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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육봉사 과정에서 가지는 경험을 분석하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는
지 살펴보고 교육봉사의 교육목표 및 내용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17학년 2학기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하는 A시 소재 B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 자료는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저널, 연구자와 예비유아교사
와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상시 면담, 포트폴리오, 동료평가 등을 수집하였으며 개방코딩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변화무쌍한 유아교육현장의 상황에 예비유아교사들은 당황스러워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셋째, 교육봉사를 하고 난 후에 교
육봉사에 대한 개념과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교육봉사의 교육적 의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어 : 유아교육, 예비유아교사, 교원양성교육과정, 교육봉사, 교육봉사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pre - 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the
process of educational servi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the B university in A city where the second semester of 2017 grade course was
taken. Collect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interviews with preschool teachers' reflective journals,
researchers and preschoolers, portfolio and peer evaluation,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open coding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 - 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difficulty
in forming the right values for educational service because they lacked concept and recognition about what
kind of education service is and what kind of role it plays. Second, pre - 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embarrassed about the situation of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They used various methods and
asked for advice. Third, after the education service, it recognized the concept of education service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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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as education volunteer, and understoo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education service.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nowledge base for teaching,
Service-Learning, Educational volunteer

1. 서론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양성과정에서
현장 실무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1]의 교원자격
검정 실무편람에서는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
을 확 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학점과 봉사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2008년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
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왔으며 교육봉사에 대한 지침을 세분화 되어왔다. 이러한 교육봉사가 교
사양성과정의 개선방향을 현장과의 연계 강화에 둔 구체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2].
교육봉사는 실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은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된다. 또한 이러한 갈등 상황을 직면해봄으로서
자신이 가진 지식을 검증하고 재구성해볼 수 있어 교육봉사는 교사로서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교육봉사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식들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으로서
[1] 훗날 좋은 유아교사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교육봉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
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봉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이 교육과 결부되면서 배려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가져야할 책임의식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
게 된다.
그러나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은 계획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방향설정이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아교육현장이나 예비유아교사 모두에게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3]. 교육
봉사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교육봉사를 실시하게 되면 혼란이나 그 부작용은 가
늠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봉사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개괄
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지침사항이나 계획 등 사전준비가 없을 때에는 교육봉사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는 교육봉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예비유아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매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성공적인 교육봉사를 위해서는 체계적으
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봉사자로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과 학생들의 교육봉사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살펴보고 학습자 및 유아교육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봉사 운영의 기초자료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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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7년 2학기 ‘교육봉사’ 과목을 수강하는 A시 소재 B대학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1학년부터 B대학교 부설유치원에서 1
학기 2회~3회 참관을 실시해왔다. 정기적인 참관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업무를 경험한 경험
이 있으며 교실 내에서 유아들과 상호작용 경험도 가지고 있다. 한편, 참관은 정기적이거나 한 학
급에 고정되어 실시되지 않았으며, 연령과 학급은 참관 때마다 융통성있게 현장에서 배정되었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7년 8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진 반성적 저
널과 교육봉사를 목적으로 제작된 포트폴리오, 메신저를 통함 상시 면담 내용 등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4]이 제시한 개방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교육봉사는? 노동력 착취.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에 대해 막연하게 봉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봉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부속유치원으로 참관만
했던 학생들에게 낯선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봉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
으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교육봉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라는 명칭 아래 노동력 착취
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3.1.1 그냥 봉사하는 것?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에 대한 정의 및 명확한 개념과 인식이 없어 교육봉사에 대한 특징
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교육봉사란, 유치원에 가서 그냥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2017. 8. 31 A예비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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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노동력 착취
예비유아교사들은 선배들에게 교육봉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듣고 현장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대
해 자신들의 노동력 착취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교육봉사에서 하
게 될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교육봉사라는 과목이 있고 봉사라고는 하지만 왠지 노동력 착취? 그런거 아닌가하는 생각
이 든다. 왜 교육봉사를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교
육 봉사를 잘 모르겠다.
(2017. 4. 12 G예비유아교사)
막, 청소 시키지 않을까요? 갑자기 대청소 하고 그런다던데.... 어떤 선배들은 엄청 고생했
대요. 자료실정리, 도서관정리, 창고정리 계속 정리만 하고 일만하다 왔다고... -생략(2017. 4. 12 B예비유아교사)

3.2 당황스러움의 연속인 유아교육현장
예비유아교사들은 변화무쌍한 유아교육현장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였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봉사에서
맡게 되는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아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이는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담임선생님의 눈치를
보기도 하는 등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담임 및 교직원의 반응을 의식하였다.

3.2.1 너무 시키는 일이 없어요.
예비유아교사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유아교육현장 속에서 주어진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아닌 교육봉사자로서 예비유아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도 하나의 업무가 되어 예비유아교사들이 교무실이나 교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저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담당 선생님이 유치원에 있는 반 다 들어가 보게 해주시더라
구요 -중략-- 맞아요. 근데 너무 시키는 일이 없어서 눈치보여요.....
(2017. 11. 24 K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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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예비유아교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를 맡게 되거나 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업무를 통해 배울 점을 찾아내고 긍정
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 페인트칠하자고 하시는데! 어쩌죠.....?...ㅎ
(2017. 11. 24 A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너무 힘들었어용 여러 반에서 주시는거 같은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해야하구 시간도 안
가는 것 같았어요 ㅠㅠ 그래도 그런거 보고 직접 만들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아 이런
재료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하면서 나름 배우는 것도 있었던 것 같
아요!:)
(2017. 11. 29 K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3.2.3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유아들은 새로운 사람인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했다. 이로 인해 담임교사
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난처한 일들이 생겨났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난감함
을 표현하였다.
글고 당황스러운거는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진짜 저는 무슨 연예인인줄 알았어요.
제가 복도에 나가면 애들이 자석같이 달라붙어서 후..
(2017. 11. 29 K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애들이 막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데 담임선생님이 째려보고 있었어요..
(2017. 11. 29 K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3.3 교육봉사를 마치며...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를 마치면서 교육봉사가 주는 교육적 의의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그 속에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 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특
성에 대해 파악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에 교육봉사를 소중한 경험이자 배움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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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벌써 한 번 남았다니 너무 아쉬워요
교육봉사가 끝날 때 쯤 예비유아교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교육봉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되어 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수님~~~ 저는 약간 너무 음... 아쉽고 학교가는 것보다 교육 봉사하는게 더 조아요..ㅠ
ㅠㅠ
(2017. 11. 29 K예비유아교사 메신저 대화 중)

3.3.2 교육봉사는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
교육봉사를 통해서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고 인식하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 속에서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교사로서의 자신
의 모습을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매우 소중하고 배움의 기회로 인식이 전환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들어와서 공부하며 고민했던 부분 중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되면 유아
들과의 하루라는 시간동안 잘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봉사를 하면서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교육봉사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배움이고 한번쯤은 거쳐 가야 하는 꼭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7. 6. 16 S예비유아교사)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교육봉사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살펴보고 학습자 및 유아
교육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봉사 운영의 기초자료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봉사는 교
사양성과정에서 실무교육을 강조하고 부족한 실습시간에 대한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
서는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봉사 기간과 일정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봉사는
교육과 봉사의 개념이 합쳐져 봉사의 특징들이 교육봉사에 나타난다. 교육봉사는 실습으로 경험하
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육봉사에 참여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원양상과정의 필수과목으로서 교육봉사를 수강하게
되며 일정시간 정해진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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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봉사를 실시하게 되어 일회적인 유아교육기관 참관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또한 교육봉
사를 통해서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은 교육봉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
으로 전개되며, 사고의 주체자로서 해로운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봉사의 경험과 교
과(학문적)지식이 상황과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연계된다[6][7][8]
또한 예비유아교사는 일정기간동안 유아교육기관의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봉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는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탐색하고 유아교
육현장에서의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봉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화 되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에 대하 막연한 생각과 추측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무관심을 보이
기도 하였다. 교육봉사에 대한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내용에 대해 안내 받지 못한 예비
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를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교육적인 의미보다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아교육현장에 대해 당황스러워 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 상황은 참관 시 경험하는 문제들과는 매우 달랐으며, 정기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일
어나는 많은 일들에 걱정을 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선배나 교수 등에게 조언을 얻는 등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
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봉사에 대한 보람과 교육적 의의를 찾고 교육봉사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교육봉사과정에서의 경험
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스스로 교육봉사에 대한 교육적 의의를 찾아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유아교사로서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할과 자질에 대해 점검해보고 유아교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깊이 생각해 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봉사-학습은 교사의 ‘깊은 반성적
사고활동’과 고등수준의 사고를 유발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9][10][11]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교육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과 올바른 개념 형성이 필요하며 교육봉사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육봉사의 현실적 운영을 위한 구체
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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