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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유형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

**

손혜숙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실습유형에 따른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에 따른 자아
효능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사전실습과 정규실습 간의 차이는 없었
고, 사전실습과 사후실습 그리고 정규실습과 사후실습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 과정에서

자아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과 자

기조절효능감은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에서 차이가 없다가 사후실습에 낮아졌다. 그리
고 과제난이도선호는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에서 차이가 없다가 사후실습에서 높아졌
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사후실습이후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
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 유아교사 양성대학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실습관련
교육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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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예비교사들의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친다(배소연, 윤기영, 조부경, 1994; 임승렬, 1998; Cambell & Williams, 1983; Cochran, 1990,
1991; Feiman-Nemser, 1985; Goodlad, 1990; Goodman, 1985; Joyce, 1988; Hoy & Wolfolk, 1990;
Zeichner, 1986; Zeichner & Liston, 1987).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과정을 의미
한다(윤기영, 배소연, 조부경, 1997; Bae, 1990; Cruickshank & Armaline, 1986).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첫째, 강의나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갖고, 둘
째, 교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나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우며, 셋째,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태도를 배우고, 넷째, 자신의 적성이 과연 교사직에 적합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으
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전문가적인 신념을 형성, 변화, 발전시
키게 된다(임승렬, 1995). 즉 예비유아교사는 적절한 실습지도가 수반된 교육실습을 통해 교
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 교수능력, 실천적 지식 등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Dewey
(1904)는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교사로서 가져야 할 가려 깊은 태
도나 신중한 판단 등이지, 그때마다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경
고한 바도 있다.
그 동안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임승렬,
1998; Bae, 1990; Goodman, 1985; Joyce, 1988)와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한 연구(임승렬, 1995;
한지혜, 1992; Joyce, 1988; Mccullough & Mintz, 1992; Ricord, 1986; Veenman, 1984; Zeichner,
1986; Zeichner & Tabachnick, 1992)로 나뉘어 연구되었다. 주로 교육실습 전․후에 달라진 교
수방법, 태도, 교육신념을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들이었다. 또한 교육실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실습지도 교사나 대학의 실습지도교수의 자질 및 구체적인 장학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임승렬; 1998; 정찬주, 1976; 조운주, 2001; Bae, 1990; Joyce,
1988), 그리고 적절한 교육실습의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박은혜․이은화, 1998; 성원경,
2003; 윤기영․배소연․조부경,1997)들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그 동안의 예비유아교사의 교육
실습에 대한 연구는 정규실습에 해당되는 실습에 대한 연구 위주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제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상 주로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
습의 유형별로 연계하여 실습경험을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실습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서 예비유아교사로서의 변화된 모습이나 생각들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의 실습유형에 따른 차이 특히, 자아효능
감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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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효능감은 Bandura(1977, 1982, 1986, 1989)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특정한 행동의 수행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판단
즉, 기대되는 특수한 상황 또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잘 조직하고 이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 따라서 자아효능감은 개인이 가진 실제적인 지식이
나 기술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Peterson & Stunkard, 1992)이나 신념(Owen &
Froman, 1988)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자아효능감의 구성요소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를 들 수 있다. 첫째, 자
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Shere, Maddux, Mercandacte,
1982). 자신감은 어떤 일에 대해 뜻한 대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마음
이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잇는가
에 대한 요소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선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
이 높게 나타난다(Bandura, 1977). 셋째, 과제난이도선호는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난
이도 선호도가 높을수록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자
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자신이 조절가능한 과제만을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Latham & Locke, 1990). 이러한 개인의 자아효능감은 교사로서의 효능감
과 일치하며(Gorrell & Hwang, 1995), 따라서 학습자에게 유익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과 능력을 교사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을
가늠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개인이 어떤 행동과 환경
을 선택할 것인지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특정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할 때
그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
지지 못할 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한다(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둘째, 어떠한
행동에 필요한 노력의 양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지속 정도에 영향을 미
친다. 즉, 효능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특정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1). 셋째, 자아효능감은 현재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기준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또한 자아효능감은 인간의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 즉, 확신이 없
는 사람일수록 무력감에 쉽게 빠지고 불안과 공표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Bandura,
Adams, Hardy & Howels, 1980).
이상의 사항을 볼 때, 자아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 주는 주요한 변인들과 행동을
연관시켜 주는 인지적 매개의 역할을 하며, 인간의 행동은 물론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성된 자아효능감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
에(Shere, Maddux, & Mercandante, 1982) 예비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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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하겠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유치원현장실
무교육이 예비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이혜주, 2002), 유아 예비교사
의 사회적 연결망과 학업 성취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박은혜, 김언아, 2001), 교육실습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역할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오선영, 2003), 유아 예비교사들
의 수업 자기효능감에 따른 포트폴리오 활용(이현옥, 김정주, 2004) 정도이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실습관련 연구는 주로 정규실습에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몇몇 연구(Gibson & Brown, 1982; Hoy & Woolfolk, 1990; Weinstein, 1998)에서는 정규실습이후
효능감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규실습이후에만 자아효능감이 낮아
지는지 것인지에 대한 연구적 호기심이 일어났으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실제 진
행되는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의 유형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다. 정규실습만이 아닌 실제 우리나라 교사양성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유형별로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대학의 실습유형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양성대학의
실습관련 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의 방향 그리고 실습의 실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이 사전실습, 정규실
습, 사후실습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사전실습
사전실습이란 정규실습 이전에 예비유아교사가 유치원에서 관찰하고, 직접 유아들과 접촉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에 각각 8주씩 주1회 하루 8시간 이상 실습한 것을 말한다.
2) 정규실습
정규실습이란 예비유아교사에게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인 교육실습을 말하는 것으
로, 일정기간 동안 한 유치원에서 관찰에서부터 참가, 그리고 실제 지도에 이르기까지 교사
로서의 직무수행을 점진적으로 총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정규실습은
관찰, 부분수업, 연계수업, 종일 수업의 수업 실습뿐 아니라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일과
계획의 조직, 유아의 활동 계획, 학급 경영 업무의 수행, 부모와 교사와의 상호작용, 그 외
교재 및 교구 관리, 다양한 행사의 계획 및 수행, 잡무 등의 실무도 함께 수행하는 교사로서
의 임무 수행을 경험해 보는 기회로 하루 8시간 이상의 4주 동안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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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3) 사후실습
사후실습은 정규실습 이후의 추후실습으로, 3학년 2학기에 8주간 주1회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에서 실습한 것을 말한다.
3. 연구문제
<연구문제> 실습유형(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3년제 교사양성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과정 즉,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계속적으로 경험되는 사전실습과 정규실습 그리고 사후실습의 경험 과정에
서 예비유아교사 개인으로서 각 실습유형에 따라 자아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
하기 위해 3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예비유아교사의 실습 횟수 경험을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하기 위해 3년 동
안 같은 외형적 조건(사전실습의 횟수,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의 실시기간 및 시기
등)으로 실습한 인천지역의 K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실습지와 정규실습지,
그리고 사후실습지가 동일한 학생은 154명 중 139명(90.30%)이었다. 154명 중 회수되지 않거
나 부적절한 응답과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는 사전
실습까지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로부터 117명(76.0%), 교육실습까지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로부
터는 99명(64.3%), 사후실습까지 모두 경험한 예비교사로부터는 109명(70.8%)이 수집되었다.
2. 연구도구
1) 자아효능감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의 실습단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자아효능감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Dean(1989)의 자아효능감 도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
정하여 측정하는 질문지를 개발 및 수정한 김아영(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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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효능감의 하위영역의 자신감은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은 12개 문항, 과제난이도선호는 5개 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자신감 질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a=.73, 자기조절효능감의 신뢰도계수는a =.82,
과제난이도선호도 계수는 a=.76이었다. 각 문항들에서 ‘항상 그렇다’는 4점, ‘대체로 그렇다’
는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총 96점부터 최저 점수
는 24점이다. 문항 중 자아효능감에 부정적인 개념에 관한 문항은 역한 하였다. 각 문항은
순서에 대한 반복영향을 상쇄시키고자 사전, 정규, 사후실습에 따라 무작위로 조절하여 각각
재배열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정규실습 이전의 사전실습까지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자아효능감 검사 설
문지를 3월 학기 초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이때의 사전실습만 실시한 예비유아교사는 1학년
1학기에 한 대학의 부속유치원에서 관찰실습을 하고,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에 각각 8
주씩 주1회 하루 8시간이상 유치원에서 참관 실습한 예비유아교사들이었다.
사전실습 이후 정규실습까지 경험한 예비유아교사에게 6월초 다시 자아효능감 검사 설문
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정규 교육실습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4주 동안 매일 연
속적으로 일정한 유치원에서 수업실습 및 실무실습을 한 예비유아교사들이다.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을 실시한 예비유아교사는 3학년 2학기에 사후실습을 8주간 주1회 하
루 8시간 이상 진행시키고 이후 12월초에 다시한번 자아효능감 검사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
하였다.

4. 자료분석
자아효능감 측정도구의 각 문항들에서 ‘항상 그렇다’는 4점, ‘대체로 그렇다’는 3점, ‘대체
로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부여하여 자신감은 최저 7점에서 최
고 28점까지, 자기조절효능감은 최저 12점부터 최고 48점까지, 과제난이도선호는 최저 5점에
서 최고 20점까지였다. 문항 중 자아효능감에 부정적인 개념에 관한 문항은 역한 하였다. 즉,
‘항상 그렇다’는 1점, ‘대체로 그렇다’는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3점, ‘전혀 그렇지 않
다’는 4점으로 역한 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을 거쳤으며 SPSS/PC+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실습단계에 따른 예비교사의 자아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ANOVA와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 검증
에 사용된 유의도 수준은 최소 p<.00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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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실습유형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 차이
실습유형에 따른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
다.

<표 1> 실습유형에 따른 자아효능감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자아효능감
구분

N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M

SD

M

SD

M

SD

사전실습

117

17.44

3.75

34.04

4.46

12.59

1.33

정규실습

99

16.44

3.82

32.78

4.13

12.54

1.19

사후실습

109

15.11

2.60

31.14

4.26

13.72

1.56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습유형에 따른 자아효능감의 변량분석
변산원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p< .001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p

실습유형

306.097

2

153.049

13.014***

.000

오차

3786.783

322

11.760

합계

4092.880

324

실습유형

477.524

2

238.762

12.954***

.000

오차

5934.833

322

18.431

합계

6412.357

324

실습유형

96.095

2

48.047

25.399***

.000

오차

609.117

322

1.892

합계

705.357

324

15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3호)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습유형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 점수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F(2,322)=13.014, p< .001] 자기조절효늘감
[F(2,322)=12.954, p< .001], 과제난이도선호[F(2,322)=25.399, p<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실습유형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Duncan 사후검증을 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표 3> 실습유형에 나타난 자아효능감의 차이 Duncan검증
구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

사전실습

-

-

*

정규실습

-

-

*

사후실습

*

*

-

사전실습

-

-

*

정규실습

-

-

*

사후실습

*

*

-

사전실습

-

-

*

정규실습

-

-

*

사후실습

*

*

-

표 3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그리고 과제난이도선호에서 사
전실습과 정규실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실습과
사후실습 간, 그리고 정규실습과 사후실습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예비유아교사가 3년 동안 교사양성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 유형에 따라 자아효능감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비유아교사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도는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에서 차이가 없다가 사후실습 이
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사후실습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과제난이도선호는 사전
실습과 정규실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가 사후실습에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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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보면 사후실습에 오히려 예비유아교사의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아지는데, 몇몇 연구(Gibson & Brown, 1982; Hoy & Woolfolk, 1990;
Weinstein, 1998)에서도 정규실습이후 효능감이 낮아졌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정규실습보다 사
후실습에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낮아졌는데, 지금까지 실습관련연구는 본 연구의 정
규실습에 해당하는 교육실습에만 한정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사전실습․정규실습․사후실
습을 함께 다룬 연구가 아직 없어 그 원인 및 관계 변인을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의 요인을 본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가 사후실습 직후 졸업을 앞두고
있어 사회진출 및 취업 걱정 등이 수반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에 비해 과제난이도는 실습과정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두려움 및 어려움을 덜 느
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교사교육차원에서 교사양성
대학이나 유아교육기관에 일맥의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대학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예비
유아교사들이 사전실습․정규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하는데 있어 관계 교수나 교사는 예비유
아교사들이 사후실습에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오히려 낮아지지 않도록 좀 더 깊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교사교육 및 상담 등 적절한 지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후실습이후 자신감도 낮아지고 자기조절효능감도 낮아졌는데, 이는
Bandura(1977)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Gibson과 Brown(1982)의 연구에서 정규실습 직후에 교사 효능감이 낮아지는데 이는
교수방법과 같은 교사역할을 배우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게 되지만
교사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Weinstein(1998)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이 교생실습을 통해 효능감 형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
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험이 너무 갑작스럽게 주어지면 효
능감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oy & Woolfolk(1990)의 연구에서도
예비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경험 있는 교사들의 능숙한 교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으나 직접 자신이 수업을 하면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Gibson과 Brown(1982)의
연구와 Hoy & Woolfolk(1990)의 연구 그리고 Weinstein(1998)의 연구에서 정규실습이후 자아효
능감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과는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에 차이가 없게 나타난 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실습이 아닌 사후실습이후에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Gorell와 Hwang(1995)의 연구, 이혜주(2002)의 연구에서 유아교육과 재학생중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개념이나 개인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ell과 Hwang(1995)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 학생 사이의 효능감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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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한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효능감은 높아졌고, 이혜주(2002)의 연
구에서 전문대학생 2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 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
전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의 단계에서 가장 늦게 실시한 마지막 실습경험인 사후실습에서
오히려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Gorell와 Hwang(1995)의 연구, 이혜주
(200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나, 과제난이도가 사후실습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은 맥
락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교생실습을 통해 예비교사의 효능감이 증진되었다는 Housego(1992)
의 연구결과와, 교육실습을 통해서 예비교사의 기존의 신념이 보다 확고해지거나 구체화되
었다는 연구들(배소연, 1993; 정찬주, 1976; Bae, 1990)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여섯째, Latham & Locke(1990)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며 자신이 조절가능한 과제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후실습에서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낮아
졌는데 과제난이도선호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나라에서 사후실습이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
태에서 사후실습은 특정한 교사양성대학의 예비유아교사에게 특정경험이 될 수 있다. 이는
자아효능감이 일반적인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특정한 경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Ramey-Gassert (1993)의 연구와 Gibson과 Brown(198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밝히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 대학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로 전체 예비유아교사에게 일
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양한 사례수와 지역 및 교사양성기관의 유형, 유사 전공 등
을 고려한 연구대상을 표집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전실습, 정규실습, 추후실습 실시시 유아교육기관(유치원)의 인적 및
물적 환경 변인을 통제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성이 있었다. 90.03%의 학생들이 사전실습지와
정규실습지, 그리고 사후실습지가 동일한 상태였으나 실습기관, 교육내용, 방법, 시간 등의
요인들을 실제 실습상황에서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셋째, 4주간의 정규실습으로 부족한 상태(임승렬, 1998)라 하지만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
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후실습 이후 더욱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교사양성대학
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좀 더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을 위해 적절한 관심과 배려, 지도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양성대학에서는 사전실습, 정규실습, 추후실습의 일련의 과
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의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이 요구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예비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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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대한 바람직한 교육방법 접근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이 감소가 아닌 향상될
수 있는 지도와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넷째, 예비유아교사의 효능감을 높이는데 다양하고 성공적인 실습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고(조형숙, 2002; Lortie, 1975), 예비교사들의 일반적인 자아효능감이 후에 교사
가 되어서도 상황 특정적인 교사효능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Shere, Maddux, &
Mercandante, 1982) 교사양성기간 중에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
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실습교사는 실습기간동안 예비교사들을 매일 접하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과 기술, 태도의 시범을 보이고 예비교사들의 실제경험의 방향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이 예비교사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McIntyre & Morris, 1980;
Stout, 1980; Zeichner & Grant, 1981; Zeichner & Liston, 1985; Zeichner & Tabachnick, 1982). 따라
서 예비교사들의 자아효능감에 영향 미치는 실습지도교사의 자질 및 경험, 그리고 실습내용
의 선정 및 방법 그리고 실습기관의 수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여섯째, Gibson과 Dembo(1985)는 교사 효능감은 교사 개인 변인으로서 교사의 경험, 교사
교육, 교사의 개인차에 의해 형성되며 이외에 교사외적 변인으로 학교 조직 구조, 의사 결정
참여, 교사-학부모 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예비유아교사의 자아효능감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기관의 형태나 원장의 유아교육 전공여부, 의사결정 참여정도, 실습
지 위치, 교육과정, 지도교수의 조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원장 또는 교사 실습지도 형태 및
기질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연구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실습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아효능감을 증가하기 위해서 대학과 현장을 연
계하여 예비교사, 지도교사, 그리고 교수가 삼위일체 되어 이론과 실습경험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나 실습지도 교사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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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tudent Teachers' Self-Efficacy
by Types of Kindergarten Practical Teaching

Shon, Hye 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self-efficiency of student teachers who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ollege with kindergarten practical teaching. The student experienced 3
years of each of the types of pre-practical teaching, apprentice-practical teaching, and post-practical
teaching.
The collected date analyzed 117 subjects in pre-practical teaching, 99 in apprentice-practical
teaching, and 109 in post-practical teaching by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Duncan post test
by SPSS PC program. The results suggest that post-practical teaching had significantly low selfconfidence and self-adjustment efficiency than pre-practical teaching, apprentice-practical teaching. And
post-practical teaching had a significantly high degree of task difficulty compared to pre-practical
teaching and apprentice-practical teaching.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elfconfidence, self-adjustment efficiency and degree of task difficulty between the pre-practical teaching
with apprentice-practical teaching.
It is possibl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by professors of colleges, universities and
the principals and teachers of kindergartens that student teacher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