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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예비 체육교사들의 교육실습 만족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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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실습은 직전교육과 현직 교육을 연결하여 예비교사가 성공적으로 교직에 진입하게 하
는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론과 실기를 모두 완비해야 하는 체육교육실습생들에게 대학에
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필수적인 지도 경험을 제공하고 현장교육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급경영을 통한 학교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 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등학교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육
실습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19개의 사범대학 중 3개의 학교를 제외한 16개의 사범대학 체육
교육과 4학년 학생 총48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
하여 교육실습내용, 환경, 시간, 지도, 그리고 평가에 관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
든 문항들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독립t-test,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는 모든 5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습학교에 따른 만족도는 교육실습내용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실습
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위그룹이 하위그룹 보다 교육실습내용에 대하여 통
계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위그룹이 하위
그룹보다 교육실습평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
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대학과 실습학교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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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미래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 변화가 매우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
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활동을 통
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좌우하는 교육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
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교사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에는 교사양성기관에서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길러지고 있으며
일련의 교육과정 중에서 교육실습과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나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 나가 대학에서 학
습한 교육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을 실제로 적용․실습해 봄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지식과 기
술을 익히며 교사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이다(김경배, 1996). 또한 직전교육과 현직
교육을 연결하여 예비교사가 성공적으로 교직에 진입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예비교사들은 교육
실습을 통하여 교사양성기관에서 학습한 교과 내용을 직접 적용해서, 대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학생
과 교사의 관계와, 학급경영의 실제 상황에서 학교 문화에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김동건, 2002;
Koehler, 1998). 교육실습은 교직과정의 총화 또는 절정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
에게 절대적 필수적인 현장경험을 제공하며 대학에서 익힌 학습 및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봄으로써
교직에 대한 인격과 태도를 더욱 정교히 다듬고 굳게 갖출 수 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교사 양성제도는 교육대학원, 사범대학의 체육교육학과, 일반대학의 체육학
과에서의 교직과정 이수를 통하여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양성기관에서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체육교육실습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체육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특히 교사
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과목이 갖지 못하는 체육교육의 특징 때문이다. 체육교사는 이
론과 실기를 모두 완벽하게 숙달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이론은 자세하게 알지만 시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실기를 완벽하게 구사해도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체육교과목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이윤수, 2001). 체육교육실습은 대학 강의에서 습득한 지
식과 교직 기술을 실제현장에서 시험해 보고, 향후 교사로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고 충분한 인격과
자질을 지닌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꼭 필요한 현장체험이라고 사려 된다. 현장의 체육교사들도 교
육실습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간주하고 있고, 실습을 통해서 그 동안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들을 현장교사의 협조 아래 실천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학교 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나아가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을 직접 경험 할 수 있게 된다(안정훈, 2001).
이러한 경험의 결과는 앞으로 그들의 직업적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실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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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현장 지도경험은 예비 또는 직전교사가 교사로서 자신의 경력을 결정하거나 교직을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Vendien & Nixon, 198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실습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형식적인과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중등체육을
책임질 교사로서의 자질 및 인성 함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교육실습
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실습에 관한 대부분의 국외 연구에서는 실습학교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사들에 대한
대학의 장학이 실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미치는 영향(Belka, 1988; Dodds, 1985; Metzler, 1990),
중등체육전공 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도교사들의 피드백, 수업협의, 교생수업 관찰시간을 분석
(Tannehill & Zakrajsek, 1988), 그리고 체육교육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주된 관심 및 인식(Matthew,
1996)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실습현황 및 개선방안
을 주제로 교육실습현장의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실습에 대한 중등체육교사의 인식(안
정훈, 2001), 교육실습제도 프로그램 개발(김기태, 2004), 그리고 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손천택, 2002)등 실습학교의 현황 또는 지도교사, 관리자, 대학의 실습체제에 관한 연구로 일관하
여 교육실습의 문제점 제기나 현장에 대한 조사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교육실습생들의
인식이나 경험, 교육실습의 효과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체육교과 이외의 다른 교과, 즉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실습 실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에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교육실습의 내용, 환경, 시간, 지도 및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
였으며(박은숙, 2000), 또한 간호학생의 실습교육 만족도를 파악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찾아내어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계획과 운영방향을 모색하였다(이수연․제미순,
1998). 교육실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교육실습생에 관한연구는 실습체
계나 학교 및 지도교사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며 실습의 주체자인 체육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하
는 인식연구나 주관적인 평가로 진단할 수 있는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체육교사 및 교과과정에만 중점을 둔 연구가 아닌 체육교육실습의 주최자인 실습생들의 인식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조미혜․박수정, 2006). 교육실습이 학생들의 전문적인 성
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만족하는 실습경험을 갖는 것인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육실습의 주최자인 체육교육실습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혹은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습기관과 실습생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실습지도 교사 및 실습 학교 측과 관련한 실습만족
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은 실습이 대학만의 책임이 아닌 대학과 학교가 함께 그 임무를 실천
해가야 함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과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의 내용, 환경, 시간, 지도 및 평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교육실습의 주관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중등학교 예비 체육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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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체육교육과 4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19개의 사범대학 중 실습과 동시에 1학기
수업이 종강되어 설문이 불가능한 3개의 학교를 제외한 16개의 사범대학에서 중등학교에서 체육과
교육실습을 실시한 교육실습생이다. 연구대상은 총 618명 중 48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회수율
은 73.4%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인원수는 표집 된 484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조사내
용의 자료가 일부 누락된 2명을 제외시킨 482명이다. 표집 된 연구대상자의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철
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설문대상은 총 482명으로 성별에 따른 결과는 남자 362명, 여자
120명으로 응답자중 남자가 75.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습학교에 따른 결과는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10명으로 각각 56.4%와 43.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습지역에 따른 결과는 서울지
역 102명(21.2%), 경인지역 96명(19.9%), 강원지역 26명(5.4%), 충청지역 89명(18.5%), 경상지역
115명(23.9%), 전라지역 54명(11.2%)으로 강원지역이5.4%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 성

분 류

사례수

백분율(%)

성 별

남 자
여 자

362
120
482
272
210
482
102
96
26
89
115
54
482

75.1
24.9
100.9
56.4
43.6
100.9
21.2
19.9
5.4
18.5
23.9
11.2
100.9

계
실습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실습 학교 소재지

계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경상지역
전라지역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수연․제미순(1998)의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스포츠
교육학 전문가 3인과의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작성하였다. 교육실습 만족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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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교육실습내용 7문항, 교육실습환경 4문항, 교육실습시간 4문항, 교육실습지도 6문항, 교육
실습평가 6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문항 수는 최초 27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에서 교육실습내용 3문항, 교육실
습시간 1문항, 교육실습지도 3문항, 교육실습평가 3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h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설문지의 각 영역별 신뢰도 수준은 <표 2>와 같다. 신
뢰도 수준은 교육실습내용 4문항이 .692, 교육실습환경 4문항이 .632, 교육실습시간 3문항이 .616,
교육실습지도 3문항이 .837, 교육실습평가 4문항이 .70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설문지는 사전에 전국의 16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과장 및 과대표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실시하였다. 16개 학교 중 10개 학교는 각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대적으로 4학년 학생이 많은 전공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에 자유롭게 응답을 기입하게 한 후 다
시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6개 학교는 사전에 담당교수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업시
간 내 설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줄을 확보하고 약속을 하였다. 그 후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응답률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등기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회수된 484부의 설문지는 통계처리 절차 방법에 의해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술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용 SPSS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사하기 위해 Chronbach's α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과 영역별 교육실습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t-test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영역의 타당
도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실습내용
의 만족도 차이와 실습내용의 만족도와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영역을
3단계로 나누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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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실습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내용(체육수업)

PE2
PE3
PE5
PE7
EV1
EV2
EV3
EV4
TIME1
TIME2
TIME3
GUIDE1
GUIDE2
GUIDE3
EVA3
EVA4
EVA5
EVA6

.58
.63
.62
.58

신뢰도수준
Chronbach's

환 경

시 간

지 도

평 가

.70
.47
.41
.68
.63
.61
.54
.78
.93
.68
.69
.47
.54
.78
.692

.632

.616

.837

.705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에 대한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실습만족도가 차이에 대하여 독립t-test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에 대한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교육실습 내
용(t= .630, p>.05), 교육실습환경(t= 1.148, p>.05). 교육실습시간(t= 1.171, p>.05), 교육실습지도
(t= 1.403, p>.05), 그리고 교육실습평가(t=1.157, p>.05)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내용, 환경, 시간, 지도 및 평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든 항목에서 남자실습생보다 여자실습생의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생의 수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을수록 실습의
질이 높아져 만족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박은숙(1999)은 가정과 교육실습 실태 및 교육실습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에서 교육실습 만족도와 교육실습 실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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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의 만족도는 지도교사 1인당 교육실습생 수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 실습생의 수가 적을
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김문재(1992)는 사범대학생의 직전교육에 관한 인식연
구에서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간, 환경 등을 항목별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실습의 수업내용과 평가의 변인별 비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
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여학생이 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
니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열망수준이 더 높아서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더 많이 습득했거나,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의 차이 전체 결과(n=482, 남=362, 여=120)

항

목

교육실습 내용
교육실습 환경
교육실습 시간
교육실습 지도
교육실습 평가

평 균

표준편차

16.39
16.65
9.35
9.68
9.92
10.22
13.43
14.08
14.18
14.60

3.65
4.00
2.75
2.74
2.51
2.37
4.14
4.47
3.44
3.48

t
1.630
1.148
1.171
1.403
1.157

* p< .05

연구대상자의 실습학교에 따라 교육실습만족도의 차이에 대하여 전체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실습학교(중학교= 15.89, 고등학교= 17.19)에 따른 교육실습 내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 3.830, p<.05). 그러나 실습학교에 따른 교육실습환경(t=
.499, p>.05), 교육실습시간(t= 1.475, p >.05), 교육실습지도(t= 1.403, p>.05), 그리고 교육실습평
가(t= 1.198, p>.05)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습학교에 따라 교육
실습만족도의 차이에서 중학교 보다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실습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실습내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태훈과 이경희(2005)의
교육실습 내용에 대하여 학교의 교육실습내용에 대한 인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의 교과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중학교는 학
습관리 및 생활지도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교과 및 학습지도 관련 영역을 중
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에 질적인 차이의
심화가 가속될 것이라 예상되며 그에 따라 중학교 교원양성체제와 고등학교 교원양성체제에 차별화
를 가져오는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김인형, 2010). 또한 최정란과 유태명(1998)은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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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교육실습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교과에 대
한 이해 부족 및 교과 내용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빠른 시
간 안에 교과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실습 내용은 교재내용에 맞
추어서 쉽고 간단한 경험에서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며, 이전의
실습보다 더 폭 넓게 더 깊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깊이 없이 반복되는 실습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므로 매번 새롭고 복잡한 개념이나 원칙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분석하여 능동적인
지적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4> 실습학교에 따른 교육실습 만족도의 전체결과(n=482, 남=272, 여=210)

항

목

교육실습 내용
교육실습 환경
교육실습 시간
교육실습 지도
교육실습 평가

평 균
15.89
17.19
9.48
9.36
9.85
10.19
13.42
13.81
14.12
14.50

표준 편차
3.42
4.00
2.71
2.81
2.51
2.42
4.37
4.03
3.45
3.44

t
3.830*
.499
1.475
1.030
1.198

* p< .05

2. 실습환경, 시간, 지도, 내용의 만족도 차이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에 대하여 상위
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독립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과
같이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따른 교육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상위그룹이 12.06, 하위그룹
이 9.21로 나타났으며,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따른 교육실습내용의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t= 10.868, p<.05). 즉,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에 대하여 실습환경, 시간, 지도의 세 요인을 합쳐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습내용은 실습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실습생에게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Matthew & Curtner-Smith, 1996). 강희
자(2003)는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실습내용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이 ‘지도내용, 실습기관의 역할, 학생의 역할’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실습기관은 실
습지도 방침이나 지도계획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고, 실습내용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관과 실습생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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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습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배려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교육실습환경은 실습이 진행되는 장소, 동료집단, 교사집단, 시설, 설비, 물리적 여건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최정란과 유태명(1998)은 교육실습 지도교사와 실습생이 학교의 건물 낙후
와 건물을 이동하며 수업해야 하는 점, 실습시기, 실습비의 현실화를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교육
실습생은 교생실이 현실적인 교과 토론이나 자료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과 물자공급에 어려
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강희자(2003)은 실습내용과 환경의 만족도는 실습생들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그 원인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열악한 기관 환
경 및 업무부담 등의 근무조건 등 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실습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제점
과 개선점에 대해 최근에는 교육기자재의 보급현황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로 기자재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하며
지속적인 교육실습의 행정, 재정적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표 5>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따른 교육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

통계치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상위그룹

165

12.06

2.51

하위그룹

158

9.21

2.16

변 인
환경, 시간,
지도와 내용

t
10.868*

* p< .05

3. 실습내용과 실습평가의 만족도 차이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에 대하여 상위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 표 6>과 같이 실습
내용에 따른 교육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상위그룹이 9.95, 하위그룹이 8.00으로 나타났으며,
실습내용에 따른 교육실습평가의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6.978, p<.05). 즉, 실
습내용의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에 대하여 실습내용의 만족도는 실습평
가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평가란 바람직한 행동이 변화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나를 따져보
는 교육의 반성적 결과이다. 이태훈과 이경희(2005)는 교육실습의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하여
교육실습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은 교사로서의 자질이며, 그 다음이 교과 및 학습지도
능력, 학급관리 및 생활지도면 이라고 하였으며 교사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실습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 아래에서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되어
야 하며, 현재 교육실습 평가과정이나 평가도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

118 교과교육학연구 제15권 1호

는 실습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와 교수의 공동평가 절대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용해야할 것이다.

<표 6> 실습내용에 따른 교육실습평가에 대한 만족도

통계치

사례수

평 균

표준편차

상위그룹

160

9.95

2.53

하위그룹

162

8.00

2.49

변 인
내용과 평가

t
6.978*

* p< .05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체육교육과 학생의 교육실습 만족도를 살펴보고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알아보고 실습환경, 시간,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실습내용, 평가에 대한 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자75%, 여자 24%로 나타났으며, 실습학교는 중학교56%, 고등학교
43%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교육실습 내용은 16.46, 교육실습환경은 9.43, 교육실
습시간은 10.00, 교육실습지도는 13.59, 교육실습평가는 14.29로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실습학교에 따른 만족도는 교육
실습내용에서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습환경, 시간, 지도
의 만족도가 높으면 실습 내용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습 내용의 만족도가 높으면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족하는 실습경험은 어느 한 측면의 영향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실습학교, 대학교, 학생이 동시에 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것
임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학교와 지도 교사, 학교 실습지도 교수 및 실습오리엔테
이션 그리고 교육실습생 자신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체육과 교육실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
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실습만족도는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제 언
연구결과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첫째, 연구의 피험자의 환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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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습학교의 중․고등학교만을 요인으로 설정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실습학교 대학의 연계
성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겠다. 둘째, 교육실습
만족도는 실습생의 체육교육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조사로서 실습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파악했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및 대학의 지도교수에게도 적용하여 동시에 교육실습지도 및 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족도에 관하여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질문지가 개발 되어야 하며 교육실
습생으로 범위를 한정짓기보다 실습생과 지도교사의 교류 등 범위를 넓혀 교육실습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연구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체육과 교육실습의 만족도를 분
석하는데 그쳤는데 더 나아가서 효과적인 체육과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실습지도교사와 지도교수의 체육교과에 대한 실습 교육 및 지도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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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tudent Teaching Satisfaction
in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Lee, Kyunghee (Doctoral Candidate, Kyungpook National Univ.)
Lee, Ansu (Assistant Prof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Student teaching is the process linking pre-service and in-service for the teaching profession.
Specifically,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 candidates apply knowledge learned in university to
school practice, they experience actual teaching, begin to understand school organization and
classroom management. There is, however, a lack of research on satisfaction in student
teac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examine student teachers' satisfaction
with secondary student teaching.
Subjects comprised 482 secondary student teachers who enrolled nationwide in 16 teacher
education programs as seniors. Instruments consisted of 27 items divided into five sub-factors
with 5 Likert scales. Data based on demographic information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also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nvironment, time, and guidance by sex, bu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t=-3.830, p<.05).
The high group in which student teachers appraised for environment, time, and guidance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the low group i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t=10.868, p<.05).
The high group in which student teachers appraised for teaching physical education indicated
more satisfaction than the low group in evaluation (t= 6.978, p<.05). Thus, there is a need for
improving environment, time, and guidance and collaboration between university and
secondary schools.
Key words :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student teacher, satisfaction, student teaching (Dr. Song, I am not
at all sure what is meant by the expression ‘appraised’ in the above abstract. Not knowing the
intent, I am unable to make a sugg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