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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들의 저널 쓰기 내용과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들의 저널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유치원의 교사 중 실습지
도 경험이 있는 실습 지도교사 3명과 실습경험이 없는 교사 1명, 경기도 A시의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
과 4학년인 교육실습생 8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의 저널 쓰기로 범주에 따라 내
용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습지도교사의 저널 쓰기 내용은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자세’가 교육
실습지도 과정에서 가장 많았다. 둘째, 교육실습생들의 저널 쓰기 내용은‘반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
았다. 셋째, 교육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은 간접적 반응보다 직접적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제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실습지도에서 구체적인 교육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제어: 유아교육실습(Early childhood practicum)
저널쓰기(Journal writing)
피드백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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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실습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실제로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고 경험함으로써
교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는 활동으로 교사양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실습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예비교사의 유아와의 상호
작용, 실제 수업, 학급 운영,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조운주, 2001). 한편 교육실습생, 대학의 실습지도교수, 현장의 실습지도교
사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에서 각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장학과정은 교육실
습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윤기영, 배소연, 조부경, 1997; 조운주, 2001), 특히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현장에서 예비교사들에게 모델링 역할을 하며 실습기간 동안 대부분의
과업을 진행하고 평가하는 주체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실제로 지도
함으로써 교육실습생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Koster, Korthagan, & Wubbels, 1998).
교육 실습 동안에 실습생들이 실습지도교사로부터 긍정적인 도움과 영향을 받고 있기
는 하지만 실습지도교사의 지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Grimmett & Ratzlaff, 1986).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생에게 실습 기간 중 가장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Shen, 1995), 실습생들은 실습이 진행되면서 실습지도교사가 보여주
는 모든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실습지도교사의 교수 방법과 기술, 교육관 등을 무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Jensen,
1971; McIntyre, 1984; O'Neal, 1983). 실습지도교사의 지도 능력에서 Joyce(1988)는 실습
지도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수준이 높은 인지, 사회적 과업을 회피하는 경우에, 지도교사
는 교육실습생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도교사에게 지도
를 받은 교육실습생은 학습자에게 낮은 수준의 과제를 제공하게 된다(이애리․박은혜,
2001에서 재인용). 한편 박은혜와 조운주(2006)에 의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수준이
높은 인지를 가지고 사회적 과업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교수 방법에 보다 잘 적응하고 융
통성이 있으며 모호한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감정 이입을 잘 하는 개념 수준이 높
은 교사이어서 학습자의 요구와 정서를 잘 이해하여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알고 반대로 개
념 수준이 낮은 교사들은 구체적으로 사고하며 학생들에게 반응을 덜하고 “가장 확실한”
한 가지 교수 방법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추상적인 개념 수준
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잘 부합하도록 교수 행위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조절
한다. 개념 수준에서 교사 발달을 연구한 Hunt(1971)의 연구에서도 복잡한 개념 수준에
있는 교사들이 더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개념 수준은 실습지도교사 뿐
만 아니라 교육실습생들 사이에서도 개념 수준 발달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실습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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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습생을 적절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생의 개념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지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의 저널쓰기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 실습
생의 현재 사고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
다(박은혜 외, 2006).
한편 저널쓰기는 반성적 사고 활동에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교사들이 자신의 실천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한다(박은혜
외, 2006). 저널쓰기의 목적은 교사들이 점차 복잡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를 만
드는 것에 있으며, 사람의 생각, 느낌, 상징들은 실습생뿐 아니라 실습지도교사를 위해서
도 풍부한 정보원이 되며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는 여러 가
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저널은 구조화할 수도 있고 개방적으로 둘 수도 있으며 교사
저널은 교사 교육자와 공유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것으로 둘
수도 있다. 만약 저널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저널은 개념 발달의 여러 수준에서 경험을 기록
하고 조사할 수 있다(박은혜, 이현옥, 임승렬, 1999).
Reiman과 Thies-Sprinthall(1993)의 연구에서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
사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장학 요원이 반응을 다르게 하여, 구체적인 개념 수준에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 구조화된 직접적이며 덜 복잡한 수준의 질문을 피드백으로 하였고, 추상
적 수준의 교사들에게는 덜 구조화되어 있고 간접적이며 보다 이론적이고 복잡한 수준의
질문을 피드백으로 주었다. 또한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이 쓴 저널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교육실습생의 갈등이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이 경험을 공유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실습지도교사의 피드
백은 실습생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는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현장 실습 후 작성한
저널을 기초로 교육과정의 이야기를 쓰게 한 연구(Jensen, 1994), 유아교육과 학생의 저널
을 분석한 연구(Surbeck & Han, 1993), 저널쓰기는 예비교사나 초임교사에게 반성적 사
고 발달의 수단이 되었다는 연구(Loo & Thorpe, 2000; Merseth, 1996) 등이 다루어졌으
며, 국내 논문은 유아교사교육에서 저널쓰기의 활용에 대한 연구(박은혜, 1999), 예비교사
들의 저널쓰기가 반성적 사고의 증진을 가져왔다는 연구(석은조, 2005; 유승연, 2000; 이현
숙, 2001), 예비교사들의 사전 실습부터 실습이 끝날 때까지 10주 동안 반성적 저널 쓰기
와 대화를 통한 질적 연구(염지숙, 2003) 등이 있다. 그러나 실습생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
교사의 피드백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
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의 저널 쓰기 내용은 어떠하며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의 저널에 대
한 피드백 내용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 성공적인 실습을
위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저널쓰기의 내용과 피드백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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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실습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습지도교사의 저널쓰기 내용은 어떠한가?
2. 교육실습생의 저널쓰기 내용은 어떠한가?
3. 교육실습생 저널에 대한 실습 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습지도교사 4명과 실습생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습지도교사는 경기도
A시에 위치한 유치원의 교사 중 1회 이상의 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실습 지도교사 3명, 실
습지도 경험이 없는 3년차 경력교사 1명으로 총 4명의 실습 지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
였으며 교육실습생은 경기도 A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습 지도교사 1명에게 교육실습생 2명이 배정되었다. 연구 대상 중
실습지도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실습지도교사의 일반적 배경
배경변인
담당학급
학력
경력
교육실습생 지도경험 유무
실습지도교사교육 유무

구 분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4년제 졸
대학원졸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빈도(%)
1(25%)
1(25%)
2(50%)
1(25%)
3(75%)
1(25%)
3(75%)
3(75%)
1(25%)
2(50%)
2(50%)

* 2007년 3월 16일 조사결과임

2. 연구절차
1)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7년 3월 3주부터 2007년 5월 2주까지 8주간에 걸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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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실습지도교사 교육을 원내교사교육으로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8주 동안 주 1회
씩, 1회당 3시간 동안 실시하여 총 교육시수는 24시간이다. 원내 실습지도교사 교육은
2007년 3월 3주(정규실습 3주 전)부터 시작하여 5월 2주(교육 실습이 끝난 다음 주)까지
실시하였다. 실습지도교사 교육내용은 실습지도교육의 목적, 목표,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교육방법에서는 지도교사의 경력과 개념수준을 파악하여 실습지도교사 개인
에게 적합한 협의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저널쓰기에 대한 방법, 저널에 따른 피드백 내용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저널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제를 정하지 않
고 편안한 글쓰기로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실습생들의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널쓰
기에 대한 교육을 실습지도교사가 하였다.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을 하고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에게 저널 쓰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실습지도 교사와 실습
생의 개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Hunt(1981)의 개념수준 연구를 참고로 개념수준의 문항
들(박은혜 외, 1999)을 중심으로 면담을 하였다. 면담방법은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과 마
주 앉아 개념수준 문항의 내용을 대화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습생의 생각을 그대로 기
록하였다. 실습지도교사의 개념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방법을 실습생 면담 방법과 같
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실습지도교사들이 실습생의 개념수준에 대한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개념 수준 결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면담결과의 문항수가 가장 많은 수준
을 실습생의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실습생들의 개념수준을 확인한 결과 단계 A(구체적 개
념 수준) 1명, 단계 B(구체적/추상적 개념 수준) 3명, 단계 C(추상적 개념수준) 4명으로 나
타났다. 실습지도교사의 개념 수준을 확인 한 결과 4명 모두 단계 C로 나타났으나 실습
진행 중 실습지도교사들이 파악한 실습생들의 개념수준은 단계 A(구체적 개념수준)로 확
인되었다. 교육실습이 끝난 후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의 저널 쓰기를 수거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실습지도교사의 저널쓰기는 총 21회로 실습지도교사 1명당 평균 5.2회였고, 실습
생의 저널쓰기는 총 101회였으며 실습생 1명당 평균 12.6회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 저널을 내용 분석하기 위해 저널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제목을 기입하여 자료를 범주화하고, 이 제목에 기초하여 각
문장의 주제를 분석 단위로 하여 수량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김병성, 1996).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Hedin(1979)의 적성-처치-상호작용 교육과
정(ATI), Flanders(1970)의 교사상호 연구, Sprinthall과 Thies-Sprinthall(1983), Dewey(1933),
Mead(1934), Schon(1983), Zeichner와 Liston(1987), Hunt(1981)의 개념적 연구에 근거한 저널
에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근거한 7가지 범주에 의해 분석하였다. 7가지 범주는 반성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 반응인 감정 수용, 칭찬과 격려, 생각의 명료화, 연구촉진과 반성적 사
고를 유도하기 위한 직접적 반응인 정보 제공, 지도 제공, 문제의 존재에 대한 범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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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의 검토가 반
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실습지도교사의 저널 내용
실습지도교사들의 실습지도 교육과 실습기간 실습생 지도에 대한 저널쓰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자세(52%), 실습생 지원 역할(34%),
실습지도교사교육(14%)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자세가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교육실습지도 과정에서 다른 내용에 비해 많이 경험하여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습지도 준비, 실습지도 반성, 과거 경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실습생 지원 역할에서는 전문적 지원이 정서적 지원 역할보다 많이 다루고 있었다. 실습
지도교사교육의 내용에서는 필요성, 준비, 만족, 아쉬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습지도교사들의 저널 내용
경험한 내용

빈도(%)

구체적 내용(빈도)

실습지도준비
(25)

실습지도교사의 자세

50(52%)
실습지도
반성(18)
과거 경험
(7)

실습생 지원 역할

33(34%)

전문적 지원
(25)
정서적 지원
(8)

․
․
․
․
․
․
․
․
․
․
․
․
․
․
․
․
․

실습지도의 막연함
실습생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
실습지도 방법 계획
자신의 수업에 대한 걱정
현재의 나의 모습
초임교사때 저널 분석
다음 실습지도에 대한 다짐
실습지도교사로서의 마음가짐
실습지도의 만족감
과거와 현재의 실습지도 차이
실습지도 후 발전 방향
과거 실습 경험 회상
원장의 피드백에 대한 회상
수업평가 ․ 수업지도
수업계획안 작성 지도
새로운 지도 방법에 대한 실습생의 반응
수업관찰

․ 정서적 지원 방법 고민
․ 실습생의 성향 분석 ․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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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교육

14(14%)

계

․
․
․
․

실습지도교사교육의
실습지도교사교육에
실습지도교사교육에
실습지도교사교육에

필요성
대한 준비
대한 만족
대한 아쉬움

97(100%)

실습생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실습생들이 잘 할 수 있
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내가 실습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리면
서 실습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원 뿐 아니라 감정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겠다(김교사).
실습지도교사 교육 모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실습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지겹도록 주임선생님께 물어보았다. 지금은 작은 애정을 느끼는 것 같다(이교사).

2. 교육실습생의 저널 내용
교육실습생들의 실습생 지도에 대한 저널쓰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
이 반성(27.72%), 교수학습(25.50%), 유아(16.83%), 부담감(8.17%), 지도교사(7.92%), 교사
역할(6.19%), 기대감(4.95%), 동료실습생(1.49%), 기타(1.34%)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반성에 관한 내용은 실습생들이 많이 경험하여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기
반성, 수업 평가 등을 다루고 있었다. 교수학습에 관한 내용에서는 교수방법, 수업 계획,
교육내용 등을 다루고 있었으며 유아에 관한 내용에서는 유아 관찰, 상호작용, 문제 행동
등을 다루고 있었다.
<표 3> 교육실습생들의 저널 내용
경험한 내용

빈도(%)
자기반성(74)

반성

112(27.72%)
수업 평가(38)

교수방법(45)
교수학습

유아

103(25.50%)

68(16.83%)

교육내용(24)
유아 관찰(53)
상호작용(13)

구체적 내용(빈도)
․실습 잘하기 ․나의 소망 ․실습후의 다짐
․실습 마무리 다짐 ․실수
․고민․수업준비․후회․유아교육에 대한 재
정립 ․보육실습과 차이점
․다양한 방법․뿌듯함․궁금증․첫 수업 ․일
과진행․수업 분석․문제점․아쉬움
․주의집중 ․상황 대처 ․교수매체
․시간배분 ․일과계획 ․안전지도
․견학지도 ․귀가지도 ․적절한 언어
수업 계획(34)
․활동내용인식 ․교육과정 인식
․관찰 ․표현 ․특징
․상호작용 ․적절한 대화법
문제행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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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감

33(8.17%)

지도교사

32(7.92%)

교사역할

25(6.19%)

기대감

20(4.95%)

동료 실습생

6(1.49%)

기타

5(1.34%)

수업에 대한 부담감 ․수업 ․전일수업 ․첫 수업
(19)
․실습일지 ․실습기간
신체적으로 힘듦(9)
실습생으로서의 부담감(3)
교사로서의 부담감(2)
․수업관찰 ․수업지도 ․계획안 지도
전문적 지원(19)
․수업 분석 ․피드백
정서적 지원(5)

․격려 ․고마움

모델링(5)
부러움(3)
교사역할 고민(21)
교사 자질(4)
새로운 활동(10)
수업(7)
․첫 수업 ․수업일지
유아와의 만남(3)
동료 실습생의 수업 참관(3)
수업 비교(3)
사전 실습의 장점, 가정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유치원에
대한 생각, 세미나 도움
계
404(100%)

새 노래 지도에서 노래 제목을 퀴즈로 하는 것도 좋은 주위집중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
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여러 악기를 탐색하면서 음을 익히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최실습생).
무엇보다도 지도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피드백은 최대한 귀를 기울여 준비해야겠다.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지.....(장실습생)

3. 교육실습생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을 알아본 결과 표 4는 실습지도교사
의 피드백 반응 내용에서 직접적 반응(54.3%)을 간접적 반응(45.7%)보다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도제공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제공과
문제의 존재이며 연구촉진, 칭찬과 격려, 생각의 인식과 명료화, 감정수용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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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실습생 저널의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내용
간접적 반응
감정
수용
빈도
(%)
계

14
(5.2%)

생각의
인식과
명료화
36
35
(13.5%) (13.1%)
122(45.7%)
칭찬과
격려

직접적 반응
연구
촉진

정보
제공

37
(13.9%)

46
(17.2%)

지도
제공

문제의
존재

53
46
(19.9%)
(17.2%)
145(54.3%)

계

267(100%)

1) 지도 제공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직접적 반응인 ‘지도 제공’에 대한 반응(19.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거나 약속을 정하는 방법 등을 해 보면 좋을듯 하네요. 차분하게 하
세요(김교사) / 개방적 질문과 폐쇄형 질문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이교사) / 소근육 발달이 아직
덜 된 만 3세 유아들에게는 조작하는 것이 더 쉬워야 해요(박교사) /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
해 놓으세요(임교사)

2) 정보 제공, 문제의 존재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직접적 반응인 정보 제공(17.2%)과 문제의 존재
(17.2%)가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통합적 유아교육과정’책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이교사) / 유아들이 재활용을 통한 만들
기가 2학기가 되면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발달된답니다(김교사) / 유아들은 날씨와 반의 분위기,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좋은 지적이군요. 만 3세반은 특히 가정에서의 연계가 중요한 것 같
아요(임교사) / 교사의 반응에 따라 유아의 언어가 더 확장될 수 있겠지요. 동화를 들려줄 때 등장
인물의 목소리, 몸짓을 자세히 해 주면 유아들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 하겠지요(박교사).

3) 연구촉진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간접적 반응인 연구 촉진은 간접적 반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3.9%로 나타났다.
자신이 준비한 만큼 자신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박교사) / 수업을 하기 전 미리 수업의 전개를 머릿
속에 그려보고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김교사) / 저는 실습 때 상호작용 방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아의 생각을 끌어내는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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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칭찬과 격려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간접적 반응인 칭찬과 격려는 전체적으로 볼 때
13.5%로 나타났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지 점차 나아질 거예요(박교사) / 남은 3주 동안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이교사)

5) 생각의 인식과 명료화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간접적 반응인 생각의 인식과 명료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13.1%로 나타났다.
초심이 중요하죠. 항상 처음의 마음을 간직하세요. 그럼 많이 배울 수 있는 실습이 될 거예요(김교
사) / 유아마다 발달 특징이나 성격 등이 많이 다르죠?(임교사) / 만 3세 유아들이라 어휘의 수가
많이 한정적이죠?(박교사) / 유아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환경구성을 하는 건 중요한
교사역할임을 명심하세요(이교사)

6) 감정 수용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에서 간접적 반응인 감정 수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5.2%로
가장 반응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같은 생각 이예요(임교사) / 몸이 많이 힘들었겠군요(김교사) / 처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어서 많이 떨렸죠?(박교사)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들의 저널쓰기의 내용은 어떠하며 실습지도교사
가 실습생들의 저널쓰기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지도 교사들의 저널쓰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자세(52%), 실습생 지원 역할(34%), 실습지도교사교육(14%)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자세가 전체의 52%를 차지하여 교육실습지도 과정에서 다른 내용에
비해 많이 경험하여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에서 예비 교사인 교육실습
생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교육실습지도 교사이므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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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들은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도교사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이 저널쓰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습지도교사들
은 실습생에게 전문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정
서적 지원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실습지도교사교육이 실습지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
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습지도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실습지
도교사와 실습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조운주, 2001; Brennan,
1995; Killian, McIntyre, & Wheeler, 1987; Koerner, 1992)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교육실습생들의 저널쓰기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반성(27.72%), 교수학습
(25.50%), 유아(16.83%), 부담감(8.17%), 지도교사(7.92%), 교사역할(6.19%), 기대감
(4.95%), 동료실습생(1.49%), 기타(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실습생들이 반
성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었고 그 다음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널쓰기가 자신의 생각에 기초하여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
던 이론, 상황, 다른 사람의 의견 등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교사 자신의 주관을 가
지고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계획, 역할수행
과정, 결과 등 교육의 전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은혜 외, 2006)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널쓰기를 통해서 교육실습생들은 반성할 수 있고 교수와 학습의 반성
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Pultorak, 1993)는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교육실습생들이 실습기간동안 다루어 보아야 할 원장, 학부모 등과의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교육 현장 실태 문제점 파악, 문서와 비품에 대한 관리, 행사 준비 등에 관
하여서는 전반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실습 지도교사들은 실습생들에게 초
임 교사가 되었을 때 필요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생의 관심 밖 영역까
지 지도함으로써 초임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반을 현실적
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교육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 내용은 직접적 반응
(54.5%)이 간접적 반응(45.7%)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도 제공
(19.9%)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 제공, 문제의 존재(17.2%), 연구촉진(13.9%), 칭찬과 격려
(13.5%), 생각의 인식과 명료화(13.1%), 감정 수용(5.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에서 실습지도교사들은 전체적으로 감정 수용 반응을 다른 반응에 비해 적게 반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습생들이 사전실습을 경험하여 실제에 적응이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
이거나 실습지도교사들이 자신의 저널내용에서와 같이 실습생 저널의 피드백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지원에 비해 전문적 지원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실습지도교사들은 실습생 개인이 인식하는 개념수준과 실습지도교사들이 인식하
는 실습생의 개념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실습지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생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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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구체적인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구조적이고 직접적
인 질문으로 피드백 반응을 한 것은 Reiman과 Thies-Sprinthall(1993)연구와 같은 맥락임
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실습생을 지도하는데 교육을 받은 실습지도교사가 교육을 받지 않
은 실습지도교사에 비해 실습생에게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조운주(2001)의 연구결
과를 통해서 실습지도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실습지도교사가 실습생
의 저널에 피드백을 제공할 때 실습생의 현재 사고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그 수
준을 높여 반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박은혜 외, 2006), 실습지도교사들은 저널쓰기
의 피드백 반응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실습생들의 사고 수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유치원의
소수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실습지도교사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습지도교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교사와의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실습지도교사의 피드백 반응 내용에 대한 연구
에 그쳤으나 후속 연구로는 실습지도교사의 개념수준에 따라 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반응,
실습생의 개념수준을 고려한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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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edback and Content of the Journal Writing between the
Cooperating Teacher and the Student Teacher in Kindergarten

Lee, Hyun-ock
Kim, Jung-ju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feedback and content between cooperating
teachers and their student teachers through journal writing. To reach this purpose, 3
cooperating teacher training with experience and 1 cooperating teacher training without
experience and 8 student teachers from kindergartens in A city Kyonggi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s of the journal.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most many content about the attitude as the cooperating teachers at the journal of the
cooperating teachers. Second, there is most many of reflection content at the journal of the
cooperating student. Third, the of the cooperating teachers of the journal had many indirect
reaction which is direct than the reaction. Also many guidance supply is. This is giving the
imply even though it prepares specific a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ing improvement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