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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의수업 경험을 통하여 예비특수교사들이 보이는 반성적 사고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은 부산의 P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특수교사 3학년 학
생 24명이며, 이들은 자신의 부전공 과목별로 3명씩 8조로 구성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모의수
업을 위해 먼저 교육적 이론을 학습하고, 장애영역과 주제를 선정한 후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였다. 모의수업의 
전 과정이 VTR로 녹화하였고, 녹화된 자료는 각 조의 수업 후에 토론과 반성의 시간에 활용되었다. 모의수업
과 토론의 과정이 끝난 후에 예비특수교사들은 모의수업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제출
한 반성적 저널의 내용을 분석자 삼각측정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비특수교사들은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 걸쳐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차이를 깨닫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모의수업 경험을 통해 예비특수교사들에게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유형은 예비특수교사로서의 좌절감과 딜레
마, 기대와 성취감, 그리고 교수경험의 어려움, 장애영역을 고려한 수업준비에 따른 예비특수교사로서의 딜레
마에 관한 것이었고, 반성적 사고의 수준은 기술적, 전문적, 비판적 수준 모두 폭넓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예비특수교사들간의 개별적인 반성적 사고의 유형과 수준을 비교 분석하거나, 반성적 
사고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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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특수교육은 과거의 장애유형별 분리교육의 체계에서 통합교육, 재택순회교육 등 장애학생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 장은 개별

화 교육의 방법, 통합교육에 한 끊임없는 찬․반 논쟁 등 많은 사안들이 거미 처럼 엮여 있

어, 교육 련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이다. 이러한 변화와 과도기  상황의 심에서 직 인 교육활동을 하는 특수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하다.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는 만큼 이

러한 역동 인 변화를 성공 으로 이끌 수 있는 특수교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속 인 지

원이 요구된다. 

특수교사의 문  자질은 어느 한 순간의 노력이나 계기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경험과 끈임 없는 노력을 통해 축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사로서 구비하여야 할 지

식, 태도, 기술 등에 한 기본 인 틀을 제공하는 교직 입문 이 의 양성과정에서 이상의 자

질들이 요하게 부각되어져야 한다. 특수교사는 일반아동을 교육하게 되는 다른 교직 역에 

비해 장애가 있는 아동을 교육한다는 에서, 장애에 한 문 인 지식의 습득, 장애 아동의 

요구에 합한 교수방법 수립, 한 교구와 자료의 선택과 활용, 통합교육의 성공 인 실행

을 한 일반교육자들과의 력 등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능동 으로 처해 나갈 수 있는 

문성을 배양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에서 반성  사고는 매우 

요한 역으로 여겨져 왔다(강 심, 황순 , 2004). 원래 반성  사고는 어떤 신념이나 지식에 

해 근거를 가지고 그 원인이나 궁극 인 결과에 해 극 이고 끊임없이, 그리고 주의 깊

게 고려하는 것(Dewey, 1933)으로, 많은 학자들(Dieker & Monda-Amaya, 1997; Reagan, 1993; 

Schon, 1987; Shulman, 1988; Van Manen, 1977)에 의해 이 개념이 제기되면서 교사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반성  사고는 지 인 기능으로, 지 인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지 갈등에 의한 기존의 인지구조가 새로운 양질의 변화를 통해 재구조화 되는 것이며, 

그 결과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고양되고, 개인의 지 ․사회  삶 속에 존재하는 

복잡성, 불확실성과 애매모호성을 하게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Hofer & 

Pintrich, 1997). 이러한 반성  사고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한 끊임없는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활동에 한 방향감, 활동 의 유능감, 결과에 한 

정당성과 평가에 한 수용감 등을 갖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해 극 으로 변화하도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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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 앞으로 이러한 교사의 반성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과 

용  효과성 검증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성  사고를 비교사들에게 진할 수 있는 표 인 략에는 쓰기, 교수과정과 평

가과정을 함께 함으로써 교사 스스로 자신의 찰과 동료의 의를 통해 반성  사고를 증진

시키는 포트폴리오 방법, 비교사들에게 간 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수업사례 연구, 실제 

수업상황을 그 로 재 하기 어려울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을 압축하여 설계한 후 이를 찰

하고 분석하는 마이크로티칭법, 수직  계로 인해 오는 부담감을 일 수 있는 동료 평가

략, 그리고 비교사들의 공동 심을 서로 력하고 지원해주는 시․공간을 월한 학습 공

동체 활동 등 다양하다(강 심, 황순 , 2004). 이러한 략들은 강좌의 목표나 수강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으로 혹은 통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모의수업(simulated instruction)은 비 교사들이 실제 교육 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

건에서 그 동안 축 해온 자신의 교육 련 학습내용과 교수법 등을 용해보고 교사들과 유사

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조부경, 김정화, 1999). 모의수업은 실제 수업 장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티칭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마이크로티칭법은 시간 인 면이나 인

․물리  구성을 축소해 놓은 것인 반면 모의수업은 좀더 실제수업과 근 한 방식으로 수업

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모의수업은 주로 학교

수의 강의 주로 인하여 교육 장의 문제를 부 다룰 수 없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비교

사들에 맞는 맞춤식 교사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을 고려할 때, 비교사들 스스로 자신과 

다른 동료의 수업 비와 찰, 교수와 동료와의 토론  평가 과정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실천 인 교육  행 와 지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교수하는 행 (teaching)와 반성하는 행 (reflecting)는 두 가지 모두 매우 복잡하고 어

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수에 해 반성  사고를 하라고 한다면 단지 

하나의 공허한 슬로건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게 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think hard)’를 요구하는데 불과할 수 있다(Yost & Sentner, 2000). 특히 비

인 반성  사고가 일어나기 해서는 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실제  경험과 그러

한 실제  경험들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  수 있는 사회 , 정치 , 역사  기   교육학에 

한 지식 기반 등의 이론 습득이 필수 임(Snyder, Elliot, Bhavnagri ＆ Boyer, 1993; Yost & 

Sentner, 2000)을 고려할 때, 학의 련 강좌에서 모의수업을 실시하고 그에 한 토론과 평

가를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비교사의 반성  사고를 길러주는데 효과 인 교수방법이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수교사 교육자를 포함하는 모든 교사 교육자들에게 학교육에서 비교사들

의 반성  사고를 길러  수 있는 하나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구체 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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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들이 표 장애 역에 근거한 여러 교과목의 모의수업을 통해 무엇을 고민하고, 수

업에 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이러한 작업들이 비교사의 자질향상과 문성 

신장에 어떠한 도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모의수업 경험을 통하여 비특수교사들은 어떠한 유형의 반성  사고를 하는가?  

2) 모의수업 경험을 통하여 비특수교사들은 어떠한 수 의 반성  사고를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반성적 사고의 개념

반성  사고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1993년에 Dewey에 의해서 “어떤 신념이나 지식

에 해 근거를 가지고 그 원인이나 궁극 인 결과에 해 극 이고 끊임없이, 그리고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한 Schon(1983)은 Dewey의 반성  사고 개념을 다시 

재구조화하여, 문가로서 반성  사고를 강조하 는데, 반성  사고란 문가가 하는 사고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  상황 속에서의 실천행 , 불확실성에 한 처, 문제해결 등

이 핵심 인 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반성  사고는 이후 많은 학자들(Dieker & Monda-Amaya, 

1997; Reagan, 1993; Schon, 1987; Shulman, 1988; Van Manen, 1977)에 의해 그 요성이 제기되

면서 교사 교육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반성  사고에 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반성  사고는 교육 활동에 있어

서 교사로 하여  과거나 재에 일어나고 있는 실천  행 에 한 사고로부터 미래의 행

에 한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박은혜, 1996). 한 반성  사고(reflective 

thinking)란 심분야에 한 내 인 검, 의도를 가지고 추구하는 활동 이며 목  과정,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얻기 한 요한 요소, 그리고 타인과 련하여 발생하지만 내

인 과정이다(Dewey, 1933: Cruickshank, 1986). 바꾸어 말하면 상황에 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기 해 문제를 내 으로 검해보고 탐색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반성  사고는 암시의 단계, 문제 검토  정의와 명료화 단계,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추리하는 단계, 가설검증의 단계의 과정으로 나  수 있으며, 단계들은 사고 상이나 상황에 

따라 생략 는 첩될 수 있다(Dewey, 1933). 암시는 마음이 가능성 있는 해결 체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문제 검토  정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문제의 성격을 악

하는 것이고, 가설은 찰과 사실의 수집 등을 통하여 통찰의 결과 암시 받은 념을 수정하고 

변경하며 확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추리의 단계에서는 변형 혹은 재구성이 일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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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쌓고 찰 해나가는 가운데 처음의 출발과는  다른 념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

로 구체  혹은 상징  행동에 의해 가설을 검증한다. 

요약해보면, 반성  사고는 문제 상황에 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용하고, 여러 가지 조

건을 재검토하며, 문제에 해 통찰을 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념을 수정, 변경, 확 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일정한 가설을 설정하여 의혹을 품고 혼란한 상태를 조리 있게 처리하기 

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검증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2. 반성적 사고의 형태와 요소

반성  사고능력 향상을 교사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제로 반성  사고의 형태와 요

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교사교육에서 반성  실천이 강조되고 있지

만 기본 인 교수기술이나 학  리 기술 등에서 취약한 비교사들에게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반성  사고를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면에

서 의의가 있다(Calderhead, 1989). 왜냐하면, 비교사들의 경우는 실천상황에 한 충분한 지

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성  사고를 진시키는 략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

기 때문이다. 

1) 반성  사고의 형태

먼  반성  사고의 형태는 실천행 에 한 반성  사고(reflection-on practice), 실천행  

의 반성  사고(reflection-in practice), 그리고 실천행 를 한 반성  사고(reflection-for 

practice)로 나  수 있다(Schon, 1983, 1987; Killion & Todnem, 1991). 실천행 에 한 반성

 사고와 실천행  의 반성  사고는 근본 으로 반성  사고가 언제 일어나는가에 한 

시기의 문제이다. 실천행  의 반성  사고는 교사가 어떤 실천  행 를 하는 에 일어나

는 것으로 교사가 수업을 하다가 아동의 반응을 보고 단하여 교수내용이나 방법을 변경한다

면 실천행  의 반성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실천행 에 한 반성  사고는 이미 

일어난 상황에 하여 사고하는 것을 말하며 실천행 를 한 반성  사고는 다른 두 가지의 

반성  사고의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상과 같이 반성  사고를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은 교사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의미가 있다(박은혜, 2002). 왜냐하면 비교사나 경험이 없는 임교사의 경우 미래에 가

질 직업에 하여 반성 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천 행 의 반성  사고’를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두가지 형태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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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고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요성을 교사교육에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이다. 

2) 반성  사고의 요소

반성  사고는 인지  요소, 비  요소, 서술 ,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Sparks-Langer & 

Colton, 1990) 인지  요소는 교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해 필요한 지식을 의미하고, 비

 요소는 사회정의에 한 도덕 , 윤리  측면에 한 고려를 의미한다. 서술  요소는 최

근에 강조되기 시작한 개념이며 본질 으로 인간이 이야기하기를 즐긴다는 특성에 근거를 두

고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맥락화 시킴으로써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반성  사고는 한마디로 지 인 기능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 인 기능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지 갈등에 의한 기존의 인지구조가 새로운 양질의 변화를 통해 재구조화 되는 것이며, 그 결

과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고양되고, 개인의 지 ․사회  삶 속에 존재하는 복잡

성, 불확실성과 애매 모호성을 하게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Hofer & Pintrich, 

1997). 실제 교사들이 교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다양

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문

제상황을 해결하기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인 지식이나 교수기술, 방법 등을 그

로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반성  사고는 교사들에게 쉬운 과정일 수 없다. 특히 비교사들의 경우에는 

반성  사고과정으로 좌 을 경험하고 혼란스럽고 교사로서의 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따라

서 반성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탐색의 과정을 익히기 에 열린 마음(open-mindedness), 

책임감(responsibility), 그리고 성심성의(wholeheartedness)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Dewey, 

1933). 열린 마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극 으로 고려하는 태도이며 상황이나 문제가 생긴 

이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가능한 모든 안에 하여 충분히 검토하며 자신이 가

장 확실히 믿었던 신념들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책임감은 어떤 행

를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결과에 하여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책임감을 가진 교

사에게는 가르치는 행  그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된 가치 혹은 교육의 목표

와 련하여 왜 하는지에 한 질문이 더 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심성의의 태도는 열린 마음

과 책임감이 반성 인 사고를 하는 교사의 삶에 있어서 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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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적 사고의 수준

비교사 교육에서 반성  사고는 탐구내용에 따라 그 수 이 크게 달라지는데 반성  사고

의 수 은 기술  수 (경험 / 분석  탐구내용), 문가  수 (해석  탐구내용), 비  수

(도덕 , 윤리  내용)으로 나  수 있다(Van Manen, 1977). 

기술  수 의 반성  사고는 주로 주어진 목 을 달성하기 하여 교육  지식을 기술 으

로 용하는데 심이 있는 것으로, 부분의 비교사들이 교생실습이나 모의수업을 통해 가

지게 되는 이다(Zeichner, 1994). 두 번째 수 인 문가  수 은 문제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나 상황의 기 에 깔려 있는 가정이나 경향성, 특정 행동이 

미칠 향 등을 분석해보고 최종 으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의 기술

이고 도구 인 교수활동에서는 벗어나지만 모든 결정이 교육학  원리에 기 를 두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비  수 에서는 실천 행  안에 도덕 ․윤리  기 이 포함되는 것으로 학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 사회 , 정치   경제

 여건들을 연 시켜 고려하여 공평하고 평등한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교육  

경험이나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 수 들이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을 택하느

냐에 따라 반성  사고의 수  혹은 이 달라질 뿐이며, Van Manen(1977)이 제시한 탐구

내용의 질을 분명하게 구분해 다. 

부분의 반성  사고수 에 한 연구들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행동에 한 합리  근거로

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질 이며 계 인 수 으로 분류한 van Manen(1977)

의 연구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반성  사고수 을 악하고자 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데, 표

으로 반성  사고수 을 분류한 다양한 연구(Zeichner＆ Liston, 1987; Ross, 1989; Sparks-Langer 

et al., 1991; Pultorak, 1996; Garcia, 1996)를 이진향(2002)은 <표 1>과 같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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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Manen (1977) (3수준) Zeichner와 Liston(1987)
(4수준)

Ross(1989) (3수준)

1. 기계적 반성
  수업의 수행정도에 대해 준거

나 목표달성에 초점
  ∙준거, 목표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지 않음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의 효과

성과 효능성에만 관심

1. 신중한 고려과정
  ∙수업에 대한 충고, 조언,

지지에 초점
1. 자신의 교수행위와 교육이론

과의 일치성에 초점;
   교육이론의재진술과 동의에

초점

2. 실천적 수준
  ∙자신의 행위의 적절성, 효과

성에 대해 반성
  ∙행위를 유도한 목표의 적절성

에 대해 반성

2. 실천적 과정
  ∙주어진 상황에대한 느낌, 

일어난 일의 이유에 대한
설명, 정보,묘사에 초점

3. 정당화 과정
  ∙교사행위에 대한 합리화

에 초점

2. 한가지 관점에만 근거한 비판
제시 ; 좋다/나쁘다의 세부적 
분석

  ∙수업이 다양해야함을 인정하
지만 그 이유를 명료화하지 
못함

3. 비판적 수준
  ∙행위이면에 있는 가정, 교사

행위의 효과뿐 아니라 교육이 
일어나는 상황과 도덕적, 윤
리적 목적 하에 행해지고 있
는지에 대한 의문 포함

  ∙교육목표, 교육활동, 교육경험
이 정의, 평등, 배려, 동정심 
같은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지
에 관심

4. 비판적 과정
  ∙교사자신이 정당화하고 있

는 이론적 근거의 이면에 
초점

3. 복합적 관점으로
   교수방법을 인식 ; 교사행위

의 영향력 인정 

Sparks-Langer 등(1991)
(7수준)

Pultorak(1996)
(3수준)

Garcia(1996) 
(4수준) 

1. 규정적 언어 
   전혀 나타나지 않음
2. 단순, 문외한적인 묘사

1. 기계적 합리화 
  ∙교육과정원리, 교육적 지

식의 기술적 적용 고려
  ∙목표자체가 의문시되지 않음
  ∙경제성, 효율성 등 의 기

술적 측면 고려

1 인식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한 인

식은 하고 있으나 왜 그렇게 
하는 지에는 주의를 기울이
지 않음

3. 교육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적
절한 용어로 설명

4. 전통적혹은 개인적 이론에 근
거한 설명

5. 교육원리나 교육이론을 이용한 
이론적 근거 설명 

2. 실천적 행위
  ∙문제상황이나 교육결정에 

있어 문제, 상황의 기저에 
있는 가정, 경향성 분석

  ∙교사행동의 장기적 효과 검토 
  ∙개인적 편견
  ∙상황에 대한 주관적 지각

에 근거한 결과 해석
  ∙여전히 교육학적 원리에 

근거한 결정

2. 합리적 인식
  ∙자신의 실천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

<표 1> 반성  사고수 의 분류(이진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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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s-Langer 등(1991)
(7수준)

Pultorak(1996)
(3수준)

Garcia(1996) 
(4수준) 

6.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 이론적 
설명

7.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설명

3. 비판적 반성
  ∙실천행위 속에 도덕적, 윤

리적 기준 포함
  ∙실천행위에 대한 개방적 

태도
  ∙학급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조건 고려
  ∙정의, 공평, 평등의 개념

에 기초하여 교육적 결정

3. 비교
  ∙자신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

소를 이야기하고 대안적 구
성을 위해 요소들을 비교

4. 비판
  ∙교사자신의 구성원리를 인식

하고 대안적 구성 대신 그러
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근거의 기저를 면밀
하게 검토

<표 1>에서 제시한 반성수 은 계성을 가진다는 공통 이 있다. 즉, 보다 하  수 의 사

고는 이 소하며 고등 수 으로 갈수록  더 범 한 과 폭넓은 사고를 나타낸

다. 한 상  단계로 갈수록 높은 수 의 반성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부분의 반성  사고수 에 한 연구들은 교사가 자신의 교수행동에 한 합리  근거로

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질 이면서 계 인 수 으로 분류한 Van 

Manen(1977)의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는 반성  사고수 을 분류하여 비교사의 반

성  수 을 객 으로 고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다. 물론 Van Manen(1977)의 반성  

사고 수  분류 방식이 가장 이상 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다른 학자들이 분류한 반성  사

고 수 의 다양한 입장들을 상호 련지으면서 분명한 용어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

장 명료한 반성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P 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인 3학년 학생 24명이다. 이들은 ‘특수교육

교재 연구  지도법’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로 모두 비 등 특수교사들이다. 비교사들은 

자신의 부 공 과목별로 3명씩 8조로 구성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사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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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에 참여한 비교사

조 예비교사 
수

수업
교과

장애
영역

조 예비교사 
수

수업
교과

장애
영역

1조
예비교사 1
예비교사 2
예비교사 3

국어 청각장애 5조
예비교사 13
예비교사 14
예비교사 15

지구
과학 청각장애

2조
예비교사 4
예비교사 5
예비교사 6

영어 지체부자유 6조
예비교사 16
예비교사 17
예비교사 18

윤리 정신지체

3조
예비교사 7
예비교사 8
예비교사 9

수학 지체부자유 7조
예비교사 19
예비교사 20
예비교사 21

가정 정신지체

4조
예비교사 10
예비교사 11
예비교사 12

생물 청각장애 8조
예비교사 22
예비교사 23
예비교사 24

사회 정신지체

2. 연구절차

비교사들은 특수 교육교재 연구  지도법 정규 시간에 교수법, 련 교과서 분석, 학습지

도안 작성 등에 한 교육  이론을 먼  학습하 다. 그리고 난 후, 부 공 과목별로 짜여진 

조별로 원하는 장애 역과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하 다. 작성된 학습지도안에 

근거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 고, 모의수업의  과정을 VTR로 녹화하여 각 조의 수업이 끝

난 직후에 녹화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 응답을 통한 토의와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모의수업의 과정을 마치고 난 후 학생들은 자신의 모의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조의 모의수업에 

해 반성  을 어 제출하 다. 제출한 반성  의 내용을 분석하여 모의수업을 통

한 비특수교사의 반성  사고의 유형과 수 을 악하 다. 

3. 자료분석

비특수교사들이 작성한 반성  을 분석하여 반성  사고의 수 과 내용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 다. 자료 분석은 Patton(1990)의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다른 분석

자와 같이 개인 을 읽고 분석 범주에 한 토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는 분석자 삼각 측정

법(analist triangulation)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체 인 차는 다음과 같다.

먼 . 연구자 2명과 특수교육 공 박사과정 학원생 1명으로  분석 을 구성하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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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분석자들은 각자 비특수교사들이 기술한 반성  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그 속에 

나타난 거리, 주제 등을 찾는 작업을 하 다. 그리고 서로의 분석내용에 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주제로 분류하 고, 분류된 각 주제에 해 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비

특수교사의 반성  사고의 유형을 도출하 다. 다음으로, 비특수교사의 반성  사고 수 은 

Van Manen(1977)의 반성  사고 수 을 토 로 반성  사고의 유형을 분석한 동일한 3명의 

분석자들이 각자 을 읽고 수 을 분류한 후, 토의,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 으로 반성

 사고의 수 을 결정하 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들의 반성  사고 수 에 따라 비교사들

의 경험에 한 의미를 찾는 동시에 특수교사교육자들에게 주는 시사 을 찾는 데에 주안 을 

두고 재분석하 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다음은 비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교재 연구  지도법 시간에 모의수업을 실시한 후 작성

한 개별 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특수교사들의 에는 모의수업을 통해 다양

한 유형과 수 의 반성  사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과정과 교육 에 한 생각들이 자유롭

게 기술되었다. 표 인 들을 심으로 비특수교사들이 어떠한 유형의 반성  사고를 하

는지 그리고 그 반성  사고의 수 은 어떠한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 유형

1) 비특수교사로서의 좌 감과 딜 마

모의수업은 비특수교사들에게 이론과 실제를 연계 짓는 교수경험을 가지도록 하여 특수

교사가 되는 것에 한 두려움, 좌 감 는 딜 마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

안 자신들이 수업시간에 직  배우지 못한 것으로서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그러

한 반성이었다. 이 부분에 한 는 다음과 같다. 

특히 특수교육과에 와서 느낀 것은 일반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교사를 요구하고 있

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랑과 사정신으로만 교육에 임하면 된다는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장애를 가

진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제 하에 교과에 한 지식과 더불어 장애 역에 한 문지식까지 필요

로 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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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직까지는 창의 으로 수업을 실시한다거나, 어떻게 수업을 실시해야겠다는 구체 인 

지식들이 나름 로 정립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 역에 입각한 수업을 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혼란스럽고 두려워 보 다. 이 부분에 해 비교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특수교육의 각 장애 역과 각 교과 역에서의 혼합된 두 부분을 다 병행할 수 있는 교과 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교과서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비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도 했다( 비교사 7).

2) 비특수교사로서의 기   성취감

비특수교사들은 모의수업을 통해 실제 교육상황에 한 두려움과 교사로서의 자질에 

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그 동안의 교육에 한 검의 기회로서 모의수업을 통

해 자신감을 얻는 정 인 사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비교사들의 에서 발췌

한 부분이다. 

한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3년간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만

큼 처음과는 다른,  교사로서 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비교사16).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해서 모의수업을 비했었다. 그땐 정신지체 수업 시

간이었는데 그땐 학습지도안이라는 것도 처음 해보았고 막상 정신지체아를 상으로 수업을 한다

고 생각하고 비해 오라는 교수님의 말 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얼마나 비를 해야 할지 

무도 막막했었다. ....( 략)... 그 때 모의 수업한 경험 이후에 2년이라는 기간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생각했었나 보다. 나름 로의 고민과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결과를 이번 모의수업에서 차근

히 비해 주었고, 쎄 모의 상황 하에서 수업을 계획하다 보니 아동의 재 수  악하는 일이 

빠져서 직  장에 나가서 그 로 용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제상황에 가면 잘 할 수 있을 것

이란 생각이 든다( 비교사 21).

실제로 모의수업을 했을 때에도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에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수

업 진행에만 하여 내가 계획했던 로 수업을 하는지도 모른 채 수업시간을 보내버렸다. 하지만, 

나 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수업에 해 반성하고 잘못된 을 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생각해 

보니 수업시간 에 나를 한번 더 살펴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신임교사일

지라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비교사 19).

나 에 장에 나간다면 특수교사들의 모임, 특히 교수법이나 교육내용에 한 고민을 함께 나

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실험 인 교과서를 만들어 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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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외국의 특수학교, 특수학 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어떤 내용과 구성을 담고 있는지 연구

해 보고 싶다( 비교사 1). 

의 반성  에서 발췌한 들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에 

해 비특수교사들이 정 으로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  재의 비특

수교사의 실천  수 은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스스

로 북돋우는 사고를 함으로써 이런 사고가 장기 으로 교육에 정 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

되었다.

3) 교수경험의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비특수교사들이 가지는 가장 큰 심사는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인지

에 한 것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주 임무는 수업을 제 로 하는 것이고, 아직 수업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비특수교사들은 수업에 련된 부분에 많은 심을 보 다. 이와 

련된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특수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해서 생각해 보

았다. 가장 기본 인 우리 아이들과 의사소통 할 있는 수화에 한 기본 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내용에 한 많은 공부들은 했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에 한 지식, 교수법에 한 지식이 무 부족한 것 같았다( 비교사 1). 

여러 수업에서 교과에 한 지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사실 부 공만으로 그 교과에 한 문가가 

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장애 역과 교과 모두에서 문가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비교사 11).

이상의 들은 비교사들이 생각하기에 우수한 교사란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특수교육에 필요한 반 인 지식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비특수교사들은 이론 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수업 기술 인 측면에서도 

심을 보여주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교과의 수업을 막론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경험이 부족해서겠지만-학생들의 의외의 

반응에 해서 교사가 하게 처하지 못한 이다. 교사 심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기치 못

한 반응에 해서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잘 통제하고 리하느냐에 따라서도 학습 분 기나 학습 효

율성이 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비교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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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수업 지도안을 짰고, 수업 비도 철 히 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

지 않은 흔 이 역력해 보 다. 아니, 고려는 했지만, 그 ‘고려’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더 

하다. 수업의 흐름에 해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았다면 다

른 모습의 지도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비교사 16)

수업을 제 로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 이었던 나는 가장 큰 실수를 했는데 무나 반복

되어지는 질문과 수업형태를 내 스스로 참아내기 어려울 실정이었다. 한 교육을 하는 내가 나의 

언행 때문에 어쩌면 교육의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하기까지 했다( 비교

사 19). 

이상의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숙련된 교사들이 아닌 비 교사들은 일방 으로 학에서 

교수의 수업을 듣는 입장에 놓여 있다가 실제 자신이 가르치는 치에 놓이게 되자 미처 상

치 못한 학습자들의 반응이나 자신의 역할의 요성에 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

졌다.

4) 장애 역을 고려한 수업 비 부담으로서의 비특수교사의 딜 마

다음의 반성  의 내용들은 다른 역의 비교사들과는 달리 비특수교사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것들로, 장애아동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업을 비해야 한

다는 비특수교사로서의 부담에 한 것이다. 

지체부자유 아동의 이동이 불편한 을 고려하여, 지체부자유 아동의 실제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

는 것을 상하 다. 이에 최근의 공통된 심사인 ‘가을 운동회’를 회상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

하려고 하 는데, 오히려 수업의 본질이 흐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놓았던 것 같다. 오히려 이들에게 

부족한 경험을 제공하기 해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노래를 불러 보았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

다( 비교사 3). 

정신지체 아동의 수업에는 아무래도 시뮬 이션 수업이나 모델링, 과제분석법을 사용하여 ‘국기에 

한 경례’를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모델링을 제공한 후, 체 학생과 

함께 과제를 수행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보조교사가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 는데, 실제 수업을 하

고 난 후 보니 한 학생을 표로 선정하여 나와서 해보게 하는 과정은 빠져 있었다. 사실 이부분이 

정신치제 아동들에게는 래 교수로서 도움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말이다( 비교사 18).

청각장애 학교 학부 이상의 경우에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그들의 모국어

인 수화를 허용하는데 이는 모국어를 통한 개념 형성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 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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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에서 나름 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할 때 수화를 사용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돋보 던 수

업이었다고 본다(근데 실제로는 수화가 많이 틀렸었다....~-~;;)( 비교사 13).

모의수업을 하기  지체부자유 학교를 찾았다. 오랜만에 선배들도 만나고 바쁘게 왔다갔다 하는 

모습들이 모두 선생님같다....( 략).... ○○언니가 부담임으로 있는 학 에 가서 수업을 보았는데, 장

애 정도가 제일 심한 아이들만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수업에  반응이 없었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답도 없다. ...( 략)....공허하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필’을 가르쳐야 할까? 이들

에게 살아가면서 필요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달해주고 싶다. 문제는 방법인

데.... 결국 4개 수 의 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하 지만 무나 피상 이었으며 더군다나 실제 수업내

용은 1수 에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의 고민과는 상 없이 암묵 으로 일정 

학생들을 수업에서 배제해 버린 꼴이 되었다. 만약 실제 수업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범죄 행

가 별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비교사 9).

이상의 들을 통해 다른 비교사들이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비특수교사들은 더 신

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들이 좀 더 장애아동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한 욕구를 제 로 악하거나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힘들어 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고민을 많이 한 흔 으로 나름 로 노력을 하 지만, 비교사들 수

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음을 보여주었다. 

2. 예비특수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

교사 양성 학내의 로그램은 비교사의 반성  사고의 수 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구

성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Van Manen(1977)의 반성  사고의 수 은 탐구의 내용의 

질을 분명하게 구분해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비특수교사들의 에 나타

난 반성  사고의 수 에 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수

이 수 의 비교사들이 가지는 반성  사고의 주된 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무엇보다도 청각학생용 교과서가 청각장애 학생에 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다. 청각장

애인의 경우 청각  정보보다는 시각 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도 삽화나 그림 등의 시각

인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을 한 교과서의 배려가 오히려 일반학교 교재보다 덜하다는 것이 의아했

다( 비교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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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를 제시할 때 수업자가 주의를 기울 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하지 않고 가끔은 그림을 보며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 역에 한 고려와 동시에 교과지식의 

달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비교사 12).

학생들에게 히 반응하지 못해서 실제 수업에서 학습지도안에서 비한 모둠 수업이나 수업 

분량이 잘 실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비교사 7).

이번 수업발표에서 우리 조를 포함하여 부분의 부 공 역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아마도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이 아니었나 한다( 비교사1).

우리조도 그랬지만, 부분이 학습지도안 작성에 하여 실제수업에 한 비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도입부분에서의 교사의 인사와 동기유발이 그 수업의 반을 좌우한다고 볼 때 이 부분에 

한 반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비교사 3).

수업에서 가장 아쉬웠던 공통  에 하나가 수업의 요학습개념을 제 로 강조하지 못한 이

다( 비교사 4).

교사의 목소리가 조  작았고, 말이 빨랐던 과 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설명할때, 지휘 을 비

하지 못해서 삼각형 모형으로 가리켰던 도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다( 비교사 10).

교사의 설명이 무 빠른 나머지 구화 수업이라 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정도 고, 학생의 입장에서

는 정신 없었다. ... 인형극이라든지, 직  폐품을 이용해 재활용하는 활동 등은 강의식 수업보다 학

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비교사 15). 

학습목표를 제시한다고 했으니 도입부분에서 빵의 를 들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아마도 실제 수업 장면이라면 교사가 아동에게 빵을 비해 오도록 하는 수도 있을 것 같

다( 비교사17).

청각장애 학생을 상으로 한 수업에서 약간의 수화와 지화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장

애 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직한 수업 기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윤리시간에 과제 분석을 통

해 국기에 한 경례를 연습시키는 것은 장애 역의 인지능력이나 특징을 고려해서 학생을 지도한 

노력의 흔 을 엿볼 수 있다( 비교사 14).

삼각형의 합동을 가르치기 해서 워포인트를 사용했다. 그리고 가정과 교과에서는 도입 부분

에 실제 옷을 보여주면서 학생의 주의를 끈 것이 바람직했으나 다양한 옷의 종류가 실물로 제시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비교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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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도 워포인트를 극 활용해서 생태계의 평형과 괴에 한 자료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

업의 활력을 주고 학생들의 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이 있다면 수업 참고 자

료로 나 어  유인물도 워포인트에 담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그리고 수업 정리 시간에 

확인 문제가 좀 길었던 것이 아쉬웠다( 비교사 4).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서도 생각할 시간  여유를 주는데 조  인색한 면도 있었다. 수업의 빠른 

진행에 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인지, 학생의 학습정도를 확인하고 한 질문과 강화를 제시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비교사 3). 

에서 기술된 반성  의 발췌부분은 주로 주어진 목 을 달성하기 해 교육  지식을 

기술 으로 용하는데 한 심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 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고민한 흔 이 역력하다. 를 들면, 비특수교사들은 모의수업시 

워포인트사용, 실물제공, 교수내용 달방법 등에 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심은 부

분의 비특수교사들이 주로 가지게 되는 보편  이기도 하다(Zeichner, 1994).

2) 실천  수

다음은 Van Manen(1977)의 두 번째 수 의 반성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문제나 상황의 기 에 깔려있는 가정이나 경

향성에 해 분석한 것이다. 이와 련된 비특수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각 부 공이 선택한 장애 역에 따라서도 학습지도안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비교  교과지식이 시되는 지체부자유 역에서는 학습지도안이 세부지도안의 형태를 띠지만, 정

신지체 등은 수업상황에 한 제시를 함으로써 교사의 실제 수업에 더 많은 무게를 싣는다고 생각된

다( 비교사 20).

교사는 이것을 왜 배우는지에 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번 모의수업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했을 뿐, 학습목표

에 한 필요성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비교사 9).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신체상이 부정 으로 인식되어져서 자아개념이 낮고 그로 인한 사회  계

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비교  많다. 그러므로 의복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 하게 하고, 옷을 바르

게 입게 하는 것은 좋은 학습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사 5). 

학교부터 어를 배워도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입이 잘 열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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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보면 어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경험  수업방법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비교사, 8).

빠게트빵처럼 딱딱한 빵이랑 모닝빵처럼 한 빵으로 비하면 아동에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도

록 하기보다는 실물을 비해서 직  보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을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학

습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 지 해 보고 싶은 부분이다( 비교사 17). 

한 하나 더 지 하자면 간단한 재활용품을 만들어 보게 한 후에 교사가 학생이 재활용품을 소

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으나, 학생들이 직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도 학생들의 성취

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비교사 8).

청각장애아동의 수업은 수화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화를 사용한다고 해도 학습의 

효율 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사 11).

이상의 비교사들의  속에는 실천  수 의 반성  사고를 하는 비특수교사들이 교육

 행 를 실천하기 에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자신의 교육  가치 을 투입하려고 노력한 흔

이 보 고, 좀더 교육 으로 가치가 있는 수업이 되기 해 이에 한 논의도 함께 하는 것

으로 보 다. 하지만 수업에 한 극 인 논의보다는 수업에 한 자신의 생각이 교육학  

원리나 실천  행 에 을 더 두고 있다. 

3) 비  수

이 단계의 수 은 비교사들이 교육  실천행 에 해 도덕 이고 윤리 인 기 을 포함

시켜 생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특수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반성  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었다.  

실제 수업안(案)에만 치 하 으며, 어떤 사회 인 문제, 구조 인 문제에 해 고찰해 볼 사고의 

활동의 확장이 없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하자면, 교실에서조차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기 못하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아동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조차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도 힘든

데, 더 넓은 곳으로 을 돌리는 것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비교사 4).

가만히 나 자신의 생각을 되짚어 본다. 내 생각의 변에는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과  내용

은 배워야 한다’, ‘학습 수 이 낮은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음을 발견한

다. 그 다면 나의 논리는 어디서 오는가? 왜 모든 학생들이 ‘수필’로 표되는 최소한의 교과  내

용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장애 아동들의 수 을 무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론서를 통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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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나의 지식을 정형화시키고 있다......  장애를 한 인간의 체로 단하고 장애를 보고 한 인격을 

결정지어 버리고자 하는 분 기를 강하게 비 하면서도 나 역시 그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

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다( 비교사 6).

문제해결 과정에서 창의력이 요하듯이 교사에게도 창의 인 사고가 실하다고 본다.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개해 나갈 것인가?’에 해서 일방 으로 통 인 방식인 강의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님 어떤 다양한 활동으로 개해 나갈 것인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며, 아동

의 동기유발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주의집 을 끌기 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등 어

도 학습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창의 인 사고가 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비교사 14).

교육자로서 수업의 책임자로서 어떤 효과 인 교수법을 용하고 효과 인 차를 사용하며, 어

떤 학습자료를 제공할 것인가에 한 고민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 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한 고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졌음 좋겠다( 비교사 12). 

특수교사의 할 일이 자꾸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일 성 있고, 연 성 있게 교과의 내용을 조직해

야 하고, 각 학생의 수 에 맞게 수업 내용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분석을 하면서도 느

었지만,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가 빨리 나와야 할 것이다( 비교사 13).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가지 생각한 것은 특수학교 교과서는 장애아들의 학습 특성들을 고려한 

일반교과서보다 더욱더 치 하게 학습과정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 

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해 본 교사가 극 으로 교과서를 분석, 비 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개정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비교사 1). 

교사는 학생의 극 인 수업 참여도를 유도하기 해 교사 주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한 여러 

가지 교수법에 해 고민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꼭 교과서

에 제시된 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교과서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그것을 재구성화하는 

것이 수업  교사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많은 자료와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비교사 17).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면, 비특수교사들이 교육  경험이나 활동 등이 사회에

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장기 인 목표에 어떤 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큰 심을 보 다. 즉, 

비특수교사들은 특수아동이나 특수교사들의 장기 인 발달에 혜택을  수 있는 결정을 내

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을 넘어서서 교육정책이나 개선사항에 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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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특수교사 양성 학의 공 교과목인 ‘특수 교육교재 연구  지도법’ 강좌에서 

비특수교사들이 모의수업을 통하여 반성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비교사들이 

가지는 반성  사고의 유형과 수 은 어떠한지에 해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문제를 심

으로 한 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24명의 비특수교사들은 모의수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

제에 한 차이를 깨닫고 고민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다. 그 에서도 모의수업 경험을 통해 

이들에게서 나타난 반성  사고 유형은 어떠한지에 을 두어 분석한 결과, 비특수교사로

서의 좌 감과 딜 마, 기 와 성취감, 그리고 교수경험의 어려움, 장애 역을 고려한 수업

비에 따른 비특수교사로서의 딜 마에 한 것이었다. 한 가지 특이한 은 비특수교사이

기 때문에 실에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신념과 아직은 

실에 부딪쳐 보지 않음으로 인한 기 가 나타난 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직면하

게 될 교육  딜 마에 한 고민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의수업을 통

해 그 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교육학  이론과 기술들을 용해 본 자신들의 경험을 많

이 나타내 주었다. 이는 비교사들의 주 심이 우수한 교사는 수업을 잘 하는 교사라는 머릿

속에 잠재된 의식에 입각하여 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상이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비특수교사들의 반성  사고 유형도 다양하 지만, 이들의 반성  사

고 수 을 살펴보면 그 수 도 계 인 순서에 폭넓게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비 

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반성  사고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주

장도 있지만(Fuller ＆ Brown, 1975; 박은혜, 2002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반성  을 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비 특수 교사들은 이미 습득한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나름 로 자신의 

교육  행 에 한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이 까지는 본 연구에서 반성  사고 수 의 분석 틀로 이용한 세 가지 반성

 사고수 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 이었으나 최근에는 교사들에게 이 세 가

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서로 상호보완 시켜주는 교사교육 

로그램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박은혜, 1996).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분의 비특

수교사들이 주로 많이 한 첫 번째 단계의 기술  수 의 반성  사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실천 , 비  수 의 반성  사고는 양 인 측면에서 훨씬 었다. 이는 아직까지 

비특수교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의 폭이 좁고, 유연하지 못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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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동안 자신의 생각들을 체계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제 로 표 하지 못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비교사들은 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하여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생각이나 불확실성에 한 의문 등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보 하기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교육  신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Grennan, 1989)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 로 알지 못할 수 있

다고 편견을 가지기 싶다. 

한편 Calderhead(1989)는 비교사의 반성  사고의 유형이나 수 을 강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즉, 비교사들이 기본 인 교수기술과 학 리기술에서 능력을 획득하고 

생존문제를 극복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반성  사고가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실천상황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는 비교사들이나 임교사들의 

반성  사고의 형태나 수 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이 곧 반성  사고를 진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 교사들은 이미 많은 시간들을 교육  탐구에 쏟아 붓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를 

다듬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교사 양성기 에서는 비특수교사들에게 단순히 교수 경험의 양을 늘리거나 

강좌의 개설 순서를 고려하기보다는 좀 더 상 수 의 반성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

육  이론과 다양한 교육 장의 실제와의 련성을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과 실제에 한 계를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비특수교사들은 

세 가지 수 의 반성  사고능력을 골고루 갖춘 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후속연구를 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특수교사들의 반성  사고 수 의 형태는 어떠하며, 그 수 은 어

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으로 연구되어졌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24명의 비특수

교사들을 개별 으로 상호비교하기 보다는 반 인 사고의 유형과 수 을 분석하 다. 앞으

로 추후연구에서 이 연구를 기 로 비특수교사들 간의 개별 인 반성  사고의 유형과 수

을 비교 분석하거나, 반성  사고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는 모의수업을 통한 교사의 반성  사고를 분석한 것에 을 둔 연구로 기

본 으로 모의수업이라는 경험이 갖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장애 역이나 정도에 따른 특성

을 고려한 실제 수업이나 참  등의 직 인 경험 후에 나타나는 교사의 반성  사고의 변화

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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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tegories and levels of special education 

preteachers' reflective thinking 

through experiencing simulated instruction

1)Kang, Young Sim* ․ Hwang, Soon Young**

This study was one attempt to find out teacher education strategy for improving 

preteachers' reflective thinking. The specific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tegories and levels of reflective thinking of twenty-four special education preteachers 

attending College of Education at P University. They performed simulated instruction while 

taking the course 'special education material research and teaching methods'. And they had 

discussion and evaluation sessions with the videotaped materials of every simulated 

instruction. Based on these experiences special education preteachers were allowed to write 

freely an independent reflective journal. Collected reflective journals were analyzed with 

triangulation metho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ame theme among reflective journal 

conten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pecial education preteachers have a variety of 

reflection categories such as frustration or dilemma, expectation and achievement, difficulty 

of teaching, heavy load of teaching preparation. Second, the reflective thinking of special 

education preteachers are in all three levels - technical, practical, and critical level. 

Key words : Simulated Instruction, Reflective Journal, Special Education preteacher, The 

contents of reflective thinking, The levels of reflec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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