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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문적 자질을 갖춘 유아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교육실습이 매우 중요한 요인
이라 보고,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교육실습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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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재 전문대학의 다양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이론적인 토대 하에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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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중의 하나
로서, 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중요한 요인(Phyfe-Perkins, 1982) 이며,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정의 구성, 교수방법의 선택, 새로운 교육자료와 교육환경의 준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유아교육과정 및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상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적 자질은 교사 개인의 성
격, 교사양성과정의 교육과정, 개별적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히 교사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내용은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양원, 1991; 신은수, 1996; Feiman-Namser, 1983). 또한 최근 들어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중의 하나로서 실천적 지식을 이끌어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
사를 길러내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볼 때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 교육실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소연, 1993; 윤기영, 배소연, 조부경, 1994).
교육실습은 유아교사 양성의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가 현장과 관련된 현장 지식과 기
술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험의 기회로서, 일반적으로 교사양성의 마지막 과
정으로 인식되어 유아교육을 위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여 보는 과정으로 편성되어왔으
나, 점차적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적 이론을 재검토하여 교사양성 과정에 있어
서 예비교사들이 배운 것으로 단순히 적용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아닌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연마하는 단계로서 의미가 확대되어가고 있다(배소연,
윤기영, 조부경, 1994; Cruickshank & Armaline, 1986; Joyce, 1988; Spodek, 1989). 또한 교
육실습의 내용과 구성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사전실습(pre-student teaching), 정
규실습(student teaching), 추후실습(post-student teaching)으로 나누어 각 실습의 목적과 특
성을 살려 실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이처럼 교육실습은 예비교사가 이론적 지식과 현장지식, 기술의 조화로운 구성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교육과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
육실습의 경향은 정규실습만이 교직과목으로 포함되어 필수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
시 기간에 있어서도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의
교육실습에 대한 인정기준과는 달리 4～6주 정도로 매우 짧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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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위주로 이루어
진 연구들( 배소연, 윤기영, 조부경, 1994; 신은수, 1996; 조부경, 배소연, 윤기영, 1995) 로
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학제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특성
에 맞는 독자성 있는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 유아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의 교육실습 기간은 4주 정도로 풍부
한 교직경험을 제공하기에는 짧으며, 실습유치원의 수준과 선정 방법, 실습지도교사 선
정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습지도교수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명의 실습지도교수가 한학년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
가 많다보니 실습생 지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 김옥희, 1998; 임승
렬, 1998). 전문대학의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로는 김옥희(1998)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기간, 교육과정, 지도교수의 효율성 및 조직 풍토 지수요인 등에 관한 연구와
임승렬(1998)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실습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검증을 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 실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대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형태를 조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적절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
한 기초 자료로서, 전국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교육실습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실습의 운영방법은 어떠한가?
② 교육실습을 위한 대학과 실습유치원간의 연계는 어떠한가?
③ 교육실습에 있어서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간의 연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실습의 중요성
교육실습이란 교사 양성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예비교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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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경열, 1998). 특히 교사의 자질과 태도 등이 훌륭한
교사에 의한 교육이 유아의 긍정적 행동과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을 비추어 볼 때(신은수, 1996; Phyfe-Perkins, 1982), 유아 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
실습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실습의 의미는 예비교사들이 일정기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제경험을 해보
는 것에서 점차 의미가 확대되어, 최근에는 직전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교육의 실제현
장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로 유아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까지의 현장과 연결된 모든 종류의 경험을 의미하
고 있다. 교육실습의 과정 또한 세분화되어 정규실습 이전에 실제적 경험을 통한 유아
관찰과 교수활동의 보조적 역할을 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실습과, 우리
나라의 경우 예비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계속적이며 장기적
인 교수수행을 통해 교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관찰, 참가, 실무의 단계
로 나누어 실시되는 정규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실습이 끝난 후 교사의 역할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추후실습이 있다(조부경, 배소연, 윤기영,

1995; 배소연, 1993; Feiman-Namser, 1983; Spodek, 1989; Zeichner, 1986). 이러한 사전실
습, 정규실습, 추후실습을 모두 포함한 교육실습은 시행방법과 시기,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며, 교육과정상에서의 학점과 시수 또한 매우 다양하다( 김정희, 1995).
교육실습 경험은 예비교사가 교직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임승렬(1995)은 교사의 신념체계가 형성되는 경로를 조사한
연구에서 초임교사의 신념체계는 교육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실습기간 중 형성된 교직에 대한 신념이 초임교사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쳐 현장경력과 함께 교사 자신의 교직관으로 형성되어간다고 볼 때, 예비교사에게 있
어서 체계를 갖춘 질적인 교육실습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실습이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로는
첫째, 대학에서 교재를 통하여 획득한 지식과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 대인관계 기술,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넷째,
행정적, 사무적 측면의 교사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다; 다섯째, 전문가적인 신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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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화, 발전시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임승렬, 1998; Mclntyre, Byrd & Foxx, 1997;

Spodek, 1989). 교육실습이 전문가로서의 교사 양성에 있어서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
과를 보면, 교육실습의 경험이 교수능력 및 태도, 유아의 발달적 특징 이해 및 상호작
용 기술, 학급운영 방법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관점과(Becher & Ade, 1982)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에게 제한된 범위의 경험만을 제공함으로서, 교직에 대한 부정
적인 입장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거나 혹은 실습지도교사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하여 잘못된 교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제기하는 관점이 있다

(Bae, 1990; Joyce, 1988). 그러나 Erdman(1983), Becher와 Ade(1982), Henry(1989) 등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대학과 실습 유치원과의 연계와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간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교수능
력 및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실습이 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미치는 측면을 살펴볼 때, 실습내용
이나 실습방법이 체계화되고, 실습유치원의 수준과 실습지도교사의 자질을 적절히 관
리하고 통제하는 등 다양한 제반 요건들을 고려한다면 예비교사에게 주어지는 교육실
습의 경험은 교사양성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실습과 관련한 제 변인
Hersh, Hull과 Leighton(1982) 은 교육실습과 관련된 요인으로 첫째, 교육실습시 접하는
실습 지도교수와 실습 지도교사를 포함한 사회적 인적 요인, 둘째, 실습유치원의 교육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요인, 셋째, 교육실습에 대한 기대 등을 포함한 심리적 요인
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교육실습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교육과정상에서의 교육실습의
비중, 교육실습 기간동안의 동료간의 대인관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홍혜경, 김영옥, 지성애(2003)이 한국의 영유아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대학에서의 교
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실습 기간에 대해서 해당학
과 교수들은 2년제 대학인 경우는 6주, 3년제 대학인 경우는 6～8주의 기간이 적당하다
고 보았고, 4년제 대학인 경우는 8주 이상의 기간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교육실습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 실습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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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4년제 교사양성대학의 경우 3학년을 실습학년으로
선정해 3개월 이상의 현장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3년의 대학 교육
과정 중 2년의 이론교육과정과 1년의 실습기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는 이론 75%, 실습 25% 의 비율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일
반적으로 실습학점을 8학점으로 하여 총 60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경
열, 1998; Spodek, 1989). 또한 NCATE(1987)에서는 교육실습은 적어도 10주 동안 전일제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승렬(1998)의 연구에서도 교육실습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전문대학의 경우 수업연한이 짧은 교육기간 내에서 교육실습이 실시되는 기
간에는 해당학기의 교과목 수강이 거의 어렵다는 점, 교육실습 지도가 현장의 실습지도
교사에게 거의 위탁되며 한정된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지도교수에 의한 순회지도는
교육실습의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실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예비교사들이 대학에서 획득한 지식과 이론을 교육실습 경험
을 통해 실제와 현장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
육실습 기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지도교수의 적절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교육이란 현장의 실제
와 연계된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사교육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옥, 2001; 홍혜경, 1999; Grossman, S., & Williston, J, 1999).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성은 교육실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실습의 교
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윤기영, 배소연, 조부경(1996)은 교육실습
과 관련한 연구에서, 사전실습, 정규실습, 추후실습의 시기와 운영 방법 등이 보다 체
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의 특성을 강조한 교육프로그
램 내용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찬익, 김용수, 류한구, 박문갑, 강
갑원(1990)은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단계를 견학실습,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의 4
단계로 나눈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마다의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지도교수의 역할 또한 교육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실
습지도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그 어떤 변인보다도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현주(1998)는 실습기간동안 실습생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실습지도교사를 꼽고 있으며, Tillema(2000)역시 실습생의 신념을 재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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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지도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밖에
도 많은 연구에서(Campbell & Williamson, 1993; Richardson-Koehler, 1988; Vogt, 1988)
도 공통적으로 실습생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실습지도교사의 자질과 역할
을 언급하였다. 여러 연구들(배소연, 윤기영, 조부경, 1994; Heathington, Cagle & Blank,

1988; Taylor, 1983; Zeichner & Tabachnick, 1982) 을 종합해 볼 때, 실습지도교사는 첫
째, 예비교사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기법을 익혀 교육계획안을 검토 수정하며 적절
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예비교사들을 교육실습기간동안 어떤 내용을 중심
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 경험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유아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수기술, 지식, 태도 등의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예비교사들이
일과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과 함께 예비교사의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
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습지도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정
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때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기초
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의 실습지도교수는 대학과 실습유치원을 잇는 중요한 연결자로서, Zimper, Devoss

& Nott(1980)은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과 실습지도교사가 성취해야 할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전달하고, 교육실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로 도와야 하며, 예비교사가 실습
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실제 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도
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Taylor(1983) 는 실습지도교수는 대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대학과 현장간의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예비교사들이 대학에
서 습득한 이론적 측면과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실제 사이를 적절히 연결하여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Bae(1990) 의 연구에서도 교육실습에서의 실습지도교수
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습기간 동안 실습지도교사와 예비교사를
협의회 등을 통해 자주 접촉함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 실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실습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변인들로는 대
학의 교육과정상에서의 교육실습의 비중,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성, 실습지
도교사와 실습지도교수의 적절한 역할들을 강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비교사가
전문적(가로서의)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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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실습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변인간의 긴밀한 상호관계는 교육실습을 계획하
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전문대학 중 유아교육과가 있는 94개 대학의 실습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이 중 65부가 회수되었으며, 최종 유효 질
문지 62부(65.9%) 를 분석하였다. 대학의 배경은 < 표1> 과 같다.
<표 1>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일반적 배경
배 경

구 분

빈도(%)

대학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1(1.6)
61(98.4)

유아교육과의 학제 유형

2년제 유아교육과
3년제 유아교육과

5(8.1)
57(91.9)

유아교육과의
교수 대 학생 비율

계

10대 1미만
11대 1～20대
21대 1～30대
31대 1～40대
41대 1～50대
51대 1이상

1
1
1
1

0(0.0)
11(17.7)
7(11.3)
17(27.4)
12(19.4)
15(24.2)
62(100.0)

2. 연구도구
우리나라 전문대학 유아교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실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
구( 양옥승, 2002; 윤기영, 배소연, 조부경, 1997;, 정현숙, 윤기영, 류칠선, 2001)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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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구성된 문항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
터 타당도 검토를 받고 수정․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은 교
육실습-교육과정과 관련된 문항(5 문항), 대학-실습유치원간의 협의에 관련된 문항(6
문항), 실습지도교수-교육실습생에 관련된 문항(4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수집 및 처리
질문지는 2004년 3월에 전국의 전문대학 중 유아교육과가 있는 94 개 대학을 대상으
로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중 6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62부를 대상으로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실습의 시행 방법에 대한 현황 분석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알아본 결과, 정규실습만으
로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15개(24.2%), 사전실습-정규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35개(56.5%), 그리고 사전실습-정규실습-추후실습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12개(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사전실습을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현재 시행하는 사전실습 기간이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38 개

(80.9%) 대학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9개(19.1%)대학이 부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규실습 기간이 적당한가에 대한 질문에 55개(88.7%)대학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7개

(11.3%) 대학이 부적당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실습을 시행하는 대학의 경우, 추
후실습 기간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부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개(50%)였다.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사전실습, 정규실습, 추후실습의 운영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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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실습, 정규실습, 추후실습의 운영 방법
교육실습 유형

학점

시행기간

시행학기

사전실습

무학점(17)
1학점(12)
2학점(16)
3학점(2)

2주이하(10)
4주(7)
5주이상(12)

1학년1학기(1)
1학년2학기(9)
2학년1학기(4)
2학년2학기(10)
3학년1학기(11)

정규실습

1학점(1)
2학점(52)
3학점(7)
4학점(2)

4주(54)
5주(6)
5주이상(2)

2학년1학기(2)
2학년2학기(13)
3학년1학기(21)
3학년2학기(26)

추후실습

무학점(2)
1학점(1)
2학점(8)
3학점(1)

4주(4)
5주이상(8)

2학년2학기(2)
3학년1학기(3)
3학년2학기(7)

* 비고：( )안의 숫자는 응답자의 총수를 나타냄.

<표 2>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배당된 학점의 유형은 1학
점(12), 2학점(16), 3학점(2)등으로, 1 학점과 2학점을 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학
점을 배정하지 않은 대학이 가장 많은 17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정규실습의 경우는 1
학점(1), 2 학점(52), 3학점(7), 4학점(2)으로, 대부분은 2학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추후실
습의 경우는 1학점(1), 2 학점(8), 3학점(1) 으로 2학점을 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점을 배정하지 않은 대학도 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의 시행 기간을 보면, 사전실습의 경우는 2주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가 10 개
대학, 4주를 실시하는 경우가 7개 대학, 5주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12개 대학이었다.
정규실습의 경우는 4주를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54), 다음으로 5주를 실시하는
경우(6), 5주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2개 대학이었다. 추후실습의 경우는 4주 실시하는
경우가 4개 대학, 5주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가 8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의 시행 학기를 보면, 사전실습의 경우는 1 학년 1학기부터 3 학년 1학기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정규실습의 경우는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고(26), 다음으로 3학년 1학기(21), 2학년 2학기(13), 2학년 1학기(2)의 순으로 나타났
다. 추후실습의 경우는 3학년 2학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 다음으로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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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3), 2학년 2학기(2)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실습-정규실습- 추후실습을 한 학기
내에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교육실습’ 교과목의 학점과 이론강의 시수의 운영 형태를 알아본 결과는 <
표 3> 과 같다.
<표 3> ‘교육실습’ 교과목의 학점과 이론강의 시수의 운영 형태
운영형태

빈도(%)

학점이 배정되어 있고 이론강의 시수는 학점과 동일

22(35.5)

학점이 배정되어 있고 이론강의 시수는 학점의 수의 배수

5(8.1)

학점이 배정되어 있으나 이론강의 시수는 배정하지 않고 교육실습으로 대체

35(56.5)

계

62(100.0)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점과 이론강의 시수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는
22(35.5%)개 대학, 학점이 배정되고 있고 이론강의 시수는 학점의 수의 배수로 할당하
여 실시하는 경우는 5(8.1%), 마지막으로 학점을 배정되어 있으나 이론강의 시수는 배
정하지 않고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35(56.5%)개 대학으로, 이론강의를 실시하
지 않고 현장실습으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전실습, 정규
실습, 추후실습은 각각 여러 학기에 걸쳐 시행되므로 각 학점은 해당 학기에 이수하도
록 되어있다.

‘교육실습’ 에 대해 학점은 배정되어 있으나 이론수업을 하지 않고 현장실습으로 대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30(48.4%)개 유아교육과가 현장실습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론
강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였고, 학생들의 전체 강의시수가 많아서 강의시간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11(17.7%) 개 대학, 실습담당지도교수의 선정
및 강의시수 등의 애로점으로 이론강의 시수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1(33.9%)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2. 대학실습유치원간의 연계와 관련된 문항 분석
교육실습 유치원 선정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표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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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대학(85.5%)에서 교육실습 유치원 선정 기준
으로서 유치원 및 실습 지도교사의 자질이 인정되는 곳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교육실습
생의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66.1%),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형이 적절한 곳(48.4%), 향후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45.2%), 사전실습을 했던 곳(21.1%), 대학의 부설(부
속)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 교육실습 유치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기준
우선순위

빈도(%)

유치원 및 실습 지도교사의 자질이 인정되는 곳

53(85.5)

교육실습생의 집과 거리가 가까운 곳

41(66.1)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형이 적절한 곳

30(48.4)

향후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

28(45.2)

사전실습을 했던 곳

13(21.0)

대학의 부설(부속)유치원

12(19.4)

* 비고：( ) 안의 %는 각 기준별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교육실습을 시행하기 전 대학과 실습유치원 간의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으로는 대학-실습유치원간의 협의회를 가진다고 한 경우가 21(33.9%), 필요하지만
대학-실습유치원간의 협의회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40(64.5%), 필요 없기 때문
에 협의회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1(1.61%)이었다.
대학과 실습유치원간의 협의회의 필요성은 느끼나 실행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4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자유응답식으로 질문한 결과,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5%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과 실습유치원간의 거
리상의 문제 때문에(20%), 협의회를 갖는데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17.5%)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타난 응답으로는 일률적으로 날짜 정하기가 복잡
하기 때문에, 협의회 참석률이 낮아서 등이 있었다.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실
시 여부에 대한 현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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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연수 혹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시 여부
인식과 실시여부

빈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8(29.0)

필요하지만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39(62.9)

필요없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5(8.1)

계

62(10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
한 인식과 실시 여부를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는 경우가 18(29.0%), 필요하지만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9(62.9%), 필요 없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5(8.1%)개 유아교육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 제공시기, 제공
횟수 등을 자유응답식으로 조사한 결과는 < 표6> 과 같다.
<표 6>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방법
시행방법

내 용

빈도(%)

제공시기

실습2주전
실습1주전
실습1개월전 이상
기관에서 편리한 시간

8(44.4)
5(27.8)
1(5.6)
4(22.2)

제공횟수

1회
2회
3회 이상

12(66.7%)
4(22.2)
2(11.1)

* ( ) 안의 %는 총 응답자 수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표 6> 에 의하면, 프로그램 제공 시기로는 실습 2 주전이 가장 많았고(44.4%), 다음으
로 실습 1주전(27.8%), 실습 1개월전(5.6%), 기관에서 편리한 시간(22.2%)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 횟수로는 1회가 가장 많았고(66.7%), 다음으로 2회(22.2%),

3회 이상(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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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조사한 결
과는 < 표 7> 과 같다.
<표 7>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순 위

이 유

빈도(%)

1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17(43.6)

2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

11(28.2)

3

대학과 유치원 자체내의 여건이 부족하다

5(12.8)

4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교사와 유치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4(10.3)

5

교육실습을 위한 대학과 유치원간의 상호연계가 미흡하다

2(5.1)

계

39(100.0)

<표 7> 에 나타난바와 같이,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
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43.6%), 다음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28.2%), 대학과 유치원 자체 내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12.8%), 교사와
유치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10.3%), 대학과 유치원간의 상호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5.1%)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실습지도교수교육실습생과의 연계와 관련된 현황
정규실습 기간 중 실습지도교수의 순회지도가 시행되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정규실
습기간 중 1회 실시하는 경우가 56(90.3%)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 회
실시하는 경우가 5(8.1%) 개 대학이었으며, 매주 실시하는 경우로는 1(1.6%)개 대학이
있었다.
대학에서 실습생에게 교수- 학습 활동계획 작성 및 유아관찰, 수업관찰 방법 등 실
습생이 교육실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준비시켜 보내고 있는지를 알
아본 결과로는 아주 잘 준비시켜 보내는 경우가 14(22.6%), 비교적 준비시켜 보내는 편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43.5%),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33.8%) 이었다. 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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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혀 준비를 시키지 않고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서 대부분의 유아
교육과는 실습생이 교육실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준비시켜 보내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실습기간 중 실습생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
과의 협의회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과의 협의회를
갖는 경우는 41(66.1%), 협의회를 갖지 않는 경우는 21(33.9%)이었다. 또한 실습지도교
수와 교육실습생과의 협의회를 갖는 경우 협의회의 시기는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정
규실습 기간 중에 협의회를 갖는 경우는 15(24.2%), 정규실습이 끝난 이후에 협의회를
갖는 경우는 47(75.8%)이었다.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이 협의회를 갖지 않는 이유를 자유응답식으로 조사한 결
과는 < 표 8> 과 같다.
<표 8>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이 협의회를 갖지 않는 이유
순 위

이 유

빈도(%)

1

시간이 부족하다.

14(66.7)

2

지리적인 여건으로(지역적으로 실습생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4(19.0)

3

교육실습생의 인원이 너무 많다(교수：학생비율이 많다).

3(14.3)

계

21(100.0)

<표 8> 에 의하면, 실습지도교수와 교육실습생이 협의회를 갖지 않는 이유로는 협의
회를 갖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66.7%), 다음으로 교육실습
생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협의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응답
한 경우(19.0%), 교육실습생의 인원이 너무 많아 개별적 협의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응
답한 경우(14.3%) 의 순으로 나타났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과 관련하여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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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
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실습 프로그
램 구성은 사전실습과 정규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
규실습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전실습- 정규실습-추후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정규실습만으로 시행되던 교육실습의 형태에서
사전실습, 추후실습 등의 단계로 세분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황은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단계와 내용이 보다 세분화됨으로서 실습생들이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연구(김옥희, 1998; 임승렬, 1998; Guyton

& Mcintyre, 1990)결과와 일치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실습의 각 유형별로 배당학점과 기간, 시행학기를 살펴보았는데, 사전실습
의 경우는 무학점(17), 2학점(16), 1학점(1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추후실습은 2학점

(8), 무학점(2), 1학점(1), 3학점(1) 순으로 나타나 2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
두 학점을 배정하고 있어 추후실습을 사전실습에 비해 학점의 비중을 더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실습의 경우는 2학점이 가장 많았다. 교육실습 시행기간을 보면, 사전
실습은 2주 이하 혹은 5 주 이상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규실습은 4주가 가장 많았으
며, 추후실습의 경우는 4주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행학기는
사전실습의 경우는 1학년 2학기에서부터 3 학년 1학기까지 시행하는 학기가 매우 다양
하였으며, 정규실습의 경우는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한 추후실습의 경우는 주로 마지막 학년(2년제인 경우는 2학년 2학기, 3년제인 경우는

3학년 1, 2학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배소연, 조부경,
윤기영, 1994; 임승렬, 1998)이 문제로 제기했던 것처럼,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형태에 있어서 학점, 시기,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정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실습’ 교과목을 현장실습만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론강의를 실
시하여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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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실습’ 교과목과 관련하여 학점과 이론강의 시수의 운영형태는 학
점은 배정하나 이론강의 시수는 배정하지 않고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학점과 이론강의 시수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점
은 배정하나 이론강의 시수를 배정하지 않고 현장실습으로 대체하는 이유로 현장실습
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론강의의 필요가 없어서, 학생들의 강의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실습담당지도교수의 선정 및 강의시수 등의 애로사항이 많아서 등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교육 이론가들(Carter, 1988; Graber, 1991; Pierson,

1990)이 교사교육의 중요한 과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교수상황에 잘 통합시키는데 요구되는 반성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측면을 근거로 할 때 교육실습의 교과목은 학점배정과 함께 이론 강의를 함께
실시하여 실습생들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
과 기술을 함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과 유치원의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실습 유치원 선정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유치원과 실습 지도교사의 자질이 적합한 곳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형이 적절한 곳, 취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교육실습생에
게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한 많은 연구(양태식, 이관형, 1991; Campbell & Williamson, 1983;

Ervay, 1985; Zeichner & Tabachnick, 1982)들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 실습유치원간의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으로는, 협의회를 갖
는다고 한 경우에 비해 필요성은 느끼나 협의회를 갖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상대적으
로 많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시간부족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대학과 실습유치원간의 거리상의 문제,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대학의 일반적 배경에서 나타난 봐와
같이, 교수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31명에서 많게는 51 명 이상까지, 매우 많은 것
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이란 대학과
실습지도유치원이 실습의 목표, 실습의 방향, 실습의 방법,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서 생
길 수 있는 문제 및 실습 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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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협조하여 실시할 때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소연, 조부경, 윤기영, 1994)
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과 유치원의 협의회가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과 실습 유치원간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필요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유로는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 대학과 유치원내의 여건 부족, 유치원 측에서 부담
스러워하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방법으로 제
공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고, 제공시기로는 실습 1주전과 2주전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실습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지도교사의 적절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습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간의 협의회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지도교수의 순
회지도가 시행되는 횟수는 1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3 회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
다. 또한 교육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와 실습생과의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는 협의회를 갖는 경우가 갖지 않는 경우에 비해 많았으며, 협의회를 갖는 시기로
는 정규실습 기간 중에 갖는 경우보다 정규실습이 끝난 이후에 갖는 경우가 상대적으
로 매우 많았다.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이 협의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
간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의 실정에서 지도교수가 실습생을 한번 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도하
는 것으로는 실습생의 교수 기술 발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한 윤기영,
배소연, 조부경(1997)의 연구와 실습지도교수의 참관 횟수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실
습생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Zimpher(1980)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조부경, 김정화(1998) 는 실습지도교수가 시간부족, 담당 실습생의 과다 등의 이유
로 실습생의 지도에 비효율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교육실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의 연계가 매우 중요
하다(Guyton1989; Zimper, Devoss & Nott, 1980)는 점을 고려할 때, 실습생의 올바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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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대학의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생간의
협의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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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tudent Teaching in Colleg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eung-Ok Yoo (Professor, CheJu College of Technology University)
Young-Eui Yu (Professor, CheJu College of Technology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actual conditions of student teaching in 62
colleg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o suggest ways of improving the student
teaching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comprehensive teacher preparation is required for the success of
the student teaching program. Therefore, a systematic and consistent system of cooperation
regarding student teaching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college and the kindergarten.
Futhermore, roles of cooperative teachers and college advise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Therefore, the model for student teaching must be further developed to incorporate the
quality of cooperating teacher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eacher educators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everal factors in field experience such as duration, time, and the quality of cooperating
teac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