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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지원 로그램 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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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서신지원이 통합학급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8개 초등학교의 통합학급의 담임교사 30명으로 실
험집단에게는 정기적인 서신지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총 8회 제공되었다. 서신 지원의 내용은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장애아동 교육의 이론적 내용과 실제적 적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결과 분석은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합학급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대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특수교사의 서신지원을 제공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학급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커다란 체제의 변화나 통합학급교사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지원 방법의 하
나로써 서신지원의 사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주요어 : 통합교육, 교사효능감, 교사태도, 교사 지원

I. 서론

통합교육은 단순한 물리  통합에서 발 하여 장애아동이 사회 으로 수용되는 성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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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의 학습과 생

활을 질 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통합교육이 되기 한 여러 가지 략들

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략들을 장에 용할 때 가장 요한 것은 통합교육의 요소들을 

엮어 실제 장에서 성공 인 통합이라는 결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통합학 교사, 특수교사, 

교육행정가, 치료 문가, 부모, 아동 자신이 포함된 교육 의 상호 력이다(방명애, 백운국, 

2000; 이소 , 박은혜, 1998; 이소 , 황복선, 2000; Stainback, Stainback & Ayres, 1996). 방명애

(1998)는 력 계란 상 방의 문직에 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의 흥

미나 의견을 존 하며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력 계

를 통해서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사는 공동책임을 함양하여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교수와 련한 능력을 향상시켜서 교육  성과들을 성취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애아동에 해서는 통합학 과 특수학 에서 교과학습과 행동 지도에서 일 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장애아동 뿐 아니라 장애 험에 있는 아동들에 한 어려움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 학교 환경 내에서 통합교

육을 경험할 수 있다(이숙향, 1999; 최선실; 2000). 여기에서 통합학 교사는 직 으로는 장

애아동에게 한 교육 경험의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간 으로는 자신의 태도를 통해 

일반아동들의 장애아동에 한 인식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윤혜경, 1991) 장애아동이 

통합학 에서 성공 인 통합경험을 얻도록 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Bender, 1986). 즉, 장

애아동이 통합학 에서 래와 어울리고 히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교육  요구에 맞는 수

업을 받고 모든 아동이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실행은 

많은 부분이 통합학 교사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최선실, 2000). 이러한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와 련한 교사의 교육  신념은 교수 계획, 교수  결정, 교수실행과 한 

계가 있어(Aldridge & Clayton, 1987; Eisenhart, Shrum, Harding, & Cuthbert, 1988; Johnson, 

1992), 교사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교사효능감은 교수하기 어려운 아

동들에 한 인내, 참을성, 교수  신에 한 수용, 다양한 에서의 력 등의 요소를 포함

하기 때문에 높은 교사효능감은 도장애아동들을 한 교수실행과 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Putnam, 1993; Rainforth, York, & MacDonald, 1992). 

그러나 통합교육에서의 이러한 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통합학 교사들은 양성과정

에서 장애아동에 한 교육과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의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사 연수 부족, 장애아동에 한 교수 기술과 자신감 부족, 행․재정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여 히 통합에 한 부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박 배, 1999; 조성연, 1994). 이는 통합교육의 

한 실행을 해서 통합학 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에 한 특수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며 

성공 인 통합을 한 특수교사와 통합학 교사 간의 력이 실히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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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 , 1998; 류기연, 2001; 방명애, 백운국, 2000; 양희만, 2001; 최선실, 2000; 황병숙, 

2001). 최선실(2000)은 이와 련하여 통합교육의 질  향상을 한 통합학 교사의 요성을 

인식하고 통합학 교사의 지원 요구를 조사한 결과 생활과 학업 지도 반에서의 지원요구가 

높았음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지원은 력 계를 통한 상호 인 계가 가장 이상 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 특수교사의 자문 기술 부족, 특수교사의 지원에 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와 통합학

교사들의 낮은 동의식수 과 장애아동 지도에 한 경험  능력 부족, 학 리나 교과

수업 외의 과다한 업무, 교사들간의 의사소통 기회  시간 인 여유의 불충분함 등의 문제로 

교사들간의 력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장동태, 1994;  조성연, 1994). 그러므로 우리나라

에는 소규모의  력이나 집단 간의  력, 력교수 등의 체제보다 경험이 더 많은 특수

교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일 일 자문 형태가 더 할 수 있다(최선실, 2000).

특수교사가 지원하고 자문하는 력의 형태로, 교사들의 정기 인 만남과 잦은 의사소통을 

신할 수 있는 방법은 e-mail, 서신, 정기 인 학 신문 등이 제시되고 있다(이숙향, 1999; 

Dorsheimer, 1994; HollingsWorth, 2001; O'Shea, Williams & Sattler, 1999). 이숙향(1999)은 통

합학 교사와의 력체제에서 여러 가지 방법 인 면들을 사례로 발표하 는데, 여기에서 교

사들은 정기 인 만남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 반에 걸쳐 계획하고 평가하는 시간외의 교사

들의 력에 요구되는 잦은 의사소통의 한 부분을 해 간단한 서신을 사용하 다. O'Shea, 

Williams과 Sattler(1999)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비교사들을 상으로 력에 한 유형과 

인식에 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들이 장애아동 교육을 한 력방법으로 e-mail, 개

인  만남, 서신을 이용하 음을 보고하 다.   

이 외에도 력과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으나 력체제의 요소와 요성, 만남을 

심으로 하는 체  력모델 제시에 한 것이 부분이고 실제 인 력의 략이나 다양한 

유형의 안, 력을 한 의사소통의 방법  측면, 력 략을 통한 실제 인 통합교실에서

의 효과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실정에 합한 지원 양식에 

한 연구가 더욱 미흡하고 이미 소개된 연구들도 력에 한 요구 조사와 력사례 발표에 머

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통합학 교사가 실제 우리나라 교육 장 상황에서 실질

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략으로 력을 한 자문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그 모델로써 정기 인 서신지원을 개발하여, 서신지원이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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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서울 시내에 치한 8개 등학교에 재학 인 30명의 장애아동의 통합학

교사 30명을 상으로 하 다. 통합학  교사에게 제공하는 정기 인 서신지원이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상 교사를 서신지원을 제공받는 실험집단 15명, 서신지원을 제공받지 않는 통제집단 15

명으로 구성하 다. 아동들이 속해있는 통합학 에는 상아동 외에 다른 장애아동은 없었으

며, 통합학  교사는 체 으로 일정 수  이상의 기본 인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

나 장애아동에 한 교육을 한 지원을 요구한다는 제와 교사의 개인 변인보다는 장애아동

이 갖는 특성이 통합에 더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김 성, 1999; 김종삼, 2000; 최선

실, 2000)로 장애아동을 우선 으로 통제하 다. 한 서신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해 특수교

사의 조건을 제한하고 특수교사의 개인 변인과 학교 특성에서 비롯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

기 해, 실험을 실시하는 각 학교 내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크기를 같게 조정하 으며, 장

애 역, 학년, 성별, 장애정도에 따른 변인(김 성, 1999; 김종삼, 2000)을 조 하기 하여 이와 

련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율이 같도록 조 하 다. 

2. 대상 장애아동 및 통합학급 선정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학 의 교사를 상으로 장애아동에 한 태도와 

교수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통합학  교사의 개인 변인보다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실험

의 실질 인 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장애아동 선정을 우선하 다(최선실, 

2000).) 선정된 장애아동은 부분의 특수학 에 입 된 주요 4개 역(정신지체, 학습장애, 정

서장애, 자폐)으로 진단된 장애아동으로 장애 역, 학년, 성별, 장애  문제행동 정도에 따른 

변인을 조 하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율이 같도록 조 하 다. 실험 상 아동에 

한 정보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동에 한 구성비율은 <표1>, <표2>과 같다. 서신을 제

공하는 특수교사는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사로 상아동의 학교에 

재직 인 특수교사를 상으로 하 다. 그리고 지원에 한 일정한 질을 유지하기 해 서신

을 제공하는 특수교사에 한 조건을 학과정에서 특수교육을 공하고, 재 학원에 재학 

이거나 졸업한 교사로 하고, 임교사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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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 아동의 특성별 집단 구성

단위  명
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장애영역별
정신지체 5 5
정서장애 1 2

자폐 5 4
학습장애 4 4

장애정도별
경도 6 6

중등도 5 6
중도 4 3

학년별
3학년 2 2
4학년 4 4
5학년 6 6
6학년 3 3

성별 남 12 12
여 3 3

<표 2> 상 장애아동들에 한 세부사항

실 험 집 단 통 제 집 단
학교 아동명 학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학교 아동명 학년 성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S

박○○ 4 남 자폐 중등도

S

조○○ 6 남 자폐 중등도
김○○ 4 남 자폐 경도 김○○ 4 여 학습 경도
최○○ 5 남 학습 경도 김○○ 5 남 학습 경도
차○○ 5 여 정신 중도 조○○ 4 남 정신 경도
박○○ 3 여 정신 중도 이○○ 3 남 정신 중등도

A
김○○ 6 남 자폐 중도

A
배○○ 5 여 정신 중도

하○○ 5 남 학습 경도 현○○ 6 여 학습 경도
백○○ 5 여 정신 중도 홍○○ 6 남 학습 경도

E 김○○ 3 남 정신 중등도 E 김○○ 5 남 자폐 중도
이○○ 6 남 학습 경도 박○○ 5 남 자폐 중도

B 박○○ 6 남 정서 경도 B 배○○ 4 남 정신 중등도
V 구○○ 5 남 정신 중등도 V 최○○ 5 남 정서 중등도
K 이○○ 5 남 학습 경도 K 김○○ 5 남 자폐 경도
C 왕○○ 4 남 자폐 중등도 C 이○○ 3 남 정신 중등도
H 박○○ 4 남 자폐 중등도 H 장○○ 4 남 정서 중등도

총 15 명 총 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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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특수교사의 통합학 교사에 한 “서신지원”이다. 여기서의 서신지원

은 력체제에서 가장 요한 요소 의 하나인 효과 인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써, 특수교

사가 일방 으로 자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실에 합하도록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실제 장에서 근하기 쉬운 문서를 통한 정보제공 략이다. 서신지원의 내용은 통합학 교

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성공 인 통합교육을 한 의사소통과 자문모델에서의 요건 등에 

한 선행연구와 통합학 교사들의 지원요구에 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 다. 방법 인 

면에서는 서신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련한 내용을 통합학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교육활동

에 활용하기에 유용하도록 개별교육자료와 소식지, 기타 련 정보로 구성을 나 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특수학 의 주간교육계획  학 교육과정, 인터넷, 일반교사를 상으로 하

는 통합교육 련 서   기타 자료에서 추출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것을 A₄용지 3-5장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여 특수교사가 통합학 교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으로 제공하

는 것으로 통합학 교사들의 부담과 력을 한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시간 조 의 어려움

을 해결하고 지속 이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강조하 다. 

통합학 교사에게 주어지는 서신에서 특수교육  장애 특성과 련된 정보는 매 주 연구자

가 각 아동에게 합하게 제시하 고 소식지와 아동 개별에 한 자료는 연구자가 제시한 기

본 틀 내에서 각 학교의 특수교사가 학교별 상황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통합학

교사에게 달되기 하루 에 연구자와 자메일을 통해 상의하여 제공되는 서신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각 학교의 행사  특별활동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

에 연구자와 의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한 지원 정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 다. 특

히, 사 검사가 실시되고 실험이 시작되는 원 학 응기간(학기 시작 후 첫 2주)에 제공되는 

지원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 다. 한 통합학  교사는 서신을 

읽고 일주일간의 학 에서의 통합포인트를 심으로 학 에서의 학습과 문제행동을 특수교사

와 함께 일 으로 지도하고 이에 한 피드백을 주어진 피드백 공간 활용  기타 여러 가

지 방법으로 보내도록 하 다. 정기 인 서신에서 제공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에 한 설정근거는 <표3>에 제시하 다. 



통합학급교사를 위한 특수교사의 서신지원 프로그램 적용 효과  8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3 > 서신에 포함되는 기본 요소

요  소 설 정 근 거

장애학생에 한 정보

( 행수  보고)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1984)

Stainback & Stainback(1985); 이숙향(1999); 최선실(2000); 

방명애 & 백운국(2000)

특수학 의 운 계획 

활동 알림

Peter, Udell, Calson & Giasenapp(1993); 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1992); 최선실(2000); 이숙향(1999)

교수학습에 선호하는 스타일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1984);

Peter, Udell, Calson & Giasenapp(1993); 방명애, 백운국

(2000)

특수학  수행기록과

자료수집  보고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1984)

Stainback & Stainback(1985); Bunse(1993); 최선실(2000)

문제행동 분석과

지도에 한 정보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1984);

Peter, Udell, Calson & Giasenapp(1993); CEC(1995); 최

선실(2000); 방명애, 백운국(2000)

학 활동과 학교활동 

참여를 한 략 제공
Stainback & Stainback(1985); 최선실(2000)

일반아동에게 장애를 이해, 교육 
Stainback & Stainback(1985); 최선실(2000); 

방명애, 백운국(2000)

통합학 에서의 교육목표와 

활동 결정에의 도움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1984);

Peter, Udell, Calson & Giasenapp(1993);

Kansas state board of education(1992);

최선실(2000); 방명애, 백운국(2000)

1) 서신의 내용  구성

서신지원의 내용은 지원의 수혜자인 통합학  교사들의 요구도를 조사한 최선실(2000), 방명

애, 백운국(2000), 류기연(2001) 등의 선행연구들을 기 로 통합학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담

당하고 효과 인 통합학 을 운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특수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기 로 하 다. 서신은 크게 개별 아동에 한 정보 제공 , 소식지, 반 인 특수교육 

 장애에 한 련 정보 제공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진다.    

(1) 개별 아동 자료
아동에 한 개별 자료는 A₄용지 1장으로 일정한 틀을 만들어 매 주 같은 요소가 제공되

도록 하 다. 기본 구성요소는 특수학 에서의 한 주간의 학습 수행 평가, 생활에서 잘한 과 

반성할 , 다음 주간의 특수학  활동과 교수 계획, 문제행동 지도, 한 주간 통합학 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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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육목표로 되어 있고, 학교행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 다(류기연, 2001; 방명애, 1999; 방명애, 백운국, 2000; 이숙향, 1999; 최선실, 2000; 

Panko, 1984; Podemski, Price, Smith & Marsh Ⅱ, 1984; Stainback & Stainback, 1985).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아동의 통합학  환경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구체

인 부분들로써 선행연구들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요소들이다(류기연, 2001; 최선실, 2000). 

이것은 장애아동들이 가지는 독특한 교육  요구에 맞추어 통합학 에서도 개별화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 이 있다. 특히, 학기 에 아동의 행수 과 강․약 을 통합학  

교사에게 알려 으로써 장애아동의 통합학  응을 돕고, 문제행동의 종류와 정도, 학습스타

일  아동의 여러 가지 선호도에 따라 통합학  교사가 장애아동을 악하고 교육  기 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2) 특수학급 소식지
소식지는 장애아동이 학교생활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한  교사들간의 의사

소통 통로인 학교 내 회람의 역할을 신한다. 소식지는 A₄용지 1-2장의 분량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어진다. 담임교사들에게 알리는 말 , 특수교육  특수학 과 련한 정보, 특

수학 의 새로운 소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공식 인 정보 제공 부분과 각 아동들의 특별한 

소식을 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던 분들과 내용을 고, 읽을만한 재미있

는 이야기들을 내용으로 하는 비공식 이지만 교사들의 심을 끌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

다. 소식지는 이 게 다양한 내용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장 이 있고 여러 사람을 등장시

킴으로써 참여를 진하고 심을 끌 수 있다(Turnbull & Turnbull, 1997). 한, 각 학 의 장

애아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 의 장애아동에 한 정보와  상황을 알 수 있어서 통합학

교사들간의 정보교환  정서  유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  지원

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3)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정보제공
장애아동 교육에 유용한 정보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장애아동 련 법률, 통합교육 

성공사례, 교육과정 수정, 일반아동 장애 인식 개선 자료, 장애특성별 정보 등의 내용을 각 아

동에 따라 제공하 다. 이것은 각 개별아동에 한 정보라기보다는 일반 인 통합교육과 장애

아동에 한 인식개선을 한 반 인 특수교육 련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4) 통합학급 교사 피드백
지원의 근본 인 목 은 통합학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교사간의 력을 

이끌어내며, 효과 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므로 개별화교육계획을 한 시간 조

정, 아동 교육 목표 수립 등과 련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합학 교사의 피드백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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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특수교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기록해 두도록 하 다. 

2) 서신지원의 스

① 실험에 참여하게 될 8명의 특수교사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신에서 제공될 내용과 

방법, 연구자와의 의 차를 결정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통

제 내용들  주의사항에 해 설명하 다.    

② 특수교사는 통합학 교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 제시될 서신의 내용에 

해 설명하고, 실험에 참여하게 될 교사들에게 교사들의 피드백 방법과 추가로 원하는 정

보 내용 등을 조사하고 서신이 실질 으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 다.

③ 특수교사는 통합학 교사의 학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아동의 특수학 에서의 수

행과 장애에 한 계속 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소식지를 일주일에 한 번 제작하여 연

구자와 사  의를 거친 후, 연구자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장애특성 등과 련한 자

료를 동 하여 서신을 직  통합학 교사에게 배부하도록 하 다. 한 이러한 소식지 

 정보 제공과 련한 연락 시에 통합학  교사의 다양한 피드백과 통합학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한 것을 연구자에게 달하도록 하 다.

④ 통합학 교사는 서신을 읽고 일주일간의 학 에서의 통합포인트를 심으로 학 생활을 

지도하 다. 문제행동에 해서도 특수교사와 함께 일 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주어진 용지에 피드백을 보내도록 하 다.

⑤ 통합학 교사는 특별한 학교행사  학 행사 시에 서신에서 제시된 것을 참고로 장애아

동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⑥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사가 서신을 받고 읽어보기에 가장 충분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신을 제공하도록 하 다.  

⑦ 학교의 행사  실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각 학교의 특수교

사는 연구자와 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 다.

⑧ 통제집단에 해서는 통합교육 황  사례 연구(강경숙, 권택환, 김수연, 김은주, 2000)

에서 밝 진 일반 인 와 연구가 실시되는 각 학교의 기존에 실시되던 기 에서 지원

을 실시하도록 하 다. 여기에서 통제집단에 실시된 기존의 지원은 학기  통합학  인

식개선 수업, 아동의 기본 정보 제공, 시간표 결정을 한 화연락, IEP의 달, 학교 행

사에 따른 간헐 이고 일회 인 연락이었다.     

서신지원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서신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차이는 다음<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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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지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서신지원을 통해 제공된 내용이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제공된 지원의 차이

실험집단 통제집단
간헐적인 전화연락 ○ ○
학년 초 원적학급 적응기간 실시 ○ ○
학년 초 아동 현행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 ○
통합학급 지원 수업(장애인식개선 수업) ○ ○
정기적인 아동수행에 대한 정보 제공 ○ ×
특수학급 수업에 대한 정보 제공 ○ ×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 ○ ×
통합학급에서 기대되는 교육 목표 ○ ×
협력을 위한 일반교사 피드백 ○ ×

4.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 척도 수와 통합

에 한 태도 설문에 한 수로써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1)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 검사지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하여 Gibson과 Dembo(1984)

가 개발한 30개의 문항으로 된 교사효능감 척도를 Deemer & Minke(1999)가 보완하여 사용한 

문항  25개의 문항을 우리나라 통합학  교사들에게 합하도록 장애아동 교수에 한 문항

으로 수정한 후, 비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를 검증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개

인  교사효능감 문항과 일반  교사효능감 문항으로 구분되는 18문항을 구성하 고, 모든 문

항은 5  척도로 정 인 문항과 부정 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한 비조사 과정

과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고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부록>에 제시하 다. 

(1) 예비조사
① Gibson과 Dembo(1984)가 개발한 2개 요인으로 된 30개의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한 

Deemer와 Minke(1999)의 교사효능감 척도를 비조사에 사용하 다. 단, 장애아동에 

한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특수교육 문가 1인  학원생 3인, 통합학

교사 3인, 교육심리 공 연구원 1인의 자문을 받아 문항의 어휘와 문맥을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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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경력 2년, 5년, 10년 이상의 교사 10인에게 직  문항을 풀어보게 함으로써 문항의 

이해와 난이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하 다.

③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시내의 특수학 이 있는 10개의 등학교의 통합학 교사 

200명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2) 요인분석 
① 장애아동교수에 합하도록 어휘와 문맥을 수정한 질문지가 본 실험 연구에서 측정하고

자 하는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의 척도로써 합한지의 여부

를 입증하기 해 구성타당도와 내 합치도 검증을 하 다. 200명의 교사를 상으로 

비조사 한 결과를 요인분석하 다.

②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 으며 최종요인 구조를 얻기 해 베리멕스 직각회 을 

실시하 다. 기존의 연구와 스크리 도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요인을 2개로 지정하

여 분석한 결과, 체 분산의 42.197%가 설명되고 있고 요인 부하량이 극단 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 계수 .5이상으로 된 문항 에서 신뢰도를 고려하여 개인  교사효능감과 

일반  교사효능감의 2개의 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즉, 요인 1(FAC 1)은 ‘개인  교

사효능감’으로 Cronbach α값이 .8757로 나타났으며, 여기에서는 공통성이 극단 으로 낮

은 3번이 제외되어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FAC  2)는 ‘일반  교사효능감’으로 6

개의 문항(14번, 15번, 17번, 21번, 23번, 25번)이 공통성이 낮고 요인부하량 한 .5에 미

치지 못하여 삭제하고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Cronbach α값이 .6683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사 ․사후검사 결과 분석을 해서 25문항 에서 요인으로 분석되지 않은 

7문항을 제외한 2개의 요인 18문항을 통계 분석하 다.

③ 채 기 은 5  평 을 기 으로 하여 ‘매우 그 다’는 5 , ‘그 다’는 4 , ‘보통이다’는 

3 . ‘그 지 않다’는 2 , ‘  그 지 않다’는 1 으로 채 하 으며, 부정 인 문항(16

번, 18번, 19번, 20번, 24번)은 역으로 환산하 다. 추출된 문항은 18문항으로 총  18 에

서 90  사이에 분포하고 수가 높을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Cronbach α의 값은 .8409로 나타났다.

2) 통합학  교사의 통합에 한 태도 척도

통합학 교사의 통합에 한 태도를 측정하기 해서 Green과 Stoneman(1989)이 개발한 검

사도구를 김지은(199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이는 5  척도로 구성된 32개의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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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  문항과 부정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이었다.

5.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사  검사 - 실험처치 - 사후검사의 설계가 용되었으며,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

아보기 하여 ANCOVA 검증을 실시하 다.

1) 비연구

본 연구의 실시에 앞서 서신지원에 한 형태를 정립하기 해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3명의 

통합학 교사를 상으로 비연구를 실시하 다. 한 비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인터뷰와 

교사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을 한 비조사에서 나타난 통합학 교사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

여 통합학 교사로서 특수교사에게 요구하는 지원에 한 내용을 수집하 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지원이 가장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신을 제공할 요일과 시간을 결정하

고, 서신지원의 분량을 결정하 다. 한 서신지원 내에서의 각 요소의 양과 통합학 교사의 

피드백에 한 방법도 통합학 교사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 다.

2) 사 검사

원 학 응기간인 3월의 첫 주가 끝난 후 사흘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합학 교사 30

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3) 실험처치 

본 실험은 15명의 통합학 교사를 상으로 3월 둘째 주부터 일주일에 1번씩 총 8회의 서신

지원을 실시하 다. 서신지원은 동학년 회의 시간, 직원연수  종례 시간 등 학교 일정이 많

은 날을 피하여 각 학교별로 월요일, 수요일, 요일의 수업이 끝난 후에 각각 이루어졌다. 서

신의 달은 공식 이고 정기 인 모임의 직 인 만남이나 지원의 성격이 아닌 서신지원의 

한 과정으로 특수교사는 서신을 할 때 주제  내용을 통합학 교사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도

록 하고, 통합학 교사는 서신을 읽고 학교행사안내  통합포인트를 학 에서 실행한 후 특

수교사에게 피드백을 하도록 하 다. 주어진 서신은 학 교육과정 는 개별 일에 가하여 

철하도록 하 고 특수교사는 통합학 교사의 피드백을 연구자에게 달하여 다음 서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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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4) 사후검사  

실험처치가 끝난 다음 주에 4일간 사 검사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학 교사들을 상으로 사

후검사를 실시하 다.

6.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의 서신지원이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교사효능감 척도와 통합교육에 한 태도 

설문에서 얻은 수를 토 로 각 설문의 사 검사의 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의 수

를 가지고 공분산분석(ANCOVA)을 하 다. 통계분석은 SPSS 로그램으로 각 집단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Ⅳ. 연구 결과

1. 통합학급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대한 교사효능감의 차이

여기서는 특수교사의 서신지원여부에 따라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

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다. 교사효능감 척도 체에 한 통합학

교사의 평균과 표 편차는 <표6>과 같다.

<표 6> 교사효능감 척도의 사 ․사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 점수 48.33 8.05 51.27 8.02
사후검사 점수 56.13 8.24 48.53 6.88
사후검사 점수 교정값 56.87 47.7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따라 교사효능감을 알아본 결과, 실험  실험집단 수는 48.33이었

고, 통제집단은 51.27로 실험집단의 수가 약간 낮았다. 이에 해 공변인인 사 검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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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검사의 수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한 동질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33으로 .05

보다 높아 사 검사의 향이 동질 으로 단되었으며, 각 변인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이 없고 기울기(slope)도 같다고 단되어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표 7> 교사효능감에 한 공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461.18  1 461.18 10.83 .003
집단  597.22  1 597.22 14.02 .001*

오차 1150.29 27  42.60
* p < .01

서신지원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교사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결과가 F(1, 27)= 14.02이고 유의확률은 .001을 나

타내어 유의수  .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신지원

을 실시한 집단의 통합학 교사가 장애아동 교수에 해 더 높은 교사효능감을 나타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통합학급교사의 통합에 대한 태도의 차이

여기서는 서신지원 여부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합에 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 다. 통합학 교사의 통합에 한 태도에 한 각 집단의 평균과 표 편차

는 <표 8>과 같다.

<표 8> 통합에 한 태도에 한 사 ․사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

                      집단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검사 점수 106.93 10.24 108.07 12.50
사후검사 점수 115.93 11.22 103.93 11.02
사후검사 점수 교정값 116.24 103.63

<표 8>에서 집단별 평균 수를 보면 실험집단은 평균 수가 증가했으나 통제집단은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한 분석을 실시하기 한 동질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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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이 .58로 .05보다 높아 사 검사의 사후검사에 한 향력이 집단간에 동일하며 기울기 

한 같고, 상호작용도 없음을 통계 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집단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지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통합에 한 태도의 공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공변인 1061.06 1 1061.06 11.92 .002
집  단 1189.59 1 1189.59 13.37 .001*
오  차 2402.81 27 88.99

* p < .01

<표 9>에 의하면 공분산분석 결과 F(1, 27)=13.37이고 유의확률은 .001로서 유의수  .01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신지원을 실시한 집단

의 통합학 교사들이 통합에 해서 더 정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결과에 해 몇 가지로 그 의미와 시사 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의 ‘서신지원’ 실시여부에 따른 통합학 교사의 장애아동에 한 교사효능감

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수  .01의 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 서신

지원에 의해 실험집단의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이 증가되었다는 결과는 교사에 

한 지원이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Ashton, Webb & Doda, 1982), 통합학 교사에게 제

공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특수교사의 지원과 력이 교사효능감을 높이고, 교사효능감은 성

공  통합을 이끄는데 강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 Brownell과 Pajiares(1996)의 연구결

과를 뒷받침한다. 실제로도 연구에 참여했던 통합학  교사들의 서신에 한 피드백에서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수업 시간에 장애아동에게 어떤 형태로 근해야 하는지에 한 이해가 생기

면서 다른 수업시간에서도 이를 활용하게 되었고, 장애아동을 교수하는데 한 자신감이 생겨 

통합학 교사가 장애학생을 수업시간에 방치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었다고 보고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Minke, Bear, Deemer와 Griffin(1996)의 연구에서 력교수를 하고 있는 일반교사

와 특수교사가 그 지 않은 교사보다 더 높은 효능감을 보 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

석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통합의 성공과 교사효능감에 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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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로서 제시된 지원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서신지원이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었던 력교수나 행정  지원을 포함하는 특수교사와의 력 등과 비교하여 간 인 방

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합학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체제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 서신지원은 이상의 연

구에서 제시되었던 지원들과 비교하여 교육체제의 변화나 행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도 간

편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시간 조정에 구애를 덜 받을 수 있으며 통합학 교사의 부담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장 이 있어 우리나라 장에서 사용하기에 유용함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교사효능감은 Bandura(1986)가 말한 자기효능감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주어진 정보  지원에 의해 어느 정도 변화 가능한 내  변인으로, 통합학 교사가 특

수교사의 정기 인 서신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을 교수하는데 요구되는 여러 가지 교수 략과 

문제행동의 지도 방법, 반 인 특수교육에 한 정보 제공, 장애아동에 한 지속 인 수행

평가 제공 등의 내용을 통해 에 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본인이 장애아동 교수를 한 기술

을 습득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장애아동의 교육가능성, 장애아동

의 학습 능력에 한 신념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게 특수교사의 지원은 통합학 교사에게 장애아동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

동을 교수하는데 요구되는 교수  실행을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게 하고(방명애, 백운국, 

2000), 이것은 장애아동의 학습 ․사회  성취에 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교사는 장애아동 교

수에 자신감을 얻고 교사효능감이 향상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결

과를 서신지원의 내용에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통합에 따른 장애아동의 학업과 사회성  행

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재에 한 정보제공이 효과 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조성연

(1994)의 연구에서 통합학 교사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통합의 실제 용과 련

한 역에서 모두 부정  태도를 보여 통합학 교사들의 지원 로그램이 구체 인 교수기술, 

교재  교수, 장애아동의 평가 등과 련한 교육의 실제 인 정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시사 을 남기는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의 통합학 교사에 한 ‘서신지원’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

합학 교사의 통합에 한 태도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학

교사에 한 특수교사의 지원은 통합학 교사의 통합교육에 한 정  태도와 하게 

련되어 있다는 주장(Hudson, Graham, & Warner, 1979)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 으며, 통

합학 교사를 상으로 지원서비스의 유무를 조사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집단이 통합에 

해 더 수용 이었다는 Stephen과 Braun(1980)의 연구 결과나 통합학 교사에게 제공되는 정

보와 태도가 높은 상 계가 있다는 연구(Gable, Laycoke, Maroney, & Smith, 1991), 특수교사

의 지원에 따라 인식에 한 문제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김 숙(1996)의 연구, 지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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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횟수가 많고 지원이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통합에 한 태도가 정 임을 

보여  조성연(199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이 게 교사의 

태도의 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변인들과 태도의 상 계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

에 해 실험연구를 통해 지원이 태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통합에 한 태도 변화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다른 근거는 교사효능감의 증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있는 상황과 활동에 해

서는 극 인 참여를 보이지만 성공 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수행하는데 자신이 없는 상황

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Bandura(1993)의 효능감 이론은 통합에 한 태도가 교사효

능감과 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와 아동의 성취

에 해 정  기 를 가지고 이를 수행에 옮기는 것에 있어 수용 인 경향이 있어, 교사의 

기 와 태도는 아동의 실질 인 성취를 가져오게 된다(Ashton & Webb, 1986). 그리고 이러한 

통합교육에 한 성공감은 통합교육에 한 태도에 정  향(Baker & Gottrieb, 1980; 

Green & Harvey, 1983; Robert & Platt, 1988)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서신지원은 장애아동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에 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직 인 요인이 되기도 하며 교사

의 교사효능감 증진에 향을 미침으로써 통합에 한 태도에 향을 미치는 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Stephens & Braun(1980)의 장애아동을 지도하는 것에 한 

자신감이 장애아동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신념, 장애아동 교육에 한 책임과 더불어 통

합교육에 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통합학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 

변화의 유의미한 차이에 한  다른 원인은 통제집단의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의 

부정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통합학 교사들이 통합에 한 당 성을 인정하고 

도덕 으로나 이상 으로 생각하던 장애아동 통합이 실행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제집단의 통합학 교사의 교사효능감과 통

합에 한 태도의 부정 인 변화는 일반아동의 태도 변화에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곽지 , 

1993; 이숙향, 1999; 이은주, 2002; Frith & Mitchell, 1981).

재 우리나라 부분의 특수학 은 한 학교에 1-2개의 특수학 이 체 학년을 담당하며 

시간제로 운 되고 있어 특수교사들은 장애아동의 직 교수에 한 부담을 안고 있고, 학습 

지도 외에도 학교의 부가 인 업무로 인하여 시간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학년 에 이 지는 원 학 응기간에 특수교사가 일반아동을 상으로 간단한 인식개

선 수업을 실시하고 학교의 행사나 기에 따라 일회 이고 간헐 이지만 통합학  지원을 실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반 하여 통제집단이 원 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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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개선수업, 특별한 학교 행사 시의 간헐 이고 일회 인 연락 등의 일반 인 수 에

서의 통합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3월 에 실시한 사

검사에서 통합학 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가 통제집단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기  특수교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비롯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만약 통제집단에 해 이러한 간헐 인 지원

이 없었다면 통합학 교사의 교사효능감이나 통합에 한 태도가 더욱 부정 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의 기에는 부정  태도를 보

이다가도 집 인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들 함께 생

각해 볼 때, 장애아동과의 만으로는 장애아동에 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태도를 

변화시키기 해서는 강력하고 체계 인 지식-정보 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성

공  통합을 한 통합학 교사들의 태도변화와 인식개선을 해서 집 이고 유용한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볼 때, 본 연구결과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요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장에서의 용가능성에 있다. 성공 인 

통합을 해서는 특수교사와 통합학 교사의 력이 필수 인 요소가 되며 두 교사는 지속

인 의사소통 체제를 개발하여 상호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해 많은 연구

들에서는 교육  근을 강조하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건상 교사들은 시간 조정의 어려움과 과 한 학 , 행․재정  지원의 미비, 과

다한 학교 업무 등의 방해요소와 통합을 한 교육체계의 미비로 인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교사의 서신지원은 기존의 체제를 사용하기 때

문에 통합학 교사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이것은 

장에서 력을 해 요구되는 교육체제의 거 한 변화나 행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도 통합학 교사들에게 장애아동에 한 정보와 교수 략, 간 인 경험을 제공하여 특수교

사와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력 계를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이 들을 지원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에 참여한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사들은 서신지원을 매

개로 하여 의사소통 기회가 늘어났으며 실제 수업시간에서도 장애아동을 한 교수를 제공하

고, 장애아동의 학  생활에서의 지도에 응용할 수 있었음이 피드백에 나타나 있었다. 즉, 성

공 인 통합을 해서는 통합학 교사와 특수교사가 력할 수 있는 체제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 , 교육  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 으로는 아동의 교육에 한 구조

화되고 체계 인 과정으로 정기 인 만남이나 공식 인 회의를 통한 의사소통과 력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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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지원은 재 사용 가능한 방법 인 면으로 통합학 교사의 교육  실행을 돕고 상호 인 

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지원모형으로서의 효과를 검증했다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다른 의의는 지속 인 통합학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지속 인 지원이 있었던 실험집단은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가 정 으로 증

가한 반면, 통제집단의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감소되고 교사의 태도가 부정 으로 변화되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학 에 한 지원 없이 물리 으로만 통합되었을 때 오히려 장애아

동과의 이 많아질수록 태도가 부정 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이 없는 상황에 해서는 회피하고 태도가 부정 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시

켜주고 있다. 따라서 성공 인 통합을 해서는 재의 통합학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 이고 효율 인 지원이 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사 연수, 행정  지원 등을 통해 통합학

의 생활을 질 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의 실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써 통합학 교사의 교사효

능감을 소개하고 교사효능감을 증진하기 시키기 한 방법을 제시했다. 교사효능감은 교육 계

획, 교수  결정, 교수 실행과 한 계가 있고, 이에 한 연구들은 교수하기 어려운 아동들

에 한 인내, 교육  신에 한 수용, 교사간의 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장애아동

들을 한 교육  실행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일반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 연구가 부분이었고, 특수교육에 있어서도 특수교사의 효능감에 한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지고 직 인 실험연구를 실시한 경

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의 개념과 요성을 통합교육에 용하고 교

수  실행을 한 통합학 교사 변인에 심을 가졌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교 환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통합학  교사, 특수교사, 

장애아동에 한 모든 변인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연구를 기 로 하여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장애아동 특성을 우선 으로 통제하 다. 그리고 8주 동안 장애아동에 한 다양

한 정보를 부여한 후, 바로 사후검사를 실시하 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과 통합에 한 태도가 정 으로 향상되고 유지되었는지의 지속성을 검증하는데 

제한이 있었으며, 교사효능감 증진에 따라 실질 으로 교수실행에서의 변화와 일반아동의 태

도변화에도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속 인 지원의 효과와 력 계로의 발 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장기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합학 교사의 변인에 따른 향과 지원에 따른 통합학 교사들의 교수실행에서

의 변화와 장애아동의 학습 수행 능력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을 살펴보도록 하여 통합교육

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형성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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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문   항

1

개
인
적 
교
수
효
능
감

1 만약 장애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그 활동과제가 아동
의 수준에 적절한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2 장애학생이 보통 때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내가 더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적
용하였기 때문이다.

3 나에게는 힘들지만 장애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방식이 있다
면 나는 수업방식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4 장애학생이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획득했다면 그것은 내가 그 개념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단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장애학생이 과제의 어려움을 느낀다면 나는 아동의 수준에 적절한 수준으로 활동
을 조절할 수 있다.  

6 나는 장애아동 지도를 위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다.

7 장애아동이 기대보다 높은 향상을 보인다면 이것은 나의 많은 노력 때문일 것
이다.

8 장애아동이 지난 시간에 내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동의 기
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9 장애아동이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보일 때, 나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알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10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장애가 심한 중도아동일지라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11 장애학생이 발전을 보인다면 이것은 내가 더 나은 교수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12 나는 장애아동을 통합학급에서 교수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

13 만약 장애학생이 집에서 보다 학교에서 더 나은 행동을 보인다면 이것은 내가 아
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록> 장애아동 교수에 한 교사효능감 요인과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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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영역 문   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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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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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학생의 동기화와 수행은 가정환경 및 아동의 장애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은 적은 편이다.

15 장애아동의 학습능력은 가족배경과 관련이 많다.

16 통합학급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비교하여 아동에게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 

17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장애아동 교수에 좌절을 느낀다.

18 장애학생이 가정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19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담임교사는 장애아동의 성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아니다.

20 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교수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장애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21 장애아동에게 미치는 가정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의 교사에 의해 극복될 수 있
다.

22 교사가 적합한 기술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장애가 심한 아동일지라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다. 

23 부모들이 좀 더 지원한다면 나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24 장애학생이 특정과제를 할 수 없다면 교사가 학생의 주의집중을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편이다. 

25 장애아동의 부모와의 상담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을 제공함으로써 교사에
게 학생에 대한 기대치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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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written support on general educators' 

teacher efficacy and attitude toward inclusion 

1)JooHye Kim** ․ Eunhye Park**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written support for general educators. Written support 

consisted of individualized weekly newsletters prepared to inform classroom teachers about 

the social and academic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were included in their 

classrooms. Participants were 30 general educators includ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eoul. A pretest-post 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to assess teacher-efficacy, the 

attitudes of general educators toward inclusion.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was 

conducted with post-test scores of three measures, considering pre-test scores of each 

survey as the co-variate. Results revealed that general educators in the written support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in both teacher-efficacy and attitudes toward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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