 표준화하였다. 환산 순위 간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이를 근거로 순서 간 절단점을 산출하여 활동 순서를 구분하였
다. 각 변수 간 환산 순위 간 차이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변수 간 차이 점수
와 비교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가 평균보다 그 값을 지니는 경우에 각 수업
활동의 절단점으로 보고 나눈 결과, [그림 1]과 같이 전체적으로 6단계로 구분
되었으며, 급간 내에 있는 활동들은 순서적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고 병렬로 나열하였다.

ㆍ학습자 현행 수준 및 요구 분석
↓
ㆍ교육과정 분석 및 교육 내용 선정
ㆍ학생 수준별 학습 목표 설정 및 진술

ㆍ교육 내용 조직 및 재구성
ㆍ수업 목표 설정
↓

ㆍ교수 집단 재구성
↓
ㆍ교수·학습 활동 계획
ㆍ수업 모형 선정 및 반영

ㆍ환경 및 인적·물적 자원 계획 수립
ㆍ교수 방법 선정
ㆍ수업 자료 선정 및 개발
↓

ㆍ형성 평가 방법 및 도구 개발
↓
ㆍ수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계획 수립

[그림 1] 수업설계활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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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사가 수업설계 중에 경험했던 어려운 점
특수교사들이 수업설계과정을 총 7가지 영역(학습 목표의 설정, 교수학습 활
동 계획, 수업 자료의 선정 및 제작, 수업 실행,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 교육
성과의 평가, 수업에 대한 성찰 노력)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개별 문항에 대해 특수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1∼3순위를 부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순위별 응답 빈도에 가중
치를 부여하여 최종 순위를 산출하였다.

1) 학습 목표 설정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좋은 학습
목표의 예시의 부족(24.2%)’이다. 그 뒤를 이어 ‘단원 간 혹은 다른 차시와의
연계성을 갖춘 목표의 설정’(16.2%), ‘단위 차시에 성취 가능한 학습 목표 수
준의 결정’(15.6%)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순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학습 목표 설정 시 겪는 어려움(N=1,148)
응답 백분율

사례
백분율

순

내 용

1

좋은 학습 목표의 예시 부족

822

24.2

71.6

2

단원 간 혹은 다른 차시와의 연계성을 갖춘 목표 설정

549

16.2

47.8

3

한 차시에 성취 가능한 학습 목표 수준

530

15.6

46.2

4

교육 내용과 교과서/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의 불일치

494

14.6

43.0

5

위계가 분명한 교과에서 수업 주제에 맞게 학습
목표로의 변형

427

12.6

37.2

6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수준별 학습 목표의 설정

393

11.6

34.2

7

목표 수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의 부족
(예 : 수업 장학, 시간 부족)

178

5.2

15.5

3,393

100.0

295.6

빈도

— 114 —

백분율

특수교사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

2) 교수 · 학습 활동 계획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이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겪는 어려움의 순위
는 <표 6>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학생의 흥미와 연령, 선호도에 맞는 활동의 선
정’ (23.5%)이고 그 후순위로는 ‘개별 학생 정보를 파악할 시간의 부족’(16.9%),

‘중도 · 중복장애학생의 활동 참여 계획 수립’(10.0%)이 뒤를 이었다.
<표 6>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겪는 어려움(N=1,145)
응답 백분율
순

내 용
빈도

백분율

사례
백분율

1

학생의 흥미와 연령, 선호도에 맞는 활동의 선정

800

23.5

69.9

2

개별 학생 정보를 파악할 시간의 부족

577

16.9

50.4

3

중도 · 중복장애학생의 활동 참여 계획 수립

341

10.0

29.8

4

활동에 대한 학생 반응의 예측

318

9.3

27.8

5

매번 유사한 교수 학습 활동의 사용

312

9.2

27.2

6

활동별 소요 시간의 예상 및 시간 배분

282

8.3

24.6

7

모든 학생의 학습 목표를 충족시킬 활동의 계획

268

7.9

23.4

8

수업 활동의 구성 및 활동 간 연계성의 구축

267

7.8

23.3

9

학습 활동을 전개에 사용할 학습 자료의 부족

147

4.3

12.8

10

교과의 성격 및 수업 목표에 적합한 교수 · 학습 모형의 선정

97

2.8

8.5

3,409

100.0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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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자료 선정 및 제작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은 수업 자료와 관련하여 ‘생활 연령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수
업 자료의 선정 및 적용’(26.0%)을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자료의 적
정한 난이도 결정’(13.8%)이나 ‘수업에 사용 가능한 자료의 소재 파악’(13.7%)
의 순으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표 7>는 특수교사들이 응답한 자료 선정 및
제작 시 어려움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수업 자료 선정 및 제작 시 겪는 어려움(N=1,140)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백분율

사례
백분율

생활 연령이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수업 자료의
선정 및 적용

871

26.0

76.4

2 학습 과제는 맞는 수업 자료의 적정한 난이도 결정

464

13.8

40.7

3 수업에 사용 가능한 자료의 소재 파악

460

13.7

40.4

4 수업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404

12.0

35.4

5 자료 제작 능력이 부족

376

11.2

33.0

6 학생 특성을 반영한 자료 제작을 위한 시간과 비용 소모

331

9.9

29.0

7 멀티미디어(매체 및 프로그램) 활용 능력 부족

196

5.8

17.2

8 학생의 학습 선호 매체에 맞게 수업 자료를 연결, 제작

148

4.4

13.0

9 학습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자료의 선택

106

3.2

9.3

3,356

100.0

29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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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실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수업 실행 과정에서 특수교사들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하는 활동은 ‘집단 수
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17.8%)하는 것이었다.
그 후순위로 ‘수업 중 예상에서 벗어난 학생의 반응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16.7%)과 ‘학생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13.1%)을 해주는 것이 어렵
다고 꼽았다. <표 8>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수업 실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N=1,145)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백분율

사례
백분율

1

집단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지도와
지원 제공

605

17.8

52.8

2

예상에서 벗어난 학생 반응에 융통성 있게 대처

567

16.7

49.5

3

학생의 반응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444

13.1

38.8

4

수업 계획대로 진행했으나 학습 목표에 미도달

332

9.8

29.0

5

수업 중 활동별 시간의 적절한 안배

329

9.7

28.7

6

의도하지는 않았던 하위 학생 집단 또는 중도 · 중
복장애학생의 소외

293

8.6

25.6

7

수업 방해 행동이나 문제 행동의 관리

220

6.5

19.2

8

사고력 증진을 위한 발문

202

5.9

17.6

9

효과적인 활동 운영을 위한 수업 기술 부족

163

4.8

14.2

10

학생의 주의집중 유지

104

3.1

9.1

11

교수 학습 모형에 따른 수업 진행

97

2.9

8.5

12

학생들의 사전 지식의 파악

40

1.2

3.5

3,396

100.0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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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에서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면서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과 관련하여 ‘교수 집단의 재구조화(25.0%)’를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유형
으로 꼽았다. 그 후순위로 ‘교수 방법의 수정(18.3%)’, ‘행동 관리(14.3%)’를 도
전적인 분야로 응답하였다.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 유형과 관련된 어려움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9>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 유형에서의 어려움의 순위 (N=1,157)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사례
백분율

%

1

교수 집단 재구조화

859

25.0

74.2

2

교수 방법 수정

629

18.3

54.4

3

행동 관리

491

14.3

42.4

4

평가 방법 수정

413

12.0

35.7

5

교육 내용의 중핵 요소 추출

397

11.6

34.3

6

과제 수정

328

9.6

28.3

7

교수-학습 환경의 수정

317

9.2

27.0

3,434

100.0

296.8

계

특수교사들이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표 10>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의 파악
(29.2%)’을 가장 어려워하였고, 2순위로는 ‘지원 인력이나 시스템의 부족
(19.1%)’, 3순위로는 ‘교수적 지원에 필요한 자료이나 자원에 대한 지식 부
족’(15.0%)’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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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에서 겪는 어려움(N=1,142)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사례
백분율

%

1

학생의 개별 특성과 요구의 파악

972

29.2

85.1

2

지원 인력이나 시스템의 부족

637

19.1

55.8

3

교수적 지원에 필요한 자료이나 자원에 대한 지식 부족

501

15.0

43.9

4

학생 특성이나 요구에 맞는 교수적 지원의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390

11.7

34.2

5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의 효과성 의심

294

8.8

25.7

6

차시마다 교수적 지원을 준비하고 시행할 시간의 부족

284

8.5

24.9

7

교수적 지원의 유형에 대한 지식 부족

253

7.6

22.2

3,331

100.0

291.7

계

6) 수업성과 평가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은 수업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 중심 평가의 척도
나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꼽았다(21.2%). 그 다음으로
는 ‘학생들의 학습 진전도를 확인’하고(18.7%), ‘수업 중 여러 명의 학생을 관
찰하면서 수행 평가하는 것’ (14.6%)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표 11>는 수업
성과 평가 과정의 어려움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수업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N=1,137)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

사례
백분율

1

교육과정 중심 평가 척도나 기준의 미비

711

21.2

62.5

2

학습 진전도 확인의 어려움

628

18.7

55.2

3

수업 중 여러 학생을 관찰하면서 수행 평가

490

14.6

43.1

4

학생에 맞는 평가 도구(방법)의 개발 및 적용

471

14.1

41.4

5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성 평가
도구의 선정

447

13.3

39.3

6

평가 전반에 걸친 지식의 부족

433

12.9

38.1

7

수업 중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부재

171

5.1

15.0

3,351

100.0

294.7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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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업 개선 과정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였다. 특수교사들은 ‘수업 다시 보기 등의 기회 부족’(26.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였다. 그리고 2순위로 ‘일회성의 수업 평가나 제안의 비
효율성’(18.2%)을, 3순위로는 ‘다수의 개선 사항을 일괄 수정하기에 어려
움’(14.4%)을 들고 있었다. <표 12>은 특수교사들이 보고한 수업 개선을 위한
어려움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수업 개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N=1,144)
순

응답 백분율

내 용

빈도

사례
백분율

%

1

수업 다시 보기 등의 기회 부족

864

26.0

75.5

2

일회성의 수업 평가나 제안의 비효율성

607

18.2

53.1

3

다수의 개선사항을 일괄 수정하기 어려움

478

14.4

41.8

4

평소 생각이나 습관의 고수

438

13.2

38.3

5

타인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

374

11.2

32.7

6

교수의 부담 때문에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여유 부족

322

9.7

28.1

7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91

2.7

8.0

8

학교 내 다른 행정 업무로 인한 수업 개선의 시간적
여유 부족

89

2.7

7.8

9

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의 실질적인 지원 부족

64

1.9

5.6

3,327

100.0

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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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1.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 수준의 차이
특수교사들은 수업설계과정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만큼 실행을 해 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
업설계와 관련하여 특수교사들의 인식과 실행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의
미하는데, 이는 특수교사들은 수업설계활동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지만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자주 실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결과
는 현직에 몸담고 있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
다.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설계 모형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한 박기용

(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사들은 수업설계 모형에서 제시된 개별 수업 활
동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긴 했지만 실천은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학교 현장의 수업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수준이고 수업이 구체적이거나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왜 교사의 수업설계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수업설계 이론과 실천 사
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교사들이 수업설계 자체를 매우 형식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거나 교수설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박기용,

2007; 정한호, 2009; Wedman & Tessmer, 1993). 또한 교육 내용이나 진도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교사가 굳이 따로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수업설계를 제대로 해낼 이론적 지식이 충분하
지 않음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박기용, 2007; Visscher-Voerman & Gustafson,

2004; Winer- Vezquez-Abad, 1995).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업설계 이론과 실
제 사이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은 기존의 수업설계 모형이 실천적인 실
제와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박기용, 2007, 2010;

Rowland, 1992). 이론이 실천적 현상을 담고 있지 못할 때 그 이론적 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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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특수교육에서 활용
되는 수업설계 모형은 학교 현실을 좀 더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특수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업설계과정, 특히
특수교사의 설계 관련 사고(思考) 과정, 교수 활동이나 방법 선택의 전략 등을
충분히 반영한 수업설계 모형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다. 수업설계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감안
할 때, 교육 현장의 맥락을 잘 반영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게 되면 교사들의
수업설계 수행 수준은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예: Braden, 1996).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수업설계 연구는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
는가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설계
의 실천성을 높이고 기존의 교수설계 이론이 가지는 취약점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설계 절차
특수교사들이 보고한 수업설계 절차는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
생 중심의 교육 원칙을 중요시하는 특수교육의 원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특수교육 수업의 설계는 학습자의 현행 수준과 요구 분석에서 시작되는
데, 이는 교육 분야가 오랫동안 추구해오던 ‘교육의 출발점은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잘 투영된 것이라 본다. 학습자의 현재
상태에서 출발하는 교육은 특수교육의 근간이 되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업에서 개별 학생의 특수성이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진 후 교육
내용의 조직 및 재구성과 개별화된 요구나 특성에 기반을 둔 목표 수립 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질 개별화교육의 기본
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수교육의 수업설계과정은 일
반교육의 수업설계와 그 모습이 다른데, 일반교육에서는 이미 정해진 교육과
정을 기반으로 하여 한 가지의 학습 목표를 정한 후 수업 활동을 구상하고, 해
당 활동 중 일부에서 학생 수준에 따른 과제(assignments)를 차별적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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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거친다는(박기용, 2010; 정한호, 2009) 점이다. 이것은 학생의 요
구분석을 수업설계의 첫 번째 절차로 하는 특수교육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
습이며, 특수교육의 수업설계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교수설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만이 가지는 독특한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특수교육의 수업설계가 일반교육과 다른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하지만, 이 연
구를 통해 드러난 특수교사의 수업설계 절차의 특수교육적 특성과 수업설계
활동의 동시성 역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수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면서
설계과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별개의 것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활동의 속성이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
다.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 수업설계의 절차는 학생의 요구 분
석, 교육과정 분석, 목표 설정, 집단 재구성, 교수․학습 활동과정, 형성 평가, 우
발 사항 대응 전략 수립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교수 설계 이론에서 자주 등장
하는 수업설계 단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집단 재구성, 문제
행동 등 우발적인 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과 같은 특수교육의 독특한 맥락을
반영하는 수업설계활동이 포함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러한 활동이 수업설
계 절차에서 별도의 단계가 될 만큼 특수교사들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는 점은 특수교육의 수업설계에는 일반교육의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음
을 알려주는 중요한 발견이 된다.
이와 더불어 수업설계 절차가 단계별로 하나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
니라 단계별로 하나 이상의 세부 활동들이 유기적 연계를 이루며 동시에 이루
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업설계가 순차적 선형의 모형으로 설명되기보다
는 단계 내, 또는 단계 간 순환적 특성을 지닌 동시성을 지닌 활동이라는 사실
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수업설계활동의 동시성이란 예를 들어, 교사는 목
표설정을 위해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현행 수준과 교육과정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조직하고, 수업의 전체 목표와 학생 수준별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을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수업설계 절차가
보통 수업 이론에 기반을 둔 교수설계 모형이 제안하는 것처럼 일련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 유사한 활동들을 가지고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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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유기적 연계성은 교사들이 학급의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고차원적인 활동으로 특수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수업설계의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수업설계와 관련된 교사들의 사고 과정을 질적인 측면에서 탐구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된 이해는 학교 현장에
서 수업설계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제고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
키는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3. 수업설계과정에서의 어려움
특수교사들은 수업설계과정에서 학습 목표의 설정, 교수 학습 활동의 계획,
수업자료 준비, 수업 실행,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 수업 성과의 평가, 수업 성
찰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이
아마도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비해 수업설계를 잘 실행하지 못하
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설계의 영역별로 교사들이 보고하는 어려
움에 대해 순위 선정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특수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름해볼 수 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활동
에서 교사들은 좋은 학습 목표의 예시가 부족하여 어떻게, 어떤 학습 목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는 학생들의 흥미, 연령, 선호도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
하고 있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수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교
사들은 개별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자 하
는 의지는 강력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장애학생과 그들을 위한 수업
에 전문성을 가진 특수교사이긴 하지만 장애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것을 수업에 연결시키는 데 지식이나 기술,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셈이 된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설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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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입문하게 되고 별도의 노력 없이는 교육 경력이 쌓
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Edward,

1996, Visscher-Voermann & Gustafson, 2004). 특수교사들이 도전적인 수업설계
활동으로 꼽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교사들이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고민과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
보의 제공과 함께 수업설계와 관련된 교사(혹은 현장) 밀착형 장학 활동이 절
실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업설계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들이 좀 더 유용하게 수업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더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들의 수업설계활동에 대한 인식과 고충 사항을 살펴본
후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수업 성찰에 대한 적은 관심이다. 특수교사들이 수업
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의 성
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강영심,
박창언, 2010; 유영만, 1998). 하지만 이러한 기대해도 불구하고 실제 특수교사
들의 수업 개선을 위한 성찰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실행 또한 그리 활발
하게 이루어지 않음은 상당히 안타깝다. 특수교사들은 그 이유를 수업 다시
보기 등의 기회가 없거나 일회성 수업 평가나 수업 장학에서 제공되는 제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 습관이나 생각
은 고정적이며 타인의 제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제도적
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기회가 있다하더라도 단발적인 형태로 진행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드
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가 수업에 대해 다소 폐쇄
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수업 개선이 과정이 쉽지 않음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특수교육 상황에서 앞으로 행해지게 될 수업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폭넓게 수업 개선과 성찰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한다. 수업설계가 학습자 요구 사정부터 수업 성찰까지의 순환적인 과
정을 거친다는 점을 이해할 때(Yesseldyke & Algozzine, 1995), 수업 성찰이 수
업설계의 한 과정으로서 더 자주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수업 성찰의 기
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위한 시간적·행정적 지원이 강화되며, 정기적
으로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특수교육 수업의 질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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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structional Design of
In-service Teachers in Special Education
2)

Park, Kyoung Ock* · Seo, Seonjin** · Oh, Youngseok*** · Park, Namsu*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s in-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enactment of
instructional design in their teaching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Total of 1227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swered either online or offline survey developed to
investigate how they perceive instructional design activities and how they actually
enact it during their actual instructional planning. As a result of study,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ive all instructional design activities as very important for
enhancing student learning. However, special education teachers did not implement
these activities considerably as much as they perceived. Special education teachers
had challenges in managing instructional design process in terms of learning
objectives, instructional activities and materials, instructional adaptation, evaluation,
and teacher reflection. The implications for not only instructional design but also
teacher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 instructional design,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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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담론: 패러다임 혼용의 문제
1)

이 인 경(용인대학교)*

< 요 약 >
사회과학은 물론, 특수교육 연구에서도 현장의 다양성과 특이성을 반영하고 과학적․경험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혼합방법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러다임의 성격 및 관점과 혼합방법 연구의 쟁점의 하나인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론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혼합연구의 이론적 기본 토대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안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혼합
방법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과 논쟁, 패러다임을 보는 인간 사고의 방법을 살펴보고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패러다임의 다양한 수준의 관점과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혼합방법 연구의 주요 쟁점인 패러다임의 혼합에 대한 인간 사고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수교육에서 패러다임
관점을 제안하고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기여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으로 특수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해 유연한 사고와 소통을 통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철학적 기조에 대하여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어 연구자로 하여금 현장의 문제 접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혼합방법 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의 관점을 구조화
하여 특수교육 연구에 활용될 혼합방법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패러다임 논쟁, 패러다임 관점, 혼합방법 연구, 혼합설계, 특수교육 연구 방법론

Ⅰ. 들어가는 말
교육 현상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이
사용되어 왔다.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학 분야에서는 현상을 읽어내는 방법
으로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양적 접근과 구성주의에 기초한 질적 접근이 모두

* iklee0991@hanmail.net
본 연구는 2011년도 용인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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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특수교육 분야의 연구물들은 실증주의 혹은 양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양적 연구 방법론이 강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양적 연
구 방법론은 지식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다(Creswell,

2003, 2009). 양적 연구 방법론은 전형적인 무선 통제 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
였으나(Chatterji, 2005; Eisenhart, 2006; Raudenbush, 2005), 상당량의 연구물들
이 무선 샘플링과 정상 분포에 대한 기본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대상자
의 다양한 특성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인
경, 2006).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상의 맥락성과 개별성을 강조한 구성
주의 관점의 질적 패러다임이 양적 패러다임과 함께 그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
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질적 접근
역시 특수교육현상에서 특수성과 다양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갈증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 후반부
터 결과를 맥락화시키거나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무선 통제의 실험을 과
학적 연구로 인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서 ‘과학적 방법의 연
구 결과에 근거한 중재’ 혹은 ‘경험에 근거한 교수’를 강조하면서 질적 접근은
행정적·정치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Klingner & Boardman, 2011).
보완적 연구법에 대한 갈증과 압박에 대처하기 위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
의 이분법적 접근 대신 두 방법론을 적절히 사용하여 두 접근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약점을 최소화하고 장점들을 살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성취하려는
혼합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Johnson

&

Onwuegbuzie, 2004). 그러나 이 연구들은 두 가지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
하였으나, 그 생성 역사가 짧아 이론의 체계성과 내용체계의 정교성에서 아쉬
움을 드러냈다. 연구의 기저인 철학적 관점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을 간과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연구 방법론으로 혼합연구 사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하지 않았거나,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결합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용에 결함
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연구 논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어정쩡하게 결합된 형태의 논문들도 적지 않다(이용숙, 김영
천, 1998; 조용환, 1998).
현상의 본질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인식론과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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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은 채 양대 패러다임의 연구 방법만을 혼용하여 마치 뿌리 없이 흔
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불완전한 실체를 가진 연구물들이 양산될 수 있다. 혼합
방법 연구자들은 패러다임과 방법론이 연구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거나 혹은 제3의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Teddlie & Tashakkori, 2003, 2009), 방법을 혼용하여 문제 해결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의 성격 및 관점 그리고 혼합방법 연구의 쟁
점의 하나인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론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특수교육학의
혼합연구에 기존 패러다임 적용의 적절성 혹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 등을 검토
하여 혼합연구의 이론적 기본 토대를 확인하고, 특수교육 연구에 혼합방법 연
구 활성화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안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하여 혼합방법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과 논쟁, 패러다임을 보는 인간
사고의 틀을 살펴보고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역할을 탐색하였
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패러다임의 다양한 수준의 관점과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혼합방법 연구의
주요 쟁점인 패러다임의 혼합에 대한 인간 사고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특수교육
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러다임 관점을 제안하고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
의 기여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
해 유연한 사고와 소통을 통한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의 필요성을 제
안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철학적 기조에 대하여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도된 불분명한 혼합방법 연구에
대하여 향후 특수교육연구자에게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의 명확한 개념 정
립과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특수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장애학생들이 보이는 특이성과 다양성을
읽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 방법론의 철학적․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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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패러다임 관점과 논쟁 및 적응성
1. 패러다임의 정의와 관점
Kuhn이 제안한 패러다임은 “행위를 안내하는 기본신념”을 의미하는 세계관
으로 해석되어왔다(Guba, 1990: 7; Guba & Lincoln, 1994). 그러나 패러다임의
의미는 Kuhn 자신도 2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의미를 명확히 기술하기 어렵다(Morgan, 2007; Denzin, 2010). 각각의 패러다임
은 고유한 기준, 가정, 방법론적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며 연구의 전반을 안내
한다. Phillips(2005)는 패러다임이 특정한 연구 목적이나 활용을 구체화해 주
는 연구의 모형을 구성하며, 무엇이 정당한 결론인지 그리고 의견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결론이라는 것이 과연 도출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관
점을 포함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또한 패러다임은 “특정 방법론을 우선시하
며, 연구 목적이나 사회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을 포
함”한다고 강조하였다(Greene, 2007).

Morgan(2007)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개념을 대표적
으로 네 개의 관점으로 분류하였다<표1>. 이 분류는 많은 학자가 패러다임을
다양하게 정의한 것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패러다임 정의 간에 차이를 명확
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재 혼합방법 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패러
다임 혼용에 대한 현답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패러다임의 네 개 관점은 세계
관으로서의 패러다임, 인식론적 견지에서의 패러다임, 특정 학문 분야에서 공
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 연구의 모델 혹은 우수 사례로서의 패러다임이다.

Morgan(2007)은 네 가지 관점 간의 공통점으로 패러다임은 연구자들이 탐구하
려는 지식과 수집된 증거의 해석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신념 체계로
간주하며, 차이점은 이 신념 체계 간의 일반화(generality)의 수준의 차이로 설
명하였다. 본 원고에서 패러다임 혼합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의
네 가지 관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략하게 요약한다.

Morgan(2007)이 분류한 첫 번째 관점인 세계관으로서의 패러다임은 패러다
임을 연구자의 세계관으로 보는 입장이자 가장 광의적 관점으로서 “도덕,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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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과 같은 모든 신념을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경험과 사고로서의 패러
다임”이다(p50).
<표 1> 패러다임의 네 가지 관점
세계관으로의
패러다임

인식론적 관점의
패러다임

연구 현장의
공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

광범위한 세계관

지식의 철학으로
부터의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

연구 분야의 연구
과제와 결과의
성격에 대한
공유된 신념

구체적
사례나
해결에
전형적
의존함

Kuhn의
사상과
관계

내포되어 있음

직접적으로 논의
하였으나 선호하지
않음

직접적으로 논의,
선호함

직접적으로
논의, 선호함

사회과학에
서의 위치

비전문적 용도로
일반적

최근 주도적 역할

상대적으로 일반적
이지 않음

대개 부재함

장점

과학에서 개인적
경험과 문화의
역할을 인정

지식의 철학으로
부터 잘 알려진
요소에 의존

실제 연구자들의
연구물을 검토함으
로써 연구될 수 있음

매우 명시적·
구체적

단점

매우 광범위함
연구에 직접
관련성 없음

앎에 관한 광역적
접근, 연구와
직접연관 적음

전체 학문 분야가
아닌 소수 연구
집단에 한정

적용이 매우 한정

방법적
결합에서의
위치

거의 사용하지
않음

주요 영향력

적은 영향력

거의 명시적
사용 않음

관 점
특 성

영역적
특징

모델의
예로서의
패러다임
우수
문제
대한
방법에

출처 : Morgan(2007: 51).

이는 사회과학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취하는 관점으로, 연구를 안내할 가정
의 기본 환경으로 패러다임과 세계관을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으며(Creswell,

2009: 74; Rossman & Rallis, 2003), Lincoln(1990)은 패러다임을 연구의 모든 단
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적인 세계관으로 기술하였다(Morgan, 2007: 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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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관으로의 패러다임은 그 구성 요소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면 연
구의 성격에 관한 핵심 요소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질적 접근과 양
적 접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인식론적 견지에서
의 패러다임은 실재주의와 구성주의와 같은 인식론적 견지에서 패러다임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사회과학 연구방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접근이다.

Morgan(2007)은 이 인식론적 관점의 패러다임을 “연구 방법에 대한 질문과 절
차에 대한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명료한 신념 체계로서 지식관 혹은 지식에
관한 철학 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세계관으로 좁혀 접근하는 관
점”(p52)으로 설명한다. 실재주의와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은 지식 생성 과정과
생성된 지식에 대한 기본 가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접근법은 연구자가
설정한 심층적 가정을 중시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를 제공하지 못한다. 패러다임을 인식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연구 방법론의 적합성에 대한 논
쟁의 근거가 되었다. Tashakkori와 Teddlie(2003)는 이 패러다임의 관점을 기준
으로 패러다임의 공약 불가를 주장하는 접근과 철학적 원리를 침해하지 않고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접근 간에 갈등에 관한 논
쟁을 전개하였다(Morgan, 2007). 셋째, Morgan(2007)이 분류한 특정 학문 분야
에서 공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이란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무엇이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가장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치된 의견
을 공유하는 연구자 집단의 공유된 신념”이라는 관점이다(p53). Kuhn(1970,

1974)이 선호했던 관점으로 과학계에서는 일반적인 틀로 받아들였으나 사회
과학 방법론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Kuhn(1996: 177-178)은 패러다임
보다 집단성을 더 강조하였는데 이 패러다임을 전문적 학회지를 공유하는 소
수의 세부 전공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 간의 공유된 특정 신념과 적용의 실제

(practice)로 정의하였다(Morgan, 2007). 네 번째 관점인 연구의 모델, 우수 사례
로서의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을 가장 협의로 해석한 관점으로 “특정 연구 분야
에서 연구 방법의 모범적인 전형인 모범사례”로 정의한다(p53). 이 패러다임은
신진 학자들에게 해당 분야의 중심 이슈들을 소개할 때 패러다임적 사례를 제
시하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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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패러다임의 네 가지 관점 중에서 특수교육 현장을 연구하는 혼
합연구 방법론에 적합한 패러다임은 연구 현장의 공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
임 관점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현장의 공
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은 이 전통적인 실증주의와 주관주의로 양분되는
인식론적 관점의 패러다임과는 달리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
서 한 연구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할 때 충돌을 방지한다. 둘째, 이 관점
은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집단은 거시사회 집단이 아니라 같
은 주제를 공유한 집단이다(이상욱, 2004). 쿤은 패러다임을 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공유됨으로써 그 분야의 연구 활동의 토대가 되는 모든 요소의
총집합으로 네 번째 관점인 연구의 모델이나 우수 사례와 같이 명시적인 것은
물론 그 분야의 연구와 유관한 신념 체계, 가치, 그리고 숙련된 기법들의 총합
으로 정의하였다(고인석, 2011). 이 관점에서 볼 때 연구 현장의 공유 신념은
양적․질적 접근 혹은 실증주의와 주관주의의 구분으로 이분법적 잣대를 적용
하는 대신 특수교육 전문가라는 특정한 학문 집단이 장애학생과 환경의 특정
대상을 연구하고 특정 학회지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연구 현장의 공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 관점은 연구의 주체자의 역할을 강
조한다. 연구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심사하고 해결하는 최종 집단은 전문분야
의 과학자 공동체다(고인석, 2011). 쿤은 특정 분야의 학자들은 단순히 패러다
임을 추중하는 패러다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집단에서 생성된 이론과 기법
들을 더 세련된 형태로 정제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
고 기술하였다(고인석, 2011, 이영철, 2008). 마지막으로 인식론적 관점은 지식
의 성장은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적 틀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가져야
하며, 전체적 이해를 결여했을 때 개념적 틀 내에서는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위 단계의 부분적 지식에 대한 이해의 축척으로 학
습을 이루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박선형, 2000). 그러나 전문가들의 공유된
신념으로 축적된 지식은 학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관점
인 전문 분야 전문가에게 공유된 신념의 관점이 혼합방법 연구로 특수교육의
현상을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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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 논쟁
1980년대부터 패러다임 논쟁은 최소한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실증주의
와 후기 실증주의 간의 논쟁(1970∼1990), 후기 실증주의와 경쟁하는 구성주
의와 비판 이론 패러다임 간의 논쟁(1990∼2005), 그리고 과학적 증거에 기초
한 방법론자와 혼합방법 연구, 해석적, 비판적 이론의 학파 간의 논쟁(2005∼
현재) 등이다(Denzin, 2010). 패러다임 논쟁 때마다 패러다임에 대한 가정에 의
문을 제기했으며, 각 논쟁으로 패러다임, 연구 방법론, 인식론, 그리고 윤리에
대한 관계가 재정립되었다. 패러다임 논쟁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
구들을 통해 주지된 주제로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예, 박선형,

2010; Denzin, 2010; Greene, 2007; Guba & Lincoln, 1988; Guba, 1990; Johnson
& Onwuegbuzie, 2004; Onwuegbuzie & Leech, 2005; Tashakkori & Teddlie, 1998
등 ). 본 원고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패러다임 혼용의 관점에서 핵심 주제만
살펴본다.
논쟁 1기는 실재와 진리에 대한 논쟁으로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의 대립, 즉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 전쟁”으로 더 잘 알려졌다.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론은 분리되거나 혼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적 패러다임은 실
증주의적·가설 연역적·특수적·객관적·결과 지향적이며, 자연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반면, 질적 패러다임은 현상학적·귀납적·총체적·주관적·과정 지향적이며
사회인류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Greene, 2007: 9∼10; Reichardt &

Cook, 1979; Tashakkori & Teddlie, 1998), 두 시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보
았다(Gage, 1989; Guba, 1990). Densin(2010)은 이 시기 논쟁의 특징을 “1950년
대에서 1970년대까지 황금기를 누려온 실증주의의 오류를 밝히는 데 공헌, 실
증주의에 반하는 후기 실증주의의 출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 설계
의 발현”으로 요약하면서 “실증주의의 종말과 후기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의
우세함”으로 집약하였다(p421).
실증주의가 쇠퇴하면서, 패러다임 간에 더 개혁적이고 역량이 있는 패러다
임인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 2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 ‘--주의’ 간에 패
러다임의 순수성”을 주장하면서 패러다임의 우월성을 겨루는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Lather(2007)은 이 시기를 구성주의, 자연주의, 해석주의, 여러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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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이론, 비판적 교수법, 동성애, 비판적 인종론, 페미니즘, 후기 구조주의,
후기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패러다임과 같은 다양한 ‘--주의’의 시기로 설명하
였다(Denzin, 2010: 421). 이들 ‘--주의’의 순수주의자들은 논쟁 1기에 격론의
주제인 통약 불가성(incommensurability)과 공약 불가성 테제(imcompatibilty

theses)를 확대하였으나, 한편으로 Teddlie와 Tashakkori(2003)은 방법론에서 두
개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는 삼각 검증을 시도하여 공약 불가성 테제에 도전하
였다(Denzin, 2010). Guba(1990)는 하나의 우월한 패러다임 대신 각각의 장점을
존중하면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패러다임을 인정할 필요성
을 주장했다.

1990년 후반의 논쟁 3기는 ‘실용주의와 공약 가능성 테제(compatibility
thesis)가 등장’하였다(Denzin, 2010: 422). Howe(1988)는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전통의 패러다임 차이가 과장된 점과 강·약점을 지적하면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 입장에서 공약 불가성 테제를 거부하고,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 패러다
임을 주장하면서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결합하여 경험적 연구에 사용하였
다(Tashakkori & Teddlie, 1998). 방법적 결합은 1990년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
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는 ‘증거에 근거한 연구’ 혹은 ‘경험에 근거
한 교수’가 강조되면서 더 큰 힘을 얻었다. 이들은 패러다임보다 방법이 중심
이 되고 필요하면 대립된 패러다임의 혼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공약 불가
성(incompatibility)과 통약 불가성 테제(incommensurability theses)에 관심을 두
지 않았다(Denzin, 2010).
세 차례의 논쟁을 검토해보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
증주의와 주관주의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논쟁과 관련
된 핵심 주제어로 떠오르는 것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개념이며, 이는 다
시 실험 연구나 통계 기법 혹은 민속지학 방법이나 이론적 연구와 같은 연구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논쟁 1기에서 뚜렷이 반영된다. 논쟁 1기는
가치론적·존재론적·인식론적·방법론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초석을
구축했다 . 첫째 ,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양적 ·질적
패러다임 공약 불가론, 둘째, 해석적 혹은 이론적 패러다임은 결합될 수 없다는
인식론적 공약 불가론, 셋째, 가치 중립적이나 이론 중립적 탐구는 없다는 반
실증주의론(antipositivism thesis), 넷째, 패러다임은 통약 불가(incommens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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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패러다임 순수주의론, 다섯째, 방법은 결합될 수 없다는 방법 공약 불
가성(Teddlie & Tashakkori, 2003) 등이다. 요약하면, 패러다임 전쟁은 실증적·
경험적 세계관을 가진 양적 연구자들과 구성적·현상학적 세계관을 가진 질적
연구자들 간의 세계관에 관한 논쟁이었다(Smith & Heshusius, 1986; Tashakkori

& Teddlie, 1998). 논쟁 1기의 패러다임의 전쟁은 종말을 고하면서, 상대의 패
러다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협의 시대로 지난 20여 년간 두 진영의 순수주
의자들의 패러다임이 이해의 방식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서로 존중할 뿐 두
개념의 구분은 지속되어 왔다. 논쟁 2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의’의 관
점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에도 논쟁 1기의 대
립 요소들은 더 강화되었다. 즉 상대적 진실을 탐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졌지만, 절대적 진실을 추구하는 실증주의를 하나의 상대적 진실로 포용하
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쟁 3기의 핵심이었던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합방법 연구들은 단순히 연구 과제와 방법에 치중하는
초보적 단계에서 연구들의 철학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체계
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Lincoln과 Guba(2000)는 비판이
론, 구성주의 및 참여주의 패러다임이 실증주의나 후기 실증주의와 전혀 다른
철학적 가정, 신념,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순수주의자의
관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Greene, 2007). 논쟁 3기에서는 창발적이며 초
월적 방법론, 통합, 인식론의 채색화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화
를 제안하였다. 이는 패러다임 간, 성(gender), 성별(sexuality), 인종(ethnicity) 간
에 연계를 구축하며, 협력과 공동 작업의 정신으로 발전할 수 있다(Denzin,

2010). 그러나 논쟁 3기에서도 패러다임의 혼합인가 혹은 대안적 패러다임인
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인식론이 뿌리를 깊게 두고 있으
며, 패러다임을 과연 기존의 인식론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패러다임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면 논쟁 3기의 논쟁,
즉 혼합방법 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관점은 이론적 기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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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러다임에 대한 사고의 불변성과 적응성
패러다임 논쟁의 주제는 서로 간의 우월성 주장에서 시작하여 통약 불가성
테제와 이에 대한 도전으로 공약 가능성에 대한 공방으로 요약된다. 본 장에
서는 패러다임 자체의 논의보다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으로 존재하게 하는 인
간의 사고에 관하여 생각해본다.
패러다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면, 과연 세상을 보는 눈, 지식을 보는 눈
은 절대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은 2500년 전 노자가 쓴 도덕경의 첫 문
장인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 명가도비상명(名可道非常名)이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도가 철학 전체와 관련지어 형이상학적·인
식론적·윤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를 도라고 하
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을 도라고 하면 도의 이름이 아니다.”로 해석된다(김
용옥, 2000; 이석명, 2003) 여기서 상(常)이란 ‘항상’의 의미로 불변이나 영원의
의미가 아니며 일관성 있는 그대로의 지속이라는 ‘constant’의 의미이지 불변
의 ‘unchanged’라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도를 도라 이름은 도를 ‘관념’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 관념 속의 도는 고정된 도로서 ‘항상스런’ 도가 아니다.
항상스러움이란, 불변의 긍정이 아니라 변화의 긍정이다. 결국, 진리를 진리라
하는 것은 그 순간 진리를 언어적 관념 속에 갇히게 된다(김용옥, 2000).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시간 속에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계속 변한다. 시
간을 긍정하는 동양의 사상은 과학적 세계관과 일치하는데 현상 세계는 변화
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없으나, 서양인이 불변의 거점을 찾은 것은 오직 관념
뿐으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대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플라톤
의 관념론이라는 절대성에 대하여, 프로타고라스는 개개인의 견해가 모두

‘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Law, 2003).
즉 언어를 통하여 하나의 사물과 개념을 고정시키고 의미를 한정한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를 올바로 담아내고 또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은 현상을
인식할 때 주관과 편견이 가미된 상태에서 인식한다(以物觀: 이물관지)(조민
환, 2003). 일반적으로 진리라 함은 이물관지의 결과물로서 상대지와 분석지로
나타나며, 우리는 상대지와 분석지로 교육한다. 만유, 실재가 모두 하나로 연
결되어 있는데 칼로 자르듯이 언어로 분리해서 사물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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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완전하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으로 가능하며 절대
적 진리, 단일의 진리보다 다원성이 중요하다(조민환, 2003).
이 ‘도가도 비상도'의 의미와 ‘이물관지’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문의 양대 축을 이루는 실증주의와 구성주
의의 인식론과 패러다임의 절대 불가침에 대한 주장은 인간의 사고가 구축한
정형이며, 그 정형 속에서 인간의 사고 틀은 갇혀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지속해서 변화하면서, 한 시대의 진리는 진리일 수는 있어도 시간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또 다른 진리(truth)와 공존하거
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결국 절대적 진리(Truth)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는
역사적으로 천동설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의 운명과 그 이
후의 지동설이 인정된 시대에서도 검증된 현상이다. 연구자는 학문에 입문하
여 수련한 초기 과정부터 현상을 보는 관점이 형성되며, 연구자가 가지고 있
는 배경적 지식, 이론, 가설 등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실증주의의 경험에 입각한 관점이나 주관적 반성을 중요시하는 구성주의
로 훈련된 연구자들에게 유연한 사고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두 축의 거대
인식론은 우리의 인식을 관념의 틀에 넣고, 현상을 바로 보는 시각을 한정하
고 있다. 고정된 관념에 갇힌 사고는 현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상
대지와 분석지만을 양산하게 된다. 노자의 교훈처럼 관념의 틀 속에 시각과
진리를 가두지 말고,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시각으로 다원적으로 최
선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둘째, 노자의 항상스러움의 긍정의 변화를 Kuhn은 더 적극적으로 ‘혁명을
통한 진보’로 설명하면서 Kuhn은 패러다임에 갇힌 과학자가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의 토대 위에 서서 위험한 도전을 하는 존재로 본다는 사실이다(고민
석, 2011). 즉, 어느 한 편의 패러다임에 묶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인
정하는 패러다임 속에 갇히지 말고, 패러다임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혼합방법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하면서, 현상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학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Eisner(1992)의 기술대로 세계에 대한 우
리의 이해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임에 관한 한 진리라 생각되는 것 역시 우
리 스스로 만들어 내는 산물이기 때문이다(p.14).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현
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태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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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보는 인식론적 패러다임
대신에 정형의 고전적 인식론의 틀에서 벗어나 전문 분야 전문가에게 공유된
신념의 관점을 혼합연구 방법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는 특수교육의 다양
성과 특이성을 만족시키는 혼합방법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구축할 수 있는 적
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Ⅲ.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활용가능성
1. 혼합방법 연구의 개념과 쟁점
실증주의와 구성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여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Brewer &

Hunter, 1989; Creswell, 2003, 2009; Tashakkori & Teddlie, 1998)할 수 있는 실질
적인 대안으로 혼합방법 연구는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 내에서
질적․양적 연구 방법론의 구성 요소들 즉, 자료 수집 및 분석 기법과 방법들을
결합 또는 혼합하는 연구 방법이다(Greene, 2008; Tashakkori & Teddlie, 2003).

Johnson과 Onwuegbuzie(2004: 17)는 혼합방법 연구를 양적, 질적인 연구 기술,
방법, 접근, 개념 또는 언어를 하나의 단일 연구 속으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연
구의 종류로 정의하였으며, Creswell과 Garrett(2008)는 연구자가 연구 과제의
단일화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양적·질적 자료를 어떠한 특정 방식

(예: 통합, 연결 등)으로 연계하는 탐구 접근으로 정의하였다. 혼합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연속선상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겸비하고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실증주의와 구성주의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관한 철학적
관점이 매우 다르므로 서로 우열을 논하기 어려우며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불가공약성 논제(incompatibility thesis)가 팽배한 가운데(Gage, 1989), 혼
합방법 연구자들은 두 가지 패러다임을 혼용하고 있다. 이들 혼합방법 연구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관점이 실증주의도 아니며 구성주의도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연구 방법은 인식론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방법의 혼용이 가능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Onwuegbuzie & Leech, 2005), 제 3의 패러다임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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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의를 제안하기도 한다(Tashakkori & Teddlie, 1998, 2003). 혼합방법 연구를
제3의 연구 방법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 패러다임의 토대 이외에 혼
합방법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초적 정의의 규명, 혼합방법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혼합방법 연구 설계 관련 쟁점, 혼합방법 연구에서의 추론 관련 쟁
점, 혼합방법 연구에서의 연구 실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며

(Green 2007; Teddlie & Tashakkori, 2003), 이론적 토대가 되는 패러다임 혼용
의 문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방법 연구의 이론적 기
저가 되는 패러다임의 혼용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며, 이를 기초
로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역할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
Howe(1998)는 양적 접근이나 질적 접근의 어느 한 접근으로는 사회적 요구
와 현상을 읽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혼합방법이 질적 연구에
양적인 자료를 더하여 과학적 기반의 연구에 가깝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혼합방법 연구는 다양성과 특이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소수
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장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는 행동의 수량화와 통계 사용의 측면에서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기존 검사
도구들은 학생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측정할 만큼 민감도가 낮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추론통계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정들을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런 경우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수아동의 행동은 환경과 시간과 연관된 대상자에 따라 변이가 크
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예측하지 못
한 결과에 대하여 해석을 정교하게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
한다. 혼합방법 연구는 이런 불명확성에 대하여 확장과 정교함·명확성을 향상
시키는 상보성의 효과가 있다. 혼합방법 연구는 이러한 특수교육의 문제를 반
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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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법 연구 설계를 사용하는 이론적 목적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삼각 검증, 상보성, 확장, 계발,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Greene, Caracelli & Graham, 1989; Bryman, 2006; Denzin, 2010). <표2>
에 제시된 혼합방법 연구의 사용 목적은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필요
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표 2> 특수교육 연구에 기여할 혼합방법 연구 설계의 목적과 예
목 적

설 명

예

삼 각
검증

동일 현상을 측정하는 데 둘 이상의 방
법을 사용하여 다른 각도 혹은 관점으로
수렴, 확증 등을 추구하는 것

설문지에 개방형 질문을 포함

상보성

한 가지 연구 방법으로 연구된 결과를
다른 방법의 결과들과 함께 검토하여
정교함, 확장성, 예시, 명확성을 증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함

임상 중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하여 심층 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

확장

상보성과 유사하나 광범위한 프로젝트나
서로 관련성이 적은 현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탐색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탐구의 폭과 범위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함

임상 효과 이상의 광범위한 관점에
서 중재에 관한 가치를 충분히 이해
하기 위하여 임상적 중재와 심층 면
담을 사용하는 방법

계발

첫 번째 결과를 사용하여 더 광범위한
두 번째 연구를 수행하거나 정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차적인 절차를 거침

사회적으로 민감한 설문지 작성을
위하여 적절한 단어와 문구 선정을
위해 질적 연구를 먼저 실시하는 것

새로운
출발점

질적 ․ 양적 요소의 분석으로 일치점과
불일치 영역을 발견하고, 이들을 비교
하여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통찰
력을 얻는 것을 목적

한 연구에서 심층 면담과 임상 결과
를 비교하여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

출처 : Greene, Caracelli & Graham(1989)와 Denzin(2011)을 요약, 구성

혼합의 목적은 연구의 폭을 넓히고 확증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폭과 깊이는
현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기술과 이해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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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다른 접근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당성을 입증하고 설명하며, 충분하고
심오한 이해를 얻고 연구 과제에 자세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다. 이러한 혼합방법 연구의 목적은 혼합방법으로 특수교육 연구에 사용될 때
특수교육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간과
되었던 작은 차이도 탐색할 수 있는 민감성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
사회라는 거시적 수준의 환경과 학급과 가정 내에서 상호 작용하며 성장한 학
생의 내적 경험을 미시적 수준으로 분석하여 개인·집단·지역사회 등의 거시적
수준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과 현상의 발견과
통계적 논리를 종합하여 학문의 발달에 필수적 요인인 이론 검증의 깊이와 이
론 개발의 맥락의 풍부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요약하면,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활용을 통하여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체계적 조화를 통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확보, 포괄
적인 증거 획득, 연구 질문의 정교화를 통한 해결책 탐색, 협동연구 유도, 다
중적 세계관 활용 촉진, 귀납적 연역적 사고의 통합을 통한 연구의 실제성 제
고’(Creswell & Plano Clark, 2007: 8-10)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양적 방법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웠던 중도와 최중
도장애학생들의 수행 능력도 혼합방법 연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의 역할과 조건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하는 연구자가 건전한 인식론과 이
론적 기반의 혼합연구 방법론을 실행 원칙에 맞게 사용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
론이나 양적 연구 방법론으로 특수교육 현상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충
족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혼합방법 연구가 특수교육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에서 혼합연구
는 양적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보완 자료로 사용되었거나, 질적 연구에서
양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어정쩡한 상태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논문의
경우 혼합연구 방법론이라는 명확한 방법론으로 논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혼합연구 방법론의 다양한 모형은 양적 연구 방법론이 가정하
고 있는 정규 분포와 무선 통제와 무선 표집 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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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집단의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다. 셋째,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의 다양성은 과거 중증․중복장애학생의 수
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이며, 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넷째, 상기 언급한 대로 다양한 개인차와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중재의 결과들이 누적되면서, 특수교육의 학
문적 성취도는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양적 연구 방법론의 기본 전제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현장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장 연구자들은 혼합연구 방
법론을 사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론과 현장의 폭을 좁히는 데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합방법 연구는 많을수록 더 좋다거나, 양적 연구 없이 질적 연구
가 불충분하다거나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든가
하는 잘못된 가정하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혼합방법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혼합방법 연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으로 총체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혼합방법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우 세 가지 접근에서 충분한 훈련이 되
어 있거나 협력적 체계를 통해 연구하여야 한다.
특수교육학계에 발표된 논문들의 경우 혼합방법 연구(혹은 통합방법론)의
방법론을 명시하지 않은 채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양적 접근에 질적인
기술을 첨가한 논문들이 있으며, 최소한의 기본 형식을 갖춘 연구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학 분야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어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연구 논리의 고민 없이 병렬적으로 어정쩡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된 논문들도 적지 않다(이용숙, 김영천, 1998; 조용환,

1998).
수준 높은 혼합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합 방법의 선정 이유, 연
구 설계 전략과 이에 대한 시각적 모델 활용, 기호법과 표집 전략, 자료 분석
절차, 양적 질적 자료의 상호 연계적 삼각 측정화, 철학적 기초 등이 명시되어
야 한다(Creswell & Plano Clark, 2007: 186-187).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론이 수준 높은 방법론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혼합방법 연구론으
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이것은 바로 혼합의 요소, 혼합의 단계, 혼합의
폭, 혼합의 목적, 혼합의 방향성 등이다. 혼합의 단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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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는 하지만, 자료 수집 단계,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단계, 또는 모
든 단계에서 혼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단계에서도 혼합되
어야 한다는 관점도 보였다(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혼합방법
의 폭에 대해서는 양적·질적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혼합방법 연구를 양적 자료
와 질적 자료의 수집으로 정의(예: Creswell, 2003, 2009)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단계에서 혼합으로 정의하는 것(예: Bazeley, 2006) 그리고 방법론인 세계관과
언어의 혼합으로 정의(예 Johnson & Onwuegbuzie, 2004)까지 다양한 포괄성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혼합의 방향성은 연구 과제가 혼합방법의 방
향성을 결정한다는 상향식 접근, 연구문제는 혼합방법 접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인식론에서 출발하는 하향식 접근(Mertens, 2003)의 관점, 그리고 혼
합연구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개념화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제안 등의 관점(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을 이해하고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혼합방법
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양적 연구 방법론과 질적 연구 방
법론은 물론 상기의 조건들을 이해하고 혼합할 수 있는 혼합방법 연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수련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본 원고의 연구 내용의 범위
를 넘는 것으로 추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Ⅳ.‘도가도 비상도’의미를 되새기며
거대하고 복잡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복합체 속의 학생들이 다양한 특
성을 가지고 다름과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적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질적 연
구와 양적 연구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그런 가운데 두 접근방법의 장점을 취하여 맥락 내에서 연구 대
상의 다양한 특성을 읽어내려는 혼합방법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방법 연구의 논
쟁의 핵심이었던 패러다임의 혼합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고 특정 학문분야에
서 공유된 신념으로의 패러다임의 적절성을 제안하면서, 특수교육에서 혼합방
법 연구의 기여와 발전 방안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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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은 학문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기저를 이루는 철학적 사상
과 조류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학문적 기초를 구축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학문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면서, 철학적 사상의 폭도 확대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심화시키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 나간다.
연구자의 세계관은 다윈의 종의 기원의 진화론과 관련된 다윈 지능(최재천,

2012)처럼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담론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를 개방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통섭을 이루
어나갈 때 우리의 세계관도 진화하고 발전한다. 다양한 패러다임의 관점 속에
서 혼합연구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나 과연 패
러다임의 개념 속에 우리 생각의 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다양
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관점과 이론적 기반보다 기술적(technical)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연구를 위한 인식론이나 세계관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도 연구를 통하여 연구 목적을 달
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혹자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은 연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 연구자를 포
함한 세계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그 주제와 사물,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하지 않고는 보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없다. 또한, 형식은 몸에 익
혀야 할 기본으로 일단 형식과 방법이 철저하게 갖추어지면 그 안에서 자유로
워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기본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에 얽매
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뿌리 깊은 나무의 무성한 가
지가 주는 시원함은 뿌리를 생각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듯이 말이다.
패러다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함께 패러다임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미국의 사회과학 논쟁을 그대로 받아들
였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의 특수교육학계에서도 패러다임을 미국의 사회과학
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 Morgan(2007)이 제시한 패러다임의 네 가지
관점 중 두 번째 관점인 인식론적 견지의 패러다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지
만 이 관점은 앞 장에서 논의하였듯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가정이 적절하지 않다. 더욱 적절한 관점으로는 Morgan이 제시한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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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관점으로 전문적 학회지를 공유하는 특정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공유된 특
정 신념과 실제의 적용으로 패러다임(Kuhn, 1996: 177∼178)이라고 생각된다.

Kuhn은 이 관점을 다루면서 패러다임보다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더
강조하였다.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에 이론적 기저로는 이 관점을 채택
한다면 패러다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특수교육에서 혼합방법 연구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공동체에서 이
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인식론적 관점의 패러다임 대신 전문 분야의 전문가
에게 공유된 신념의 관점을 혼합방법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한다면, 제3의
패러다임이나 패러다임의 부정과 같은 논쟁 없이 혼합방법 연구의 이론적 기
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기저에서 특수교육 연구에서 혼합방법
연구 설계를 사용한다면, 그동안 양적 방법이나 질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보
다 폭넓고 심도 있게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증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강조하는 최근의 학계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혼합방법 연구에서는 중도와 최중도장애학생
의 수행 능력과 학습의 과정도 구체화할 수 있어 특수교육의 책무성도 명확하
게 구현할 수 있다. 제안된 패러다임으로 특수교육 학문공동체의 합의를 도출
하여 혼합방법 연구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중도와 최중도, 그리고 복합장애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성과 특이성을 만족시키는 방법론
으로 혼합방법 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발전은 고정된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다름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면
서 생산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Greene, 2007). 패러다임 내에서 혹은 패러다임 간의 의미 있는 대화 통로를
탐색하고, 이분법적 단순화 대신 복잡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Guba, 1990). 독단과 고착되고 정형화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만나 협
력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할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연구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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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Discourse for Promotion of Mixed Methods
Research in Special Education Research : Mixing Paradi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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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of integration of
paradigm for sound ground of the mixed methods research and to promote its
utilization for special education research to respond to the diversity and uniqueness
of the field and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science based research. For the
purpose the following major issues were discussed. First, four paradigm
perspectives and paradigm disputes have been reviewed with vision of adaptation
and flexibility. Second, reviewing overview and disputable issues in mixed
methods research, contributions of the mixed methods research to promote special
education research have been discussed. And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more
attentions and efforts with open discussion should be put into developing strong
ground of the mixe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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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학생과 직장인의 인식 및 요구
이 태 훈(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
이 은 열(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요 약 >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생․직장인들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집단별로 30명 이상, 총 10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현재 주변으로부터 받는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89.2%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97.1%로 나
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설계에 있어서 멘토 검색을 위한 분류 기준
으로 직종별과 시각장애 정도별로 검색하기가, 멘토와 멘티 간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메일과
일대일 채팅과 전화가, 멘토와 멘티 간 매칭 방식으로 멘티가 스스로 찾아 연결하는 것과
사이트 관리자가 연결해 주는 것을 병행하기가, 사이트 개발 형태로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개발이 더 높은 요구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시각장애
인의 진로 선택과 준비를 돕기 위해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의견이 사이트 개발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시각장애, 진로 상담, 진로 멘토링, e 멘토링 사이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에 비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
증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과 취업이 안마 등 일부 직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시각장애학교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
체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각장애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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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센터가 운영되면서 취업 지원 사업도 확대됨으
로써 점차 위축되고 있는 안마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상
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김기태, 2001; 박흥식, 2006; 이태훈, 2005;
김영일 외, 2009).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고 일반 직종에 진출하려는 요구가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교나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관련 기관
에서 시각장애인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이
나 정보 제공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태훈(2005)의 연구에서 시각장
애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 상담 및 진학 지도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김호연(2011)이 시각장애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면담 조사에서도 이들 상당수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부족한 정보
탓에 전공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도 전공
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거나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해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영일 등(2009)이 시각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조사에서 역
시 이들 상당수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실제로 연구자가
과거에 시각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상담 경험에서도 많은 내담자
들이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사례와 그에 대한 실제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고자 하였으나 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우
리나라의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생․구직자 집단 모두가 진학이나 직업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진로 상담과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부족
함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안인들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2000년부터 국내에서도 대
학교 및 각 기업에서 예비 대학생의 진로 상담이나 신입 직원의 직무 적응 등
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멘토링 시스템이 개발․운영되기 시작하였다(서리라,

2002). 국내에서 비장애인 대상으로 대학 전공 선택이나 취업 준비를 돕는 진
로 멘토링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 특히 여대생(김상현, 2006; 김
희영, 2011; 조영아, 2006)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 전
문계 고등학생(신현정, 2008)이나 일반계 중･고등학생(서영식, 2012; 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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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그 외에는 이미 취업한 신입 직원의 직장
및 직무 적응, 학생들의 학교나 사회 부적응 등 같은 분야에서의 멘토링에 관
한 연구들이 보편적이다.
이미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멘토링에 관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진 이후 MentorNet, CyberSisters 같이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전자 진로 멘토링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안지명,

2002). 특히 e-mentoring은 오프라인 멘토링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는데 먼저 대면 방식보다 상황적․환경적 제약이 적어 자신이
원할 때에 언제든지 접속하여 상호 간에 메시지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의
사소통 참여 방식도 이메일, 웹포럼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인 관계나 의
사소통 기술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더욱 편안하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안지명, 2002; 윤정호, 2008). 따라서 진로 e-mentoring 사이트는 진로
교육에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를 통해 더욱 실제적인 상담을 온라
인상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멘토의 전문적인 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요건에 대해 알 수 있어 진로 상담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윤정호, 2008).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오프라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더해 온라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가 대학교와 기업을 중심으로 개설․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전문적인 상담 교사에 의해 진로교육이 전담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진로 e-mentoring 사이트로 서울대학교의 SNU, 이화여대의 WISE, 여성
부의 WomenNet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로 e-mentoring, 특히 일대일 방식의 온라인 멘토링 시스
템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시각장애
인의 관심 직업 분야에 대한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을 돕기 위해 ‘CareerConnect’
이라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300개의 직종
에 고용된 1,000명가량의 취업 시각장애인들이 멘토로 가입되어 있으며, 시각
장애학생, 구직자 등에게 온라인상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진로 상담과 정
보를 일대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www.afb.org/CareerConnect).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한된 진로 및 직업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대학 진학이나 직업 준비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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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더욱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이나 사이트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
여 장애인의 대학 진학이나 직업 선택 및 준비를 돕는 것과 관련된 진로 멘토
링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
생․구직자가 시각장애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부터 대학 진학이나 직업 선택
및 준비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온라인상에서 제공받는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
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시각
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과제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대학 진학과 직업 준비를 돕기 위한 시각장애인 진
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관한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생․직장인의 인식과 요
구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은 진학 및 직업 준비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받은 도움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유용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설계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넷째, 시각장애인이 진로 상담을 바라는 대학 학과 및 직업 분야와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e-mentoring과 진로 e-멘토링의 개념과 기능
e-mentoring이란 웹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하여 멘토와 멘티 간의 접촉이 이
루어지는 멘토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메일, 웹포럼, 게시판, 채팅 등의 다

— 158 —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학생과 직장인의 인식 및 요구

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윤정호, 2008; Muller, 1999; Single & Muller, 2001). 일
반적으로 멘토는 특정 분야에서 신뢰받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 멘티는 특정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멘토링
유형 중에서 진로 멘토링이란, 진로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 과정에서 성인 전문 직장인이 자신의 직업 지식과 기술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학업적․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전광석, 2008)
진로 e-mentoring의 장점은 첫째,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장소
에 제한이 없다. 둘째, 이메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시간
적 ․ 심리적 부담이 작다. 셋째, 다양한 직업과 직장을 가진 멘토의 선정과 활
동이 가능하다. 넷째,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부담 없
이 자신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섯째,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 대인
관계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 첫째, e-mentoring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 둘째, 충분한 계획과 자원이 준비되
지 않은 채 성급히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온라인을
통해 조언과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일정 기간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 상호 노력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넷째, 멘토와 멘티 간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관리하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서리라, 2002; 안지명, 2002; 윤정호,

2008; Sanchez & Harris, 1996).

2. 국내 ․ 외의 비장애인 대상의 진로 멘토링 사이트 운영 사례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대학교, 공공 기관, 기
업 등에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진로 관련 e-mentoring 사
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취업 이후 신입 직원이 선배 직원에게 받는
멘토링보다 진로를 준비 중인 사람과 이미 진로를 성취한 사람 간의 멘토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국내․외 진로 e-mentoring 운영 사례를
홈페이지 및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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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로서 먼저 이화여대의 WISE는 이공계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 멘티
와 이 분야의 여성 전문 과학기술인인 멘토가 이메일이나 게시판 등의 방식으
로 멘토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멘토와 멘티의 매칭 방법으로는 멘토의 소속
과 전공을 검색하여 직접 멘토에게 멘토링을 신청하는 방법과 관리자가 멘티
의 지원서를 읽고 적합한 멘토를 찾아주는 방법이 있다. 둘째, 한국교원대학
교의 e-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는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있
는 여학생들에 대한 동기 유발, 이공계열 진학 유도, 예비 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 지원 등이 그 목적이다. 이곳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멘토링 워크숍, 주말을 멘토와 함께, 멘토와의 하루 대화, 과학 캠프
등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셋째,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WomenNet은
상담자, 교사, 후원자 등의 여성 선배 멘토가 여고생, 여대생 등의 멘티를 대
상으로 다양한 도움을 준다. 매칭 방법은 관리자가 멘티․멘토 정보를 바탕으로
경력, 희망, 분야, 지역, 나이를 고려하여 일대일이나 그룹으로 연결해 준다.
넷째,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 재능나눔 직업 멘토링은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
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종과 직군 경험을 살려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대학생
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생산/제조, 디자인,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홍보
등 다양한 직군 분야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멘토링을 모두 실시한다.
다음으로 외국 사례로 먼저 MentorNet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을 위한 멘토링
사이트로, 대학 재학생과 전문 기술 분야를 졸업한 여성 기술인을 매칭하여
주로 이메일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관련 상담 및 교육, 정서적 지지, 평가를 제공한다. 멘티는 멘토를 통해 현장,
직업, 조직에 대한 이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인턴십과 직업의 기회
도 얻을 수도 있다. 둘째, CyberSisters는 과학·수학·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여대
생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중등학교 여학생을 연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멘토는 과학·수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학교 여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
키고, 과학·수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역할 모델을 증대시키며, 사회 진출 시에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안지명, 2002).
이와 같이 여섯 가지 e-mentoring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대학생,
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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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적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멘티가 자발적으로 사이트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 직접 멘토를 검색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자가 매칭을 도와주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한다.

3. 국외의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운영 사례
국내에는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구조화
된 일대일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장애학
생이나 구직자와 장애 근로자 간의 오프라인 만남이나 선배 취업 장애인 초청
강연 등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 진로 e-멘토링 시스템으로 미국맹인재단

(American Foundation for the Blind)과 캐나다맹인원(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이 통합 운영하는 ‘CareerConnect’이라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 진로 멘토링 사이트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멘토 자원을 확보하여 직업을 준비하는 시각장애학생과 구직자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그 외에 시각장애 재활 종사자,
고용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300개 직업 분야에 고용된 약

1,000명 정도의 시각장애 직업인이 멘토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사이
트 설계는 맹인의 접근성과 사용이 쉽게 그래픽이 거의 없는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다. 메인 화면은 로그인, 사용자 가입, 멘토 검색하기, 멘토 가입하기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이 사이트에서 멘티나 멘토로 가입할 수
있고, 멘토와 멘티의 의사소통 방식은 이메일과 쪽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
용한다. 멘티가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멘토를 검색하여 직접 멘토 상담
을 요청하여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멘토에게 상담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관리자로부터 멘토 매칭을 도움받고
싶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멘토와 멘티 매칭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멘토
검색의 경우, 국가·지역·직종·시각 수준·사용 보조공학 기기 유형 등에 따라
상세 분류 검색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직종 분류 기준에서 ‘computer'를 키워
드로 검색해 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컴퓨터 관련 시각장애 직장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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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6건의 자료가 검색되었고, 각 종사자별로 직업명, 소재지, 시각장애 정
도, 주요 직무, 사용 보조공학 기기, 멘토 고유 번호 등이 공개되었다. 이 146
건의 컴퓨터 관련 시각장애 직장인 자료 중에서 자신의 요구와 가장 일치하는
사례를 선택하여 멘토 승인을 요청하면 된다(www.afb.org/CareerConnect).

<그림 1> CareerConnect의 멘토-멘티 매칭 프로세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인식
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주된
멘토 또는 멘티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생․직장인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시각장애 고등학생은 전국 8개 시각장애학교로부터
학교당 무작위로 고등학생 다섯 명씩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고, 시각장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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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시각장애대학생연합회에 요청하였으며, 시각장애 직장인은 S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학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직장인에게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다. 집단별
로 30명 이상, 총 104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응답자 신분을 살펴보면 , 고등학생 39.4%, 대학생 31.7%, 직장인 28.8%이
었고, 성별은 남자 67.3%로 여자 32.7%보다 많았다. 시각장애 등급은 1급이

7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급 11.5%, 3급 6.7% 등의 순이었으며, 기능시
각 정도는 스크린리더 사용자 67.3%, 확대경이나 화면 확대 프로그램 사용자

23.1%, 특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 9.6% 순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중증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이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 직장인 집단의 직
업 유형은 교사 50.0%, 사회복지사 13.3%, 컴퓨터 및 보조공학 전문가 10.0%,
공무원 6.7%, 목사 6.7% 등의 순이었다.
<표 1>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신분

성별

시각장애 등급

기능 시각
정도

빈 도

퍼센트

고등학생

41

39.4

대학생

33

31.7

직장인

30

28.8

남자

70

67.3

여자

34

32.7

1등급

81

77.8

2등급

12

11.5

3등급

7

6.7

4등급

1

1.0

5등급

3

2.9

스크린리더 사용

70

67.3

확대경이나 확대 프로그램 사용

24

23.1

특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음

1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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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설문지는 서리라(2002)와 안지명(2002)의 e-멘토링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미국의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인 CareerConnect 시스템을 분석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 개발된 설문지는 시각장애학교의 진로 담당 교사와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담당 직원 두 명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수정 ․ 보
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영역과 문항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영역과 내용
영 역

문항 내용

문항 수

응답자 정보

신분(소속), 성별, 시각장애등급. 기능 시각 정도, 현재
직업 분야(직장인)

5

진로 상담 및 정보에 대한 만족, 진로 상담 및 정보
도움 제공자, 현직 시각장애 대학생이나 직장인과
진로 상담 여부,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현직 시각장애 대학생 및 직장인 진로 상담의 도움
사이트의 유용성
정도,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도움 정도

2

멘토 검색을 위한 공개 희망 정보, 멘토-멘티 의사소통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방식, 시각장애 정도에 대한 표시 방법, 멘토 검색 분류
사이트의 설계
기준, 멘토링 사이트 매칭 방식, 멘토링 사이트 개발 형태

6

현재 대학 진학이나
직업 준비를
위한 주변의 도움

진로 상담 희망 대학
학과 및 직업 분야와
상담 내용

진로 상담 희망 대학 학과, 진학 상담 희망 세부내용,
진로 상담 희망 직업, 직업 상담 희망 세부 내용

4

3. 자료 분석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인 관련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0.0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현재의 진로 상담 및 정
보 제공에 대한 도움 정도와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유용성, 그리고 진로 멘토
링 사이트 설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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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고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세 집단 간에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에 대해서 교차 분석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현재 주변의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현재 시각장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면, 주변으로부터 받는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해 ‘조금 부
족하다’가 58.1%, ‘많이 부족하다’가 31.1%로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
다.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학교 교사가

55.4%, 친구가 9.5%, 선배가 8.1%,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이 8.1% 등의 순이
었다. 또한, 현재 시각장애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부터 받는 진로 상담 정도
에 대해 ‘조금 받는다’가 54.1%, ‘전혀 받지 못한다’가 37.8%로 나타났으며, 아
마도 이것은 시각장애학교를 졸업한 대학 또는 직장 선배를 초청한 특강이나
간담회에 대한 경험으로 여겨진다. 일대일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은 ‘참여한 적이 없다’가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두 집단 간에는 주변으로 받는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 문
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머지 문항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주변으로부터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받는 정도에 대해 ‘많이 부족하
다’는 비율이 대학생 집단 51.1%, 고등학생 집단 14.6%로 대학생 집단이 훨씬
높았다. 이것은 시각장애 고등학생은 시각장애학교 교사로부터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각장애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내에서 진로 상담을 제
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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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재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고등학생
(n=41)

구분
현재 진로
상담 및
정보에 대한
인식

진로 상담
및 정보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대학생
(n=33)

전체
(n=74)

많이 부족하다

6(14.6)

17(51.5)

23(31.1)

조금 부족하다

28(68.3)

15(45.5)

43(58.1)

충분하다

7(17.1)

1(3.0)

8(10.8)

학교 교사

31(75.6)

10(30.3)

41(55.4)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2(4.9)

4(12.1)

6(8.1)

부모

2(4.9)

8(24.2)

10(4.9)

친구

2(4.9)

5(15.2)

7(9.5)

선배

3(7.3)

3(9.1)

6(8.1)

기타

1(2.4)

3(9.1)

4(5.4)

시각장애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
부터 진로
상담

전혀 받지 못한다

15(36.6)

13(39.4)

28(37.8)

조금 받는다

25(61.0)

15(45.5)

40(54.1)

충분히 받는다

1(2.4)

5(15.2)

6(8.1)

일대일
멘토링 참여
경험

있음

5(12.2)

5(15.2)

10(13.5)

없음

36(87.8)

28(84.8)

64(86.5)

𝜒2

p

12,978

.002

16.638

.005

4.497

.106

.137

.712

2.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의 유용성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시
각장애 대학생과 직장인으로부터 직접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받는 것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가 55.8%,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가 38.5%로
나타났으며,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이 진로 선택과 준비에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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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정도에 대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가 64.4%,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가

32.7%로 나타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고등학생
(n=41)

대학생
(n=33)

도움이 안될
것이다

2(4.9)

4(12.1)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5(36.6)

13(39.4)

12(40.0)

40(38.5)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24(58.5)

16(48.5)

18(60.0)

58(55.8)

도움이 안될
것이다

-

3(9.1)

-

3(2.9)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5(36.6)

9(27.3)

10(33.3)

34(32.7)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26(63.4)

21(63.6)

20(66.7)

67(64.4)

구분
시각장애
대학생이나
직장인으로부
터 진로 상담
및 정보 도움
정도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
도움 정도

직장인
(n=30)
-

전체
(n=104)

𝜒2

p

4.625

.328

6.978

.137

6(5.8)

3.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설계에 대한 요구
1) 멘토 검색을 위한 멘토 정보 공개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에서 멘토 검색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해 멘토
에 대한 기본 정보로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직업 및 주요 업무 내용이

24.1%, 시각장애 정도가 22.4%, 최종 학력이 13.3%, 업무에 사용하는 보조공
학기기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자신에게 적절한
멘토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직업과 일치하는지 여부, 자신의
시각장애 정도와 비슷한지 여부, 최종 학력은 어떤지 등을 중요한 기초 정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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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멘토 검색을 위한 멘토 정보 공개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294)

반응 백분율

성별

25

8.5

나이

30

10.2

시각장애 정도

66

22.4

최종 학력

39

13.3

거주 지역

27

9.2

직업 및 주요 업무 내용

71

24.1

업무에 사용하는 보조공학 기기

36

12.2

2) 멘토와 멘티 간의 의사소통 방식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에서 시각장애 멘토와 멘티가 상호 간에 진
로 상담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은 이메일 24.3%, 전화

23.8%, 일대일 채팅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멘토링 사이트
설계 시에 이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화
를 통한 진로 상담의 경우에는 멘티가 사전에 이메일, 채팅, 쪽지 등을 통해
멘토의 허락을 구한 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멘토와 멘티 간 의사소통 방식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206)

반응 백분율

이메일

50

24.3

쪽지

15

7.3

일대일 채팅

47

22.8

집단 토론방

12

5.8

게시판

17

8.3

전화

49

23.8

기타

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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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와 멘티의 시력 상태에 대한 표시
멘토 검색이나 진로 상담을 위해 멘티와 멘토 모두 상대방의 시각장애 정도
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각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점자 사
용자, 확대자료 및 확대 기구 사용자가 47.1%, 전맹과 저시력이 32.7%, 좋은
눈의 시력이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적 시각보다는 기능적
시각장애 정도를 더 유용한 정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멘토와 멘티의 시력 상태에 대한 표시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n=104)

퍼센트

시각장애 등급

7

6.7

좋은 눈의 시력

14

13.5

전맹, 저시력

34

32.7

점자 사용자, 확대 자료 및 확대 기구 사용자

49

47.1

4) 멘토 검색을 위한 분류 기준
멘토를 검색하기 위해 멘티가 사용하는 주된 분류 기준으로 직종별로 검색
하기가 38.6%, 시각장애 정도별로 검색하기가 32.7%, 거주 지역별로 검색하기
가 11.4%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멘티가 멘토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자
신의 희망 직업과 일치하는지와 시각장애 정도가 비슷한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8> 멘토 검색을 위한 분류 기준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202)

반응 백분율

직종별로 검색하기

78

38.6

거주 지역별로 검색하기

23

11.4

시각장애 정도별로 검색하기

66

32.7

성별로 검색하기

13

6.4

연령대로 검색하기

19

9.4

기타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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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멘토와 멘티 간 매칭 방법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에서 멘티와 멘토를 연결하는 매칭 방법에
대해서 멘티가 스스로 멘토를 검색하여 찾기와 사이트 관리자가 연결해 주기를
병행하는 것이 63.5%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진로 멘토링이 사이트 설계 시
두 가지 매칭 방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멘토와 멘티 간 매칭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n=104)

퍼센트

멘티가 스스로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멘토를 검색한 후 상담 요청하기

20

19.2

사이트 관리자가 멘티의 관심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를 찾아 연결해 주기

18

17.3

위의 두 가지 모두 병행하여 멘티에게 멘토를 연결해 주기

66

63.5

6)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 형태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 형태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로 개발이 56.7%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개발하고 사이트 내에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43.3%보다 다소
높았다. 따라서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을 위한 여건에 따라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표 10>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 형태

(단위 : 명, %)

구 분

빈도
(n=104)

퍼센트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개발

59

56.7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개발하고,
사이트 내에서 장애 유형 구분

45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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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로 멘토링 사이트 운영 시 진로 상담 희망 학과 및 직업
1) 진로 상담 희망 학과와 상담 내용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이 시각장애 대학생으로부터 진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대학 전공 학과는 사범계열 학과 30.7%, 사회복
지 관련 학과 18.7%, 음악계열 학과 8.0%, 경영․경제 관련 학과 5.3%, 컴퓨터
관련 학과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학과에 재학 중인 시각
장애 대학생이 멘토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진로 상담 희망 대학 학과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분

반응 빈도
(n=75)

반응
백분율

구분

반응 빈도
(n=75)

반응
백분율

사범계열 학과

23

30.7

신학과

1

1.3

사회복지 관련 학과

14

18.7

한방 관련 학과

2

2.7

행정학과

3

4.0

영어영문학과

4

5.3

심리 상담 관련 학과

4

5.3

신문방송학과

2

2.7

경영․경제학과

5

6.7

문헌정보학과

1

1.3

음악계열 학과

6

8.0

역사학과

2

2.7

체육계열 학과

2

2.7

컴퓨터 관련 학과

4

5.3

국어국문학과

2

2.7

그리고 시각장애 고등학생이 시각장애 대학생으로부터 진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내용은 당 대학 및 학과 진학을 위한 요구 조건이 22.8%, 장애
에 따른 대학생활과 학업 수행 방법이 19.6%, 전공학과의 취득 격증과 취업
전망이 16.3%, 대학의 편의 시설 및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15.3%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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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진로 상담 희망 세부 내용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92)

반응 백분율

대학의 편의 시설 및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15

15.3

전공 학과의 교육과정

12

13.1

전공 학과의 취득 자격증과 취업 전망

15

16.3

장애에 따른 대학생활과 학업 수행 방법

18

19.6

해당 대학 및 학과 진학을 위한 성적 등 요구 조건

21

22.8

장학 제도

11

12.0

2) 진로 상담 희망 직업과 상담내용
취업을 희망하는 시각장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시각장애 직장인으로부터
진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직업 분야는 교사직이 21.7%, 사회복지사
와 직업재활사가 18.8%, 공무원이 10.1%, 기업인과 회사원이 10.1%, 방송인이

7.2%, 법조인이 4.8%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시
각장애 직장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3> 진로 상담 희망 직업 유형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69)

반응
백분율

구분

반응 빈도
(n=69)

반응
백분율

교사

15

21.7

교수

2

2.9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13

18.8

체육인

1

1.4

공무원

7

10.1

방송인

5

7.2

음악인

2

2.9

연구원

1

1.4

기업인과 회사원

7

10.1

작가

2

2.9

목사

2

2.9

법조인

3

4.3

컴퓨터, 보조공학 전문가

2

2.9

사서

2

2.9

심리상담사

2

2.9

기타

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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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각장애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시각장애 직장인으로부터 진로 상담
과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내용은 해당 직업에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과 준비
가 24.6%, 장애에 따른 현재 직장생활과 업무 수행 방법이 22.8%, 직장에서 담
당하는 주요 업무 내용이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진로 상담 희망 세부내용 다중응답 분석
(단위 : 명, %)
구 분

반응 빈도
(n=114)

반응 백분율

직장 편의 시설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8

6.9

직장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 내용

24

21.1

향후 해당 직업의 발전 전망

18

15.8

장애에 따른 현재 직장생활과 업무 수행 방법

26

22.8

해당 직업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과 준비

28

24.6

임금 수준과 승진

10

8.8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을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에 대한 시각장애 고
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진로 멘토링 사
이트 개발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장애 고등
학생 ․ 대학생 ․ 직장인 각 집단별 30명 이상 총 104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분석
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각장애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이 주변으로부터 받는 진로 상
담과 정보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조금 또는 많이 부족하다’가 89.2%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각장애 대학생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더욱 크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 고등학생은 학교 교사로부터
진로 상담을 받기 쉬운데 반해, 시각장애 대학생은 교수 등으로부터 적절한
진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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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각장애 고등학생․대학생․직장인 집단의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
이트 개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조금 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가

97.1%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다.
셋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설계에 있어서 먼저 멘토 검색을 위
한 기본 정보로 직업 및 주요 업무 내용과 시각장애 정도가, 멘토와 멘티 간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메일과 일대일 채팅이, 멘토 검색을 위한 분류 기준으로
직종별과 시각장애 정도별로 검색하기가, 멘토와 멘티 간 매칭 방식으로 멘티
가 멘토를 검색하여 선택하는 것과 사이트 관리자가 연결해 주는 것을 모두
병행하기가, 사이트 개발 형태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이 더 높은 요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넷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운영 시, 진로 상담을 받고 싶은 대학
학과로는 사범계열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음악계열 학과, 경영․경제 관련
학과, 컴퓨터 관련 학과 등의 순이고, 세부 상담내용으로는 해당 대학 및 학과
진학을 위한 요구조건, 장애에 따른 대학 생활과 학업수행 방법, 학과의 취득
자격증과 취업 전망 등의 순이다. 그리고 진로 상담을 받고 싶은 직업 유형은
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기업인, 방송인 등의 순이고, 세부 상담내용을 해당
직업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과 준비, 장애에 따른 직장 생활과 업무 수행 방법,
현재 직장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와 관련,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테스트용 진로 멘토링 사이트를 먼저 개발하여 시범적
으로 운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진로 멘토링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직장인 멘토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시각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시각장애 직장인이 멘토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 고등학생․대학생․구직자 멘티가 진학 또는 취업을 기대하
는 다양한 대학 학과 및 직업 분야에서 진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멘토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안인 대학생과 직장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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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멘토로 함께 가입하여 활동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진로 멘토링 사이트 운영 시 온라인 진로 상담 및 정보 제공 활동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회 정도의 집단 워크숍, 일대일 만남 등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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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ase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entoring Web Site
for the Visual Impaired
Lee, Tae Hoon
Sehan University
Lee, Eun Yeol
Seongbuk Center for the Visual Impa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and need about
developing career mentoring Web site for the visual impaired. So there were 104
participants with visual impairment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nd workers in this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level of career counseling was low. so the need of career
mentoring web site was high.
Second, in designing career mentoring Web site, the search ways of finding
mentor were preferre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visual impairment degree. the
communication forms between mentor and mentee were preferred e-mail and one
to one chatting. the mentor-mentee matching process was preferred to conduct
simultaneously both ways that a mentee finds a mentor for himself or the site
manager connects between mentee and mentor.
Hence, it need to develop a career mentoring Web site and these needs of the
study will be considered in development process of the We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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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
1)

이 성 용 (목도초등학교)*
정 해 동 (백석대학교)
정 집 현 (숭 덕 학 교)

< 요 약 >
자기교수(self-instruction)는 장애학생의 학업 기술, 기능적 생활 기술, 문제 행동 등을
교수하기 위해 활용되는 중재 기법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초등
학생의 수학 학습(정시의 시각 읽기, 달력에서 요일 읽기, 화폐 세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 대상은 정신지체초등학생 한 명이며, 중재는 특수학급에서 수학 교과 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약 두 달간 실시하였다. 연구 설계는 단일 대상 연구의 행동 간 중다 기초선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 자기교수 훈련은 수학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 및 교과교육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정신지체초등학생의
수학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기교수, 기능적 수학, 측정, 시각 읽기, 요일 읽기, 화폐 세기, 특수교육, 정신
지체초등학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을 매우 어렵고, 재미없는 교과로 알고 있다. 그 이
유는 그동안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실
제 우리 생활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수학이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수학교육의 목적 중 실
용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을 배워 물건의 개
수를 세거나 물건의 크기, 물건 값의 할인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수학을 가르
* 교신 저자(jys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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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배워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강문봉 등, 2008; 이대현, 2011).
그리고 장애특성상 다른 수학교육의 가치를 습득하기 어려운 정신지체학생
을 교육하는 특수교육에서는 이러한 수학교육의 실용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수학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수학교육 교육과정에서의 실생활 활
용을 강조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보다 측정 영역이라고 볼 수 있
다(남윤석 등, 2011). 측정 영역에는 길이, 부피, 크기 등과 함께 시계 지도, 화
폐 계산, 달력 보기가 포함되는데 특히, 시계 보기, 화폐 계산, 달력 보기는 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현재 생활에서도 매우 필요한 기술
이고, 미래에도 필요한 기능적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계를
볼 수 있으면 학교생활(수업,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학교 등)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
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수학교육을 통
해 학생들이 지녀야 하는 기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메타 분석 연구를 살
펴보면, 중도 인지장애학생들의 수학을 가르친 연구들은 수학의 교수 영역에
서 측정 영역을 교육한 연구가 절반 이상이었지만 대부분 화폐 관리 기술을
가르쳤다(Browder et al., 2008).
한편, 수학교육의 여러 영역에서는 자기교수(self-instruction) 훈련이 최상의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이성용, 김진호, 2011a). 여기서 자기교수 훈련이란 학
생들이 복잡한 행동을 수행하면서 특별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자기 자신에
게 설명하는 것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배우는 인지․
행동훈련 방법의 하나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명숙 등, 2011). 이 훈련 절
차는 인지․행동수정 학자들이 관찰되지 않은 인지와 행동을 동시에 훈련시키
기 위해 발전되었으며, 언어가 인지 발달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Luria(1961)와 Vygotsky(1962)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Meichenbaum(1977)은 다음과 같은 자기교
수 훈련절차 다섯 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인지적 모델링 단계로 성인 모
델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고 아동은 관찰한다. 두 번째, 외현적
지도 단계로 성인 모델이 하는 말을 아동이 큰 소리로 따라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세 번째, 외현적 자기 지도 단계로 아동이 혼자서 큰 소리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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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제를 수행한다. 네 번째, 외현적 자기 지도의 감소 단계로 아동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자기 지도 단계
로 아동이 마음속으로 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자기교수 기법과 훈련 절차를 통하여 학생들의 행동과 문제 해결력을
동시에 높이고자 하였다(김진호, 1999, 2003; 이성용, 김진호, 2011a).
그리고 수학교육에서의 자기교수 훈련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사칙연산과
관련된 하위 과제로 덧셈(김혜진, 2010; 권지영, 2006), 뺄셈(정미혜, 김진희,

2008), 덧셈과 뺄셈(박동진, 2006), 혼합 셈(방서현, 2006)의 연산 문제를 해결
하는 연구가 있으며, 수학의 문장제 문제해결을 목표기술로 하는 연구(이옥인,
백은희, 2004)가 있었다. 그중에서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옥인과 백은희(2004)는 정신지체초등학생 여섯 명
을 세 명씩 나누어 또래와 교사의 자기교시 중재로 교수하여 목표 학업 기술
을 모두 향상시켰으며, 대상 학생들은 획득한 기술을 유지하였다.
앞서 제기하였듯이 수학교육에서 가장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인
측정 영역은 국내에서는 대부분 연구되지 않고 있고, 자기교수 훈련을 중재로
활용한 연구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학생의 실생활
에 필요한 수학에서의 측정 영역을 자기교수 훈련 방법으로 지도하여 실생활
에 필요한 수학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수학 학습을 수학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시의 시각 읽기, 달력에서
요일 읽기, 1,000원짜리 화폐 세기 기술로 한정하여 정의하였다.

2. 연구 과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세운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초등학생의 시각 읽기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가?
둘째,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초등학생의 요일 읽기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가?
셋째,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초등학생의 화폐 세기 기술 향상에 효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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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학생은 A도 B군의 읍·면 지역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초등학생으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관련 진단 기관
이나 병원에서 지적장애로 진단받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학생.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수학교과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셋째, 부모의 요구 혹은
교사의 교육적 판단 등으로 IEP팀의 회의를 거쳐 IEP 목표에 특수교육 교육과
정상 수학 Ⅱ단계의 측정(시계, 달력, 화폐) 부분과 관련된 목표 기술을 갖춘
학생이다.

2) 대상 학생의 특성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상 학생의 전반적인 인지적·사회적 특성과
대상 학생의 종속변인과 관련된 수학 교과 학습 수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과 학습 수준
구 분

대상 학생

생년월일

2003. 2. 22

학년

초등학교 3학년

성별

남자

장애 유형(등급)

지적장애(1급)

지능(IQ): KISE-KIT 검사

전체: 46, 언어성: 52, 동작성: 51

적응 행동: KISE-SAB 검사 전체: 36, 개념적: 39, 사회적: 48, 실제적: 40
전반적인 학습 수준(IEP)

수학 교과 학습 수준(IEP)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낱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1～50
까지 수를 보고 읽을 수 있음.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고, 흥미
로워하며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시계와 달력의 숫자를 찾아 읽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시각을 읽거나
달력의 요일을 인식하지 못함. 돈의 쓰임인 물건 교환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나 구별하거나 세는 것에 어려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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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환경 및 기간
본 연구는 목표 기술이 수학 교과라는 특성상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수학급은 교구 설비 기준을 갖춘 일반적인 학급이다. 그리고 실험은 기초선과
중재, 유지 검사를 포함하여 2011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약 2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중재 회기는 주 2～3회, 1회기는 평균 40분으로 이루어졌다.

3.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정신지체초등학생의 수학 학습 성취에 대한 자기교수 훈련의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 대상 연구의 행동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활용하
였다(이소연 등, 2000; O'Neill et al., 2011).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기초선, 중재,
유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1) 기초선
본 연구에서의 기초선 단계에서는 목표 기술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정반응에 대한 강화나 오반응에 대한 연구자의 촉진 및 피드
백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수학 학습에 대한 문제를 제공하고
대상 학생의 정반응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재는 자기교수 훈련이기 때문에 출발점 기능(entry

skills)으로 학생이 자기교수의 다섯 단계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에게 자기교수의 다섯 단계 절차를 반응 촉진법과 시간 지연 절차를 활용하여
직접 지도하였으며, 그 결과 학생이 자기교수 훈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었다.

2) 중재
본 연구의 중재는 자기교수 전략의 다섯 단계를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졌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교사가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모델링을 제공하고 학생은 관찰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사가 하
는 말을 학생이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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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학생이 혼자서 큰 소리로 말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
서는 학생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단계
에서는 학생이 허밍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자기교수 훈련을 충분히 실시한 다음 교사의 직접 시연을 통한
학습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과제 수행 수준을 확인하였다.

3) 유지
유지 단계는 각 목표 기술에 따라 자기교수 훈련이 종료된 2주 후에 총 3회
실시하였으며, 기초선 및 중재가 실시된 동일한 장소에서 기초선 단계와 동일
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목표 기술
본 연구의 목표 기술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 수준 Ⅱ단계의 측정
영역인 시계, 달력, 화폐의 액면가 알기 내용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계
알기에서는 정시의 시각 읽기, 달력 알기에서는 요일의 이름 읽기, 화폐의 액
면가 알기에서는 1,000원짜리 지폐를 세어 얼마인지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5. 자기교수 전략 훈련
1) 자기교수 언어 개발
본 연구의 대상 학생은 정신지체초등학생이고 , 발음이 부정확하며 낱말
수준으로 의사소통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장애 특성에 맞게 자기교수
언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대상 학생의 목표 기술과 관련된 세
가지 자기교수 언어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한 자기교수 언어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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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 학생의 맞춤형 자기교수 언어
목표 기술

자기교수 언어

정시의 시각 읽기

짧은 바늘 ○, 긴 바늘 12, ○시

달력에서 요일 읽기

○ 위로 올라 □, □요일

1,000원짜리 화폐 세기

천 원짜리 ○, ○천 원

* ○ = 숫자, □ = 월～일

2) 자기교수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의 중재는 자기교수 훈련을 활용하였으며,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간 지연 절차 및 최소-최대 촉진
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올바른 수행을 유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한
자기교수 훈련 중재의 구체적인 교수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교수 훈련 프로그램 예시(정시의 시각 읽기)
단계

중재 활동 내용(시계)

1

“자, 이제 선생님이 시계가 몇 시인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라고 말하고
교사가 큰 소리로 자기교수 언어를 시범 보인다. 학생은 이를 관찰한다.

2

“자, 이제 선생님이 몇 시인지 읽는 것을 따라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교사는
1단계를 다시 한 번 실시한다. 학생은 큰 소리로 따라한다.

3

“자, 이제 선생님은 안 할 테니 ○○가 혼자 해보세요.”라고 교사가 지시한다.
학생은 혼자서 큰 소리로 자기교수 언어를 하며 정시의 시각 읽기를 수행한다.

4

“자, 이제 작은 소리로 해보세요.”라고 교사가 지시한다. 학생은 혼자서 작은
소리로 3단계를 수행한다.

5

“자, 이제 음음음(허밍)으로 해보세요.”라고 교사가 지시한다. 학생은 허밍으로
자기교수 언어를 하며 정시의 시각 읽기를 수행한다.

6

1～5단계까지 단계를 반복(1회)한다.

7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대상 학생에게 “모형 시계를 돌리면서, 시계를 읽어보세요.”
라고 지시하여 전체적으로 복습한다.

자료 : 시계 = 모형 시계, 달력, 화폐 = 실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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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중재 단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기교수 5단계를 실시하고 한 번 반
복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소리를 내며 복습을 한다. 특히, 5
단계에서 허밍을 활용한 것은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된 형태다. 이에 따른 자
기교수 훈련 프로그램의 예는 <표 4>와 같다.
<표 4> 자기교수 훈련 프로그램 예
시각 읽기

요일 읽기

화폐 세기

QR코드

* 위의 QR코드를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로 인식하면 실제 교수 장면을
시청할 수 있으며, 대상 학생이 노출되는 점이 있어 공개에 대한 부모 동의를 받았다.

6. 자료 측정 및 분석
목표 기술 수행에 대한 자료 측정은 중재가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졌으며,
교사가 평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수행하는 것을 특수교육보조원과 함께
직접 관찰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평가 문제는 모두 다섯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이에 따른 올바른 과제 수행률{(올바른 과제 수행÷전체 과제 수)×100}을 평가
준거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평가표를 바탕으로 자료를 측정한 후 시각적인 그래프로 나타
내어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단일 대상 연구 설계에서는 PND(the

percentage of nonoverapping data) 값을 활용하여 중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는데(Scruggs, et al., 1986; Scruggs & Mastropieri, 2001), 이와
같은 PND 값을 활용한 결과 해석은 최근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났다(이
성용, 2011; Bellini et al., 2007; Buggey et al., 2011; Hanley-Hochdorfer et al.,

2010; Scattone, 2008; Scattone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PND 값을 활용하여 중재의 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PND 값 계산은 단일 대상 연구에서 시각적으로 제시한 그래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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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초선 자료 중 가장 높은 점수에 대해 중재 단계에서 그 점수를 초과한
모든 자료의 개수를 세고, 그 수를 전체 중재 회기의 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
하여 산출한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PND =

중재단계에서 기초선 단계의 최고값보다 높은 값의 개수
× 
중재가 실시된 전체 회기 수

7. 관찰자 간 신뢰도 및 중재 충실도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 한 명과 특수종일반
교사 한명이 참여하였다. 우선 특수교육보조원은 대상 학생의 오른쪽에 특수
종일반 교사 한 명은 대상 학생의 앞쪽에 위치하여 두 사람 간의 거리는 3m
로 하고 대상 학생이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다음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관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관찰자 간 신뢰도를
더욱 정교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선, 중재, 유지에서 각 임의로 30%를 촬영하
여 특수교육 교사 한 명이 대상 학생이 수행하는 것을 보고 평가지에 기록하
였다. 그 결과 세 명 모두에게서 100%의 신뢰도를 얻었다.
그리고 중재를 적절하게 실시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해 <표 5>와 같은 평가
지를 사용하여 중재 충실도를 살펴보았다. 중재 충실도의 관찰자는 특수교육
보조원과 종일반 교사가 담당하였으며, 중재가 이루어지는 동안 평가 서식을
통해 ‘예’, ‘아니오’로 총 4회(약 30%)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 점검 결과 평균

5점으로 중재는 절차에 맞게 잘 이루어졌다.
<표 5> 중재 충실도 평가지
관찰 내용
1

자기교수 훈련의 5단계를 실시하였는가?

2

자기교수 훈련의 5단계를 재반복하였는가?

3

중재 7단계에서 학생이 반복하여 정리하게 하였는가?

4

자기교수 훈련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5초 시간 지연 절
차를 사용하였는가?

5

자기교수 훈련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최소-최대 촉진법을
사용하였는가?

— 187 —

예

아니오

특수교육 연구 제19권 제2호(2012)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초등학생의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 읽기
대상 학생의 목표 기술에 대한 과제 수행의 변화 및 효과를 알아 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의 과제 수행률
은 중재가 시작된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정시의 시각 읽기에 대하여 학생은 기초선 조건에서 평균 13.3%(0～20)로
나타났지만 중재 기간에 평균 68.0%(20～100)로 향상되었고, 최종적으로 학생
은 정시의 시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재 종료 2주일 후에 이루어
진 유지 검사에서도 100%를 수행하여 새롭게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를 하면서 학생이 가장 어려워한 시각은 발음이 비슷한 5시와

6시로 나타났으며, 11시는 1시 앞에 ‘열’을 발음하는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가장 쉽게 읽은 시각은 1시부터 4시로 두 음절의 발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시각 읽기를 가장 어
려워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생에게 특정 시간의 맥락을 제공하였는데, 그
것은 시각 지도에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교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7시
는 일어나는 시간, 8시는 학교 오는 시간, 12시는 점심시간, 4시는 집에 가는
시간으로 정하여서 지도하였는데 다른 시각을 읽는 것보다 이러한 맥락을 제
공하였을 때에 학생이 그 단서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
면, 교사가 “12시는 뭐하는 시간이지?”라고 물어보았을 때 학생은 “밥”이라고
대답하면서 12시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Scruggs 등(1986)이 처음 제시한 PND 값의 해석 준거는 PND 값
이 90% 초과일 때는 큰 효과가 있음, 70% 초과에서 90% 이하일 때는 중간 효
과가 있음, 50% 초과에서 70% 이하일 때는 효과가 작음, 50% 이하일 때는 효
과가 없음으로 분류하였는데(Banda & Therrien, 2008), PND 값으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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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PND 값이 90으로 대상 학생에게 적용된 자기교수 훈련 중재는 정시의
시각 읽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

중재

유지

시계

과
제
수
행
률
(%)

달력

화폐

■=시각 읽기, ◆=요일 읽기, ▲=화폐 세기

회기

[그림 1] 자기교수 훈련에 대한 수학 학습 과제 성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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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일 읽기
달력의 요일 읽기에 대하여 학생은 기초선 조건에서 평균 0%(0-0)로 나타났
지만 중재 기간에 평균 95.0%(60～100)로 상당히 향상되었고, 최종적으로 학
생은 달력에서 요일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재 종료 2주일 후에 이
루어진 유지 검사에서도 100%를 수행하여 새롭게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재를 진행하면서 흥미롭게도 학생은 한글로 쓴 달력과 한문 및 영어(약
자)로 쓴 달력이 같은 요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것은 본 연
구의 목적상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예를 들면, 학생은 ‘금-金-FRI’ 어느 것이
적혀 있어도 금요일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학습한 것은 일반화 측면으로 예
측하여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떠한 근거로 학습하였는지 살펴보지 못하였
다. 다만 학생의 공간 지각 능력으로 인해 그 위치에 적힌 것은 어떤 요일을
뜻하는지 인식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뿐이다. 그리고 PND 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PND 값이 100으로 대상 학생에게 적용된 자기교수 훈련 중재는 달력에서
요일 읽기를 증진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폐 세기
화폐 세기에 대하여 학생은 기초선 조건에서 평균 0%(0-0)로 나타났지만 중
재 기간에 평균 88.0%(40～100)로 상당히 향상되었고, 최종적으로 학생은 화
폐를 셀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중재 종료 2주일 후에 이루어진 유지 검사에
서도 100%를 수행하여 새롭게 습득한 기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래서 학생은 교사가 얼마를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1,000원짜리 지폐를 세고
주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 1,000원짜리 화폐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제 1개 혹은
껌 1통과 바꿔 먹을 수 있음)만 하였는데 중재가 끝날 즈음 쉬는 시간에 선생
님들이 돈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공부했다며 자료장에서 모의 화폐
를 가져와 정확한 금액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습 태도에 있어 다
른 것보다 돈이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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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하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영역보다 더 빨리 기술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PND 값으로 살펴보았을 때 PND 값이 100으로 대상 학생에게 적용된 자기교
수 훈련 중재는 화폐 세기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자기교수 훈련이 정신지체학생의 수학 학습을 증진
및 유지시켰다는 선행 연구(김혜진, 2010; 권지영, 2006; 박동진, 2006; 방서현,

2006; 이옥인, 백은희, 2004; 정미혜, 김진희, 2008)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측정 영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중재 효과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표 기술(시계, 달력, 화폐)을 교수하는 것과 수
학교육 전반에서 자기교수 훈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자기교수 훈련 방법을 응용(허밍을 도입)하였고, 장애
학생 개별 특성에 맞게 자기교수 언어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본 연구
의 성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향후 이와 같은 연구를 계획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노력은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렇게 QR코드
를 제시하면 본 연구가 현장에 제대로 전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교수 훈련을 계획할 때 개별 학생에 맞는 자기교수
언어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QR코드는 연구의 현장
적용 및 전이를 촉진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중재를 활용한
실험 연구에서는 한 차시 혹은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QR코드를 잘 활용하면 학생들의 반응 촉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QR코드에는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데, 예
를 들어, 물건 구입하기나 교통수단(지하철) 이용하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 사
진 및 동영상 촉진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학습 지면에 QR코드를 제작하
고 부착하여 과제 분석에 대한 학습 내용을 지면에서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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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이용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교
수가 이루어지면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QR코드가 삽입된 작은 메모지와
스마트기기만 가지고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교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QR코드를 활용한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여 장애학생들
에게 스마트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를 추천한다. 가능하다면 연구를 확장
하여 교과서나 교수·학습 자료에도 QR코드를 제공하여 서책으로 된 자료와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가 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달력의 요일 읽기에서 학생의 일반화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학생이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서
나타난 결과로 추측 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조작적으로 계
획하고 실험하여 일반화의 요인을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 주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 분석에 있어 PND 값을 활용하
여 중재 효과 크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제시는 최근 국내외 연구(이성
용, 2011; Bellini et al., 2007; Buggey et al., 2011; Hanley-Hochdorfer et al., 2010;

Scattone, 2008; Scattone et al, 2006)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PND 값에 대한
해석은 중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
근 교육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증거 기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를 통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일 등, 2012; 이성용, 김진
호, 2011a, 2011b; 이성용 등, 2012; Browder & Cooper-Duffy, 2003; Cook et al.,

2008; Test et al., 2009). 증거 기반 실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문헌
연구(Review)와 메타 분석(Meta-analysis) 연구가 추천되고 있는데, 단일 대상
연구에서는 메타 분석을 수행할 때 PND 중위수(Median) 값을 활용하고 있다

(남경욱, 신현기, 2008; 박일수, 2007; 신현기, 이소림, 2009; 이성용, 김진호,
2011a, 2011b; 이성용 등, 2012; Bellini & Akullian, 2007; Browder & Xin, 1998;
Browder et al., 2008; Test et al., 2011; Xin et al., 2005).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
와 같이 PND 값을 제시하여 결과를 분석하면 추후 메타 분석을 용이하게 진
행할 수 있고, 정확한 PND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향후 단일
대상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PND 값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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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목표 기술이 측정 영역의 한 부분이라는 한계점이 있
다. 이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모두 제시되었지만 어떠
한 순서로 계획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영역의 시계 읽기, 달력 보기, 화폐 세기
등에 대한 단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목적상 자기교수 언어 개발 및 적용 등의 이유로 단
한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연구
에서는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
계를 활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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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elf-Instruction Strategy on Functional
Mathematic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2)3)4)

Yi, Seongyong. Y*.․Jeong, Haedong**․Jeong, Jibhyun***
Self-instruction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based on the cognitivebehavioral management approach, for addressing academic skills, functional skills,
an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instruction on the functional mathematics(speaking
the time, speaking day of the week and counting the money) of element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 of the study was one
element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behavior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 self-instruction improved the functional mathematics of
element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result of the study was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mathematic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an
be used to plan and implement successful mathematics programs.
keywords : self-instruction, mathematics, measurement, speaking the time, speaking day of
the week, counting the money, special education, elementary student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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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정 윤 우(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정 동 영(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 요 약 >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 영역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은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중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교사보다 높은 실행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고, 하위 요소에서도 특수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 셋째,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과 하위 요소들에 대한
인식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가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중도 지적
장애학생의 교과 지도에 대한 요구와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직
연수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배치 유형에 상관없이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이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지적장애, 지적장애 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정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교육과정의 실행이다. 교육과정 실
행은 실행 대상으로서의 교육과정이며, 교육과정의 적용 및 사용의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실행은 모든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며, 복잡한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요구들로 인해 국가 교육
과정의 실행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선호하지 않게 되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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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교수 ․ 학습과정에서 실천되지 않아 국가 교육과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다(정윤우 외, 2012).
교육과정 실행은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수용하고 교실 수업 활동
을 통해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김민환, 1998)이다. 즉 교육과정 실
행은 교육과정의 계획이 구현되는 과정이며, 개발된 교육과정을 실행에 옮기
는 구현과정이다. 교육과정 실행은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사정(査正)과 교
육과정 설계와 개발에 순환과정(feedback)을 제공하는 실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실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1960년대 중반부
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교육과정의 운영과 실행에 대한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 지원한 교육과정 프로젝트들이 그 우수
성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자 아무리 우수한 교육과정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서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
기 시작하였다. 즉 훌륭한 교육과정이 바로 성공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연
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독립적인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교육과정 실행은 교육과정 계획·개발과는 또 다
른 하나의 차원이다(김두정, 2005).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정
을 개발하더라도 교육과정 문서는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현
실의 교육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교육과정 실행의 성공
여부는 규정된 교육과정 문서로 표현되는 ‘이상’과 현장 교실에서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 가에 달
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계획이나 개발 수준의 의미에서 벗
어나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조되었다

(박승렬, 2009; 이경진, 김경자, 2005).
흔히 새로이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 의해 진행이 되면 변
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Hord et al, 1987). 그러나 교육과
정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바로 교육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계획된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우수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곽병선, 1986; 추광제, 2007).
이러한 교육과정의 실행에 관한 문제는 특수교육과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200 —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2011년 개정 특수교육과정’의 개발은 특수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발이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특수교육과정’에 따라 특
수교육 현장이 즉시 변화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정된 특
수교육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목표와 내용들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완전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실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과정 실행은
관련된 사람들의 신념과 지식, 기능 및 외적 환경 변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
았을 뿐만 아니라 변인간의 관계성 또는 연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
다(박승렬, 2009; 심재호 외, 2010). 교육과정 실행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
구들(Mclaughlin& Marsh, 1978; Parsons, 1987; Fullan, 1991; Snyder, Bolin&

Zumwalt, 1992; Posner, 1992; 김두정, 1996; 윤광보, 2000; 정혜승, 2002; 천일
석, 박선형, 2007; 심재회 외, 2010)에 의하면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몇 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
용하고 직접 실행하는 교사 관련 변인, 둘째는 학교 풍토를 포함한 학교의 환
경 관련 변인, 셋째는 학교장과 교육 행정가의 효율성을 포함한 행정 지원 변
인, 넷째는 학교 외부의 환경을 포한하는 사회․환경 관련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교사 관련 변인은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실행자로서 교사에 대한
변인이다. 교육과정 실행의 과정에서 교사 관련 변인 외의 나머지 변인들은
반드시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교사 관련 변인은 교육과정 실
행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렬, 2009; 이경진, 김경자,

2005; 천일석, 박선형, 2007). 왜냐하면 권낙원 등(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
사가 교육과정상의 변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교육과정을
올바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느냐, 교사가 더 나은 수업
진행을 위하여 기존의 태도나 수업 방법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변화
지향적 자세를 갖추었느냐 등이 교육과정 실행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실행 요인을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
수교육과정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일반교육과정의 실행 요인과 차이가 없다는 관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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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다(이유훈, 1999).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지적장애학생의 교육은 특수교육 교사가 학생의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형태다. 즉 지적장애학생의 교육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이것은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을 특수교육
교사가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있으며,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에 특수
교육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적장애학생의 다양
한 특성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는 교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을 이해한 후
이를 실행할 때에도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의 실행이 다양한 교육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 모두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
이며(박승렬, 2009),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교육과정 실행
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강창동, 2006).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과정의 평가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실행될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 실행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교사가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그
대로 자신의 교수․학습과정에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실행은 효과성을 기
대하기 어렵다. 특히 중도 지적장애학생은 그들이 미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
해 확장적 지원(extensive support)을 요구하는 학생이다. 즉 중도 지적장애학생
을 위한 교육에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실제 수업과정에서
나타나며, 교육과정의 실행이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미래 생활 능력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과정의 경우 일반교육과정에 비해 교사의 영향
력은 더욱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중도 지
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 요인에 따른 세부 요소들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
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 영역 간의 상관 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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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은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의 인식 영역 간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초 ․ 중등학교
과정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사를 80명을 연구
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전자메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
서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75명(93.75%)이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대
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구분
특수학급 교사
특수학교 교사
합계

학교급

대상

응답률(%)

초등학교

20

18(90.00)

중등학교

20

20(100,00)

초등학교

20

18(90.00)

중등학교

20

19(95.00)

80

75(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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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도 지
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Lewthwaite와 Fisher(2005)가 개발한 SCIQ(Science Curriculum Implementation
Questionnaire)를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예비 검사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담당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 검사를
실시한 후 특수교육 관련 학과 교수 두 명과 특수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한 명에 대한 검사 결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조언을 통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인식에 대한 문항의 구성
교육과정 실행 요인

교사 내적 요인

교사 외적 요인

하위 영역

문항 수

교수 지식

7

교수 적성

7

교수 태도

7

전문적 지원

7

자원의 적절성

7

학교 풍토

7

시간

7

본 연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 조사는 각
영역 당 7문항씩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에 5점,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지 않
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 도구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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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과 하위 영역 간의 상
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비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수준
설치 유형(N)

실행 인식
M(SD)

특수학급(38)

2.84( .50)

특수학교(37)

3.19( .52)

합계(75)

3.02( .54)

F

p

8.526**

.005

*p < .05, **p < .01, ***p < .001

<표 3>과 같이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수준의 전체 평균은 3.02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급 교사는 2.84, 특수학교
교사는 3.19로 특수학교 교사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수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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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의 인식 수준은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실행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
루어지고 있으나,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2. 실행 요인에 대한 인식과 하위 요소별 영향력
1)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인식과 하위 요소별 영향력 비교
(1)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비교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특수교육 교사의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실행 인식 수준 비교
배치 유형
실행 요인

특수학급(n=38)

특수학교(n=37)

합계(n=75)

M(SD)

M(SD)

M(SD)

교사 내적 요인

2.85( .54)

3.24( .51)

3.04( .56)

F

p

9.94**

.002

*p < .05, **p < .01, ***p < .001

<표 4>와 같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에서 교사 내적 요
인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수준인 평균 2.85보다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
식 수준 평균이 3.24로 높게 나타났고, 실행 인식 수준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러한 인식 수준의 차이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특수
학급 교사들보다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내적 요인
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 하위 요소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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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 간 실행 인식 수준
차이 검증
배치
유형
요소
교사 적성
교수 지식
교수 태도

특수학급
(n=38)
M(SD)
2.86 ( .59)

특수학교
(n=37)
M(SD)
3.23 ( .55)

2.84 ( .63)

3.39 ( .68)

2.86 ( .47)

3.10 ( .46)

합계
(n=75)
M(SD)
3.04 ( .60)
3.11 ( .70)
2.97 ( .48)

F

p

7.96**

.001

*

.031

12.80
4.85

.006

**

*p < .05, **p < .01, ***p < .001

<표 5>와 같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내적 요인 하위 요
소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특수학교 교사가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인
교사 적성, 교수 지식, 교수 태도의 실행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의 영향력 비교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인 교수
적성, 교수 지식, 교수 태도 등이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 영향 변인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표
(n=7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선형회귀 분석

2.924

3

.975

4.374

.007a

잔차

15.823

71

.223

합계

18.747

74

R²(adj. R²)= .15( .12)

<표 6>에 의하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내적 요인
의 하위 요소의 영향력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교수 적성, 교수 지식, 교수 태도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4.37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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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률은 .007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 수준 .05에서 중요도를 유의
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의 영향 변인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교사 내적 요인의 하위 요소 영향 변인의 중요도에 대한 회귀 분석
(n=75)
비표준화 계수

모형

표준화 계수

t

p

2.320

.023

-.118

-.450

.654

.176

.545

2.201

.031

.188

-.070

-.386

.701

B

SE

(constant)

.807

.348

교수 적성

-.099

.220

교수 지식

.387

교수 태도

-.073



<표 7>에 의하면 유의 수준 .05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
사 내적 요인 실행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사 지식(t=2.201,

p= .031)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 요소인 교수 적성, 교수 태도는 중도 지적
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내적 요인 실행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한 실행 인식과 하위 요소별 영향력 비교
(1)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실행 인식 비교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에서 교사 외적 요인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특수교육 교사의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한 실행 인식 수준 비교
배치 유형
실행 요인

특수학급(n=38)

특수학교(n=37)

합계(n=75)

M(SD)

M(SD)

M(SD)

교사 외적 요인

2.84( .50)

3.15( .55)

2.99( .5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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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과 같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에서 교사 외적 요
인에 대해서는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이러한 차이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교사 외
적 요인과 관련, 특수학교가 특수학급보다 실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 교사 외적 요인은 어떠한 하위 요소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 간 실행 인식 수준
차이 검증
설치 유형 특수학급(n=38)
요소
M(SD)

특수학교(n=37)

합계(n=75)

M(SD)

M(SD)

F

자원 적절성

2.62( .68)

3.07( .74)

2.84( .74)

7.50

교과 시간

2.91( .37)

2.98( .42)

2.95( .39)

.59

p
**

학교 풍토

2.63( .70)

3.19( .74)

2.91( .76)

11.06

전문적 지원

3.18( .62)

3.34( .58)

3.26( .60)

1.29

.008
.442

**

.001
.259

*p < .05, **p < .01, ***p < .001

<표 9>와 같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외적 요인 하위 요
소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의 자원 적절성은 평균 3.07, 교과 시간은 2.98. 학교
풍토는 3.19, 전문적 지원은 3.34로 평균보다 높은 실행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
으나, 특수학급 교사의 실행 인식 수준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
외적 요인 중 자원 적절성과 학교 풍토의 집단 간 실행 인식 수준의 차이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의 영향력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인 자원 적절성, 교과 시간, 학교 풍토, 전문적
지원이 특수교육기관 설치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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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 영향 변인 회귀 모형에 대한 분산 분석표
(n=75)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선형회귀 분석

4.204

4

1.051

5.059

.001

잔차

14.542

70

.208

합계

18.747

74

a

R²(adj. R²)=.22(.18)

<표 10>에 의하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의 영향력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
과, 교수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가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5.059, 유의 확
률은 .001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 수준 .05에서 중요도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의 영향 변인과 관련, 종속 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 영향 변인의 중요도에 대한 회귀 분석
(n=75)
모형

비표준화 계수
B

SE

표준화 계수


t

p

3.656

.000

(constant)

1.588

.434

자원 적절성

.114

.130

.170

.882

.381

교과 시간

-.118

.156

-.093

-.754

.453

학교 풍토

.448

.143

.684

3.122

.003

전문적 지원

-.422

.155

-.510

-2.727

.008

<표 11>에 의하면 유의 수준 .05에서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외적 요인 실행 인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학교 풍토

(t=3.122, p= .003), 전문적 지원(t=-2.727, p= .008)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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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학교 풍토, 전문적 지원의 순
으로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 요소의 중요도가 나타났다. 나
머지 하위 요소인 자원 적절성, 교과 시간은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
행의 교사 외적 요인 실행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3.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인식 영역 간 상관 관계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한
실행 인식 영역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요인 간 상관 관계
구분

교사 내적 요인

교사 외적 요인

교육과정 실행

교사 내적 요인

1

.894**

.974**

1

.973**

교사 외적 요인

1

교육과정 실행
*p < .05, **p < .01, ***p < .001

<표 12>에 의하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인식과 교사 내적 요인, 교사 외적 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
타냈다(p<.01).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 인식
과 교사 외적 요인 간에는 정적 상관 관계(r= .973)가 나타났고, 교사 내적 요
인과 교사 외적 요인 간에도 정적 상관 관계(r= .894)가 나타났다. 그중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 관계(r= .974)가 있음을 나타났다. 교사 내적 요인
은 교사 내용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 이는 교사가 가진 전문성을 의미한다.
한편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의 상관 관계를 하위 영
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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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하위 요소 영역 간 상관 관계
교사 내적 요인
구 분

교사
내적
요인

교사 적성
교수 지식
교수 태도

교사 교수
적성 지식
1

.894
1

**

교수
태도

교사 외적 요인
자원
적절성

교과
시간

학교
풍토

전문적
지원

교사
외적
요인

실행
인식

.788

**

.959

**

.786

**

.606

**

.844

**

.768

**

.882

**

.946

**

.757

**

.957

**

.804

**

.531

**

.852

**

.777

**

.879

**

.944

**

.887

**

.640

**

.466

**

.711

**

.650

**

.728

**

.831

**

.803

**

.573

**

.864

**

.788

**

.894

**

.974

**

.502

**

.820

**

.742

**

.920

**

.885

**

.478

**

.450

**

.641

**

.624

**

.816

**

.937

**

.925

**

.893

**

.863

**

.973

**

1

교사 내적 요인
자원 적절성
교사
외적
요인

교사
내적
요인

1

1

1

교과 시간

1

학교 풍토

1

전문적 지원

1

교사 외적 요인

1

실행 인식

*p < .05, **p < .01, ***p < .001

<표 13>과 같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하위 요소들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p < .01).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
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과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한 하위 요소 중에는 교사 적
성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r= .946)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실행에 대
한 인식과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한 하위 요소 간에는 학교 풍토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r= .925)를 나타내었다. 하위 영역 간에는 교수 지식과 교수 적성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r= .894)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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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1. 논 의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
의 인식을 조사하고,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하위 요소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
행에 대한 인식 영역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교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은 특
수교육 배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교
사보다 높은 실행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배치
율, 장애 특성, 행동적․심리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특
수학급보다 특수학교에 중도 지적장애학생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
라 특수학교보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이 더욱 활발한 것
으로 파악된다.
중도지적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 및 다른 장애학생과는 달리 지적·심리적·
신체적 특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발달의 영역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사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초점
을 맞추어 진단·평가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특수교육 교사는
분명히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수학급
교사와 특수학교 교사들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성과 배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
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 지적장애학생은 특수학급보다 특수학교에 많
이 배치되어 있으며,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다양한 지적·행동적·심리적·신체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은 특수교
육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정하여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다. 즉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에 대해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특수학교 교사들은 특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장애 특성과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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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승희(1999)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교
육을 위한 특수학급 편성이 모든 장애학생이 아닌 특정 장애 유형 및 경도장
애학생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가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정하
여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 교사 내적 요인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교사보다 높은 실행 인식 수준을 나타내었으
며, 교사 적성, 교사 지식, 교사 태도와 같은 하위 요소에서도 특수학교 교사
의 교육과정 실행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 요소 중에서 교사 지
식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교사 1인의 책임하에 운영되기 때
문에 경험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실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교사의 자아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와 같은 교사 내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승희(1999)는,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위치한 연고로 일반 지역사회,
부모 집단, 교육 전문가, 다른 관련 전문가 및 학생 공동체에서 특수교육의 전
문성이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수교육의
고유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학급의 교육의 질이 ‘개인 교사’의 역량에 따라 영향을 받으
며, 특수학급의 근무 조건이 특수교육 교사 1인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교사의 경우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
과정 실행뿐만 아니라 학급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러한 원인으로 인해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간에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교수 지식은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의 교과 지식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문공주, 2009). 장애학생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수업이며,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다.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한 교수 지식은 중도 지
적장애학생에 대한 지식, 특수교육 관련 지식, 교수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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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한다(정동영 외, 2011). 또한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 전략에 대한 지식, 수업 자료에 대한 지식,
평가에 대한 지식이 상호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교사가 중
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
과 지도에 대한 요구와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직
연수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중 교사 외적 요인에 대해 특수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교사보다 높은 실행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 요소 중에서 자원
적절성, 학교 풍토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영향을 주는 하위 요소는 학교 풍토와 전문적 지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간 조직의 차이와 중도 지적장애학생에게 적합
한 환경적 자원이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자원이 제공되고,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일반학생을 중심으로 자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의 조직과는 다른 특수학교만의 조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박재범, 2010). 즉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일반학교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
수학급은 대부분 일반학교 안에서 일반교육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실행한다.
즉 특수학교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교육과
정, 대상 학생,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장애 특성과 요구는 물론 학교 풍토가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특별하고 전문적인 시설 및 설비, 교재․교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김춘일 외, 1995). 이것은 특수학교보다 특수학급에서 중도 지적장애학
생의 교육과정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수학교
의 경우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는 일반학생을 중심으로 자원이 지원되는 반면 중도 지적
장애학생에게는 적절한 자원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의 교사 외적 요인의 하위 요소인 학교 풍
토는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심리적
으로 지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그들이 교사, 다른 학생들과 긴밀히 상호 작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및 교실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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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원도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중도 지적장애학
생의 지원 요구인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평생 학습, 고용, 건강 및 안전, 의
료 지원과 실제적 적응 행동에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이한얼 외,

2011: Smit et al., 2011)는 의미다. 즉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의 지원을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중재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및 교실 문화가 중도 지
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교사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중
도 지적장애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전문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요인과 하위 요소들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교사 내적 요인은 교육과정 실행과 높은 상관 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에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ulman(1986)은 교사 전문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교수 내용
지식을 소개하고, 유능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 기반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의 실행
에서도 교사 내적 요인과의 상관 관계가 높은 이유도 중도 지적장애학생이 교
육과정의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이를 위해 교사가 교과와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할 수 있다. 따
라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 내적 요인이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을 교사가 스스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실생활 중심의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 내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 실행 요인과 하위 요소들 간에도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모든 실행 요인
과 하위 요소들은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육과
정 실행의 과정에서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이 모두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강창동, 2006; 박승렬, 2009; 추광제, 2007).
이러한 결과는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에 있어서 교사 내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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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외적 요인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도 지적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이 함께
충족․제공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서술된 내용과 같이 특수교육 교사가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특수교육
배치 유형에 상관없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수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과 지도에 대한 요구와 교육과정,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직 연수와 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배치 유형에 상관 없이 교사 내적 요인과 교사 외적 요인이 함께
충족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제 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토대로 향후 연구되어야 할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 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을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 한
요인을 선택하여 교육과정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별․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해석 방식이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방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결과가 궁극적
으로 학생의 학습으로 실험될 때 어떤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의 실행 요인에 대한 하위 요소의 실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
궁극적으로 중도 지적장애학생의 학습이 실현되고, 능력이 향상되도록 교육과
정이 실행되고 있는지, 중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 그리고
교사의 교수․학습이 교육과정이 규정한 성격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도 지적장애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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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about Curriculum
implementation of the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Yun-woo J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ong-young Chu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tends to research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wareness of
implementation of special curriculum performing o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for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ea of conducting that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special education teachers are implementing curriculum for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s of placement. Second, the teachers of special schools show higher
recognition of implementation about teachers’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among implementing curriculum for student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than
the teachers of special classes of normal schools. Third, the correlations of
curriculum factors of the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ubordinate
factors are significant. For operating the curriculum for the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appropriately, it should be suitable for characteristic and
needs of students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ulture, social needs as well. For these, teachers ne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of capability for interpreting curriculum and competence of getting
in-depth meaning of the curriculum. Furthermore, for implementing curriculum for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teachers need to keep a realistic
possibility in view when they choose the contents of curriculum and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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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students of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regardless of their educational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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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것 (단행본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쓸 것.
7.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예：<표 1>, <그림 1>
(2)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번호는 하단에 제시한다.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은 중앙에 위치시킨다.
(3)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리거나 원본 수준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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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어로 된 논문은 반드시 국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으로 된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영문초록 : 600단어 이내
• 국문초록 : 가로 80열, 세로 32행 2쪽 이내
9. 유의 사항
(1) 학위논문, 학회지나 연구지 등에 기 발표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음
(2) ｢특수교육 연구｣ 논문집은 ISSN에 등록된 학술지로서 연구활동실적으로
인정됨(｢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제2항 관련
별표4 참조)
(3) 논문작성 형식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 신청자에 대해 추
후 별도 통지함
(4) 공동 저자의 경우 논문 신청시 전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논문
신청시 누락된 연구자는 최종 논문제출시 게재가 불가함. 또한 최종
논문 게재시 반드시 제1저자 및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술할 것.
(5)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장애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함
(6) 논문 게재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없으며 제출한 신청서 및 논문은 반
환하지 않음
(7) 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 심사시 별도의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게재
확정시 당해연도의 편성예산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함
(농협 : 197－01－281460, 예금주 :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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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규정
제
정
제1차개정
제2차개정
제3차개정
제4차개정
제5차개정
제6차개정
제7차개정

1994. 2. 26.
1998. 10. 24.
2002. 4. 3.
2005. 8. 8.
2009. 3. 12.
2009. 6. 24.
2012. 6. 14.
2012. 9. 11.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교육원규정

제14호
제60호
제74호
제101호
제117호
제125호
제160호
제1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특수교육
논문집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삭제>
제3조(게재논문) ①특수교육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기관지로서 특수교
육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①항의 논문은 타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③원장은 우리 원 연구보고서에 대해 학술적 가치나 홍보효과를 감안하여
게재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 원 연구보고서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지위는 변경이 불가하다.
④동일 권호의 논문집에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동일인물이
1편 이상의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특수교육 연구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연구과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위원은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하되, 장애 영역 및 학문 분야별로 고루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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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위원장의 사고 또는 결위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⑥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 1명을 두되, 원장이
임명한다.
⑦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 연구 편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논문의 심사대상 적격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3.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 및 첨삭에 관한 사항
4. 게재논문 심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교육 연구 편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 ①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심사위원은 장애영역별, 학문영역별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논문심사의뢰) ①위원장은 논문게제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내에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해당 장애 영역의
편집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대상 논문의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③위원장은 논문을 주제에 따라 관련 장애영역 및 학문영역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의뢰한다. <일부삭제>
④심사위원의 배정은 논문 1편당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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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논문심사기준 및 판정)
①논문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타당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5. 특수교육분야의 공헌도
6. 편집의 적절성
②논문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③심사위원 3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ʻ게재가ʼ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후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ʻ수정제의ʼ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비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ʻ수정후 재심ʼ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하며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는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ʻ게재불가ʼ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④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수정후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저자에게 ʻ게재가ʼ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나.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
하고, 수정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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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논문은 ʻ수정후 재심ʼ판
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
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하며,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게재｣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 저자에게 ʻ수정후게재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 논문은 ʻ수정후게재ʼ로 판정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할 경우 ʻ게재가ʼ로 판정하며, 수정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수정을 요구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불가｣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ʻ수정 후 재심ʼ 판정을 받은 수정 논문은 ʻ수정 후 재심ʼ 판정 심사위원에게, ʻ
게재 불가ʼ 판정을 받은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 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또는 ｢수정후 게재｣ : 저자
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
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ʻ수정후재심ʼ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
고, ʻ수정후게재ʼ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
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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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 저자에게 ʻ게재불가ʼ로 통
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4.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⑤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ʻ수정 후 게재ʼ 판정 심사위원 및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 저자에게 ʻ수정후재심ʼ으로
통보하고, 수정 제의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ʻ
수정후재심ʼ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고, ʻ수정후게재ʼ 판정
심사위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한다. 재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 저자에게 ʻ게재불가ʼ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⑥게재 편수의 결정은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도 일차 심사결과에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⑦학회지 게재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의 게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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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⑥위원장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①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심사 시 별도의 심사료는
납부하지 않으나, 게재 확정 시 당해연도의 편성예산에 의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논문 재심사에 따른 추가 심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발간횟수) 특수교육 연구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1호 : 발행일 6월 30일(3월 31일 논문 접수 마감)
2호 : 발행일 12월 31일(9월 30일 논문 접수 마감)
제13조 <삭제>
제14조(게재여부의 결정)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즉시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논문심사와 관계된 개인 정보는 원장과 편집위원회 외에는 일
체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기타) ①게재된 논문에 한해서 별쇄본 10부를 필자에게 증정하나,
그 이상 부수는 필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②원고 작성 요령은 APA양식에 따른다.
③기타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특수교육교육과정연구편집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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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제
정 2007. 12. 11. 교육원규정 제112호
제1차개정 2008. 8. 14. 교육원규정 제114호
제2차개정 2009. 06. 24. 교육원규정 제12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윤리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학회지(특수교육
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규정은 국립특수교육원 규정제정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정하
고 ｢특수교육 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ʻʻ위조ʼʼ, ʻʻ변조ʼʼ, ʻʻ표절ʼʼ, ʻʻ반복게재ʼʼ의 부정
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1. ʻʻ위조ʼʼ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ʻʻ변조ʼʼ라 함은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ʻʻ표절ʼʼ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ʻʻ반복게재ʼʼ라 함은 본인이 이미 발표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변형하여
새로운 자료의 추가 없이 동일한 가설,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여 발표
하는 행위, 또는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의 일부와 미발표 된 내용을 추
가하여 새롭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우리원의 연구보고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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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확장과 주요사안들을 홍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아
학술지에 게재 신청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ʻʻ위조ʼʼ, ʻʻ변조ʼʼ, ʻʻ
표절ʼʼ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5조(연구 대상자 보호)
1.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상, 신
체상 혹은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심사자의 의무)
1. 논문 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응할 때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 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경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
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8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본 연구 윤리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사례 여부와
그 결과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획연구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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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은 국립특수교육원 내부 및 외부의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문가 등
윤리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
천에 의해 원장이 임명한다.
4. 위원 중에는 1인 이상의 외부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간사) 심의과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연구 관련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1조(사무처리)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소정양식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본 학술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학술지에 대해서도 필요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8.14. 교육원규정 제11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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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양식 1>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



본인은 ʻʻ특수교육 연구ʼʼ에 게재한 연구 논문의 작성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에서
국립특수교육원 ʻʻ특수교육 연구ʼʼ 학술지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은 이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논문저자명 : (1) _______________

(인) 소속 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

(인) 소속 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

(인) 소속 ______________________

국립특수교육원장



 편집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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