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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수행 간의 차이 및 실습불안․갈등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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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역할수행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가 교육실습생이 느끼는 불안과 갈등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
되었다. 본 연구는 대전, 대구, 경북에 소재한 3년제와 4년제 대학 5곳의 유아교육과 학생들 중 2012
년도 유치원 교육실습을 마친 예비유아교사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게 실습지도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및 실제수행정도, 실습불안 및 갈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고 이를 SPSS15.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
한 기대 및 실제수행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차이는 교육실습생의 실습불안 및
갈등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실습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성
취하기 위해서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관한 기대와 실제수행간의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실
습지도교사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양성과정의 제도적 체제로 적
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 제 어≫
∙교육실습(practicum)
∙역할기대-수행(expectation-perfomance of cooperating teachers' role)
∙실습불안 및 갈등(anxiety and coflict on intern teaching)

※ 논문접수 : 2013. 4. 30 / 수정본 접수 : 2013. 6. 11 / 게재승인 : 2013. 6. 17
* 아인키즈유치원 연구교사 / 교신저자(sendyclose@hanmail.net)

- 365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I. 서론
교육실습의 경험은 교육실습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장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현장교사로서 교직생
활을 시작하게 될 때 제공하는 교육의 질적 측면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왕한신, 최유현, 서우석, 송상헌, 2004; Rozelle & Wilson, 2012).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 교과지
도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주로 교육실습에서 보았던 현직 교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 현재의 상황에 활용 학습한 경험에 많은 영향 도움을 받는다(송연숙,
2008; 정미경, 2007; Ross, 2002). 그러므로 교육실습의 경험은 교직에 대한 신념과 기술을 습
득하며, 올바른 교사상을 확립하여 성공적인 유아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
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된다(유지영, 2008). 정종진(200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육실습 중
에 지식과 기능 그 이상의 것을 배우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적 사회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대학이 아니라 실습학교였다고 보고함으로써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나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등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
듯이,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특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지적활동보다는 전인발달을 돕는 활동
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보는 경험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경험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송연숙(2008)은 이와 같은 교육실습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습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
는 두 가지 측면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즉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과정의 핵심적 사
안이므로 교육실습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교육실습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부정적인 경험들도 보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의 경우는 교육실습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례이므로 그대로 적용가능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의 경우는 문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교육실습의 부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에서는 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
간의 관계형성을 중요한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장학과정을 통해서 교육실습의 전반적인 목적을 성취하게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남명자, 2008; 서현아, 최은정, 2008; 송연숙, 2008; 염지숙, 2007; 오지연, 2005; 한민경,
2009; Iancu-Haddad & Oplatka, 2009). 그러므로 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의 관계의 질에
따라 교육실습생이 겪게 되는 어려움 종류와 정도는 달라진다(김신영, 2003; 염지숙, 2003; 이
현중, 2002). 그리고 관계형성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실습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주체인
실습생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실습생 지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교사라는 역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교육실습생과 실습지도교사라는 역할의 차이에서 불안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서현아, 최은정, 2008; Ortlipp & Nutall, 2011).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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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정에서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조직 내의 갈등이 나타나며, 이는
조직과 개인의 생산성을 상실케 하는 원인이 된다(윤정일, 2008)는 점을 고려할 때, 실습과정에
서 발생하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실습과
정에서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Anderson,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이 가지는 실습불안
및 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실습생이 겪는 불안과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실습생은 실습이전 단계에서 막연히
두려웠던 ‘두려움 및 불확실성’이 ‘사회화’, ‘자율성’, ‘확신의 발달단계’를 거쳐 가며(Pearson,
1987), 현직교사로서 자신의 내면의 상을 완성해 간다고 강조한다(박은혜, 조운주, 2006; 손혜
숙, 2007; 최은정, 2007; Roehing, Pressley & Talotta, 2002). 다시 말해 교육실습생들의 경우
실습이 임박해질수록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가지게 되나(류진희, 2000), 실습 진행 과정에서 실
습지도교사와 유아, 기관과의 긍정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현직교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불안감이 점차 해소되어 감을 나타내는 것이다(김나림, 2009; Russell &
Russell, 2011). 그러므로 실습대상 유치원과 실습지도교사, 실습지도교수 등 교육실습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원인력들에게 실습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고 구체적인 실습대
상 유치원의 교육목표와 해당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교육실습생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교육실습생으로써 자신이 어떤 실습과정을 경험하게 될지 막연한 불확
실함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예견할 수 있다(Clarke, 2001). 이는 교사양
성과정에서의 준비를 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간의
차이가 교육실습생이 겪을 불안과 갈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하나의 변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Cain, 2009; Koc, 2011). 즉 교육실습생으로써 경험하게 될 교육실습과정에 대
한 보편적인 차원에서 가지게 되는 막연한 기대감을 자신이 선정한 실습대상 유치원으로 구체
화하여 실질적이고 기능적이며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기대감으로 전환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실
습지도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을 명료화함으로써 교육실습생과 실습지도교
사 간의 ‘교육실습에 대한 목표치와 내용’을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선혜와 김규수(2008), Martin (2002)의 연구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수행과 기대간의 차이와
예비교사의 갈등에 대한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인식을 실습지도교사경험이 있는 현직교사를 대상으
로 연구하고 있었다.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하며(Sim, 2011), 실습지도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해석의 내
용이 유아교사로서의 정체성, 유능감, 반성적 사고 능력, 태도 등을 발전시킨다는 점에 근거하
여 볼 때(Han, 2006; He, 2010; Rodgers & Dunn, 2000),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실
습생의 인식은 중요한 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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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수행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인식
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생들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고영
미, 하재옥, 2009; 이혜숙, 2006; 임효진, 2007)와 인식비교연구(김정신, 박성미, 2009; 장기희,
2009), 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의 신뢰형성에 관한 연구(한민경, 2009), 실습지도교사 역할
에 대한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김선혜, 김규수, 2008; 노민자, 2004; 박은영, 정주선, 2009; 송연
숙, 2008)등 실습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습지도교
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의미와 교육실습생의 실습과정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시사하는 등 중요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습지도교사
의 역할에 대한 기대 혹은 실제 수행 중 한 가지만을 다루고 있거나 실습과정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언급을 다루고 있지만 실습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실습
과정에서의 갈등을 다루기는 하지만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수행에 관한 인식에 대한 부
분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실습생은 교육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Sim, 2011), 역할수행에 관한 평가 역시 교육실습생의 인
식을 살펴 볼 때 실습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가 더욱 심도 깊고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실습생이 느끼는 실습불안과 갈등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교육실습과정
의 체계와 및 발전적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은 실습지도교사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간의 차이는 있는가?
셋째, 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역할수행 간 차이는 실습생이
경험한 실습불안 및 갈등과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 대구, 경북 지역에 소재한 3년제와 4년제 대학 5곳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교육실습을 경험한 18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
교사는 유아교육현장에 대한 관찰경험이 있으며 유치원 교육실습을 마친 학생으로, 실습지도교
사의 지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자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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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에게 실습기관의 일반적 특성, 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및 실제 역할수행정
도, 실습갈등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분의 문항이 누
락되는 등의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 157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응답대상자는 여자
149명, 남자 8명이며 학년별로는 3학년 81명 4학년 76명이였다.
실습 지도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실습 지도교사의 일반적 배경 (N=157)

변인
학력

경력

실습지도 횟수

기관유형

구분
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1년～2년
3년～5년
6년～9년
10년 이상
1～2회
3～5회
6～9회
10회 이상
사립
국공립

빈도
108
49
41
72
39
5
24
98
26
9
125
32

백분율(%)
68.7%
31.3%
26.4%
45.9%
24.3%
3.4%
15.3%
62.4%
16.5%
5.7%
79.7%
20.3%

2. 연구도구
1)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실제 역할수행은 Kuehl(198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기초로, 실무지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을 7가지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한 신현주(1998)의 연구도구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실습지도 교사의
역할을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자 역할 8문항, 상담자 역할 9문항, 교수활동
지도 역할 14문항, 성장기회 제공역할 6문항, 실습안내역할 9문항, 교육실습생 평가 역할 6문
항, 실무지도 역할 5문항의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중간 값을 선택하는 중앙 집중의 오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다. 즉, 교육실습생이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의 인식문항
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습지도교사의 실제 역할수행에 대한 응답은 각 역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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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도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전혀 지도하지 않는다’의 1점에서 ‘항상 지도한다’ 4점까지 평정
된다. 따라서 실제 역할 수행을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다. 본 검사도구의 Cronbach α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 문항번호 및 신뢰도 (N=157)

문항번호
연구자 역할
2, 6, 8, 9, 14 ,20 ,21, 32
상담자 역할
11, 12, 13, 22, 23, 24, 25, 30 ,35
교수활동지도 역할 10, 33, 34, 36, 37, 38, 39, 40, 41 ,42, 45, 46 ,47, 49
성장기회 제공역할
4, 5, 15, 48, 51, 52
실습안내 역할
1, 3, 7, 16, 17, 18, 19, 26, 27
교육실습생 평가 역할
28, 29, 31, 43, 44, 50
실무지도 역할
53, 54 ,55, 56 ,57

문항수
8
9
14
6
9
6
5

신뢰도
.76
.77
.88
.64
.84
.78
.86

2) 실습에 대한 불안 및 갈등

본 연구에서는 실습생이 유치원 교육실습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예
비교사가 교육실습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연구(이현중, 2002)와 예비유아 교사의 교육실습 불안
을 분석한 신은희(2003)의 연구를 토대로, 교육실습생의 실습불안 및 갈등 측정도구를 구성한
최은정(2007)의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불안에 대한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불안요인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업, 실습
평가,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인간관계, 실습운영시스템의 5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총 문항
은 13문항이다. 갈등요인은 자신과의 갈등,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 유아와의 갈등, 실습운영시
스템에 대한 갈등, 기관과의 갈등의 5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총 문항은 3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검사도구의 Cronbach α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교육실습생의 실습불안 및 갈등 문항번호 및 신뢰도 (N=157)

구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1, 2
3, 4, 5
6, 8, 11
7, 9, 10
12, 13

2
3
3
3
2
13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업
실습평가
불안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인간관계
실습운영시스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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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Cronbach α)
.86
.84
.82
.86
.7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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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자신과의 갈등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
유아와의 갈등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갈등
기관과의 갈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6
10
6
2
6
30

.86
.90
.85
.82
.84
.90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조사는 2012년 4월 2일～2012년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2012년 4월 4일부터 4
월 11일까지 연구도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이외의 유아교육기
관 교육실습을 경험해 본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 작성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실제 역할수행 정도를 함
께 작성해야 하는 설문지의 특성상 설문방법에 대한 설명에 충분하지 않아 설문작성에 혼란이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역할기대, 실제 역할수행 정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설문지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문항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평정할 수 있도
록 문항제시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대학의 교육실습 담당교수에게 협조메일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의 담당교수를 통하여 각 대
학의 유치원 교육실습기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1주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4월 한
달(4월 2일～4월 27일)과 5월 한 달(5월 7일～6월 1일)에 걸친 기간 중 유치원 교육실습이 이
루어졌다.
그 후 자료수집에 동의한 대학별로 교육실습이 종료된 시기를 고려하여 5월 초와 6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각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성
실한 응답이 이루어진 설문지 15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문제
1의 유치원 교육실습생의 실습지도교사 역할기대 및 실제 역할수행 정도와 실습지도교사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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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인별(교육경력, 실습지도횟수, 학력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차이검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간의 차이는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
3의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의 차이가 실습생이 경험한 실습불안 및 갈등과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1.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관련변인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
1) 실습지도교사 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역할기대 및 역할수행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역할의 7개 하위영역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역할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역할기대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역할 수행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 분

역할기대 M(SD)

역할수행 M(SD)

연구자 역할

3.77 (.52)

2.87 (.68)

상담자 역할

3.69 (.21)

2.71 (.79)

교수-활동지도 역할

3.74 (.24)

2.61 (.81)

성장 기회제공 역할

3.79 (.62)

3.00 (.63)

실습안내 역할

3.74 (.25)

2.51 (.83)

실습생 평가 역할

3.75 (.26)

2.66 (.81)

실무지도 역할

3.56 (.45)

2.17 (.89)

전 체

3.75 (.22)

2.65 (.66)

표 4와 같이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역할기대는 전체적으로
평균 3.75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성장 기회제공 역할기대 점수가 평균 3.79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구자 역할(M=3.77), 실습생 평가 역할(M=3.75)이었다. 교수-활동지도
역할(M=3.74), 실습안내 역할(M=3.74)이었으며 상담자 역할(M=3.69), 실무지도 역할(M=3.56)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역할기대가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실습과정에서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치가 높았으며,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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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성장 기회제공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변인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
1) 유치원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학력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학력에 따른 역할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수행 하위영역별 차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변인(학력)에 따른 역할수행 차이

하위변인

3년제 졸 (N=108)

4년제 졸 (N=49)

t

M

SD

M

SD

연구자 역할

2.79

.68

2.92

.67

-.1.57

상담자역할

2.60

.80

2.79

.78

-1.96

교수활동지도 역할

2.45

.82

2.91

.61

-2.88**

성장기회 제공역할

2.91

.61

3.06

.64

-1.96**

실습안내 역할

2.36

.84

2.61

.82

-2.45**

실습생 평가 역할

2.53

.79

2.76

.82

-2.41**

실무지도 역할

2.13

.89

2.19

.89

-1.49

전 체

2.54

.65

2.72

.65

-2.32**

**

p<.01

표 5의 실습지도교사의 학력에 따른 역할수행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실습생은 실습지도교
사의 학력(3년제 vs. 4년제)에 따라 전반적인 역할수행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수활동지도 역할(2.45 vs. 2.91), 성장기회 제공 역할(2.91 vs. 3.06), 실습안내 역
할(2.36 vs. 2.61), 실습생 평가 역할(2.53 vs. 2.7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유치원 교육
실습생들은 실습지도교사가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 3년제 졸업에 비해서 교수활동지도, 성장
기회 제공, 실습안내역할, 실습생 평가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경력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경력에 따른 역할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수행 하위영역별 차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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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변인(경력)에 따른 역할수행 차이

하위변인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지도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안내 역할

1～2년
(N=41)

3～5년
(N=72)

6～9년
(N=39)

10년 이상
(N=5)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2.71

.75

2.97

.73

2.81

.57

3.37

.60

6.90***

.68

***

1<3,2<4

***

1,3<2<4

***

1<3,4<2

***

1,3<2,4

***

2.34
2.30
2.65
2.28

.64
.85
.60
.99

2.86
2.86
3.28
2.68

.66
.63
.41
.80

2.75
2.52
3.03
2.48

.88
.79
.66
.47

3.30
3.36
3.17
2.91

.66
.61
.42

12.01

15.17

14.19
4.93

1,3,2<4

실습생 평가 역할

2.43

.85

2.73

.91

2.63

.65

3.37

.75

9.06

1,3,2,<4

실무지도 역할

1.98

1.04

2.14

.91

2.10

.59

3.09

1.03

11.32***

1,3,2<4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2.38
수행(전체)

.66

2.79

.64

2.62

.58

3.22

.59

12.83***

1,3<2<4

***

p<.001

표 6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실습지도교사의 경력에 다른 역할수행의 차이는 전체 비
롯하여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지도,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안내 역할, 실습생 평
가역할, 실무지도 역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 전체에 있어 10년 이
상 경력의 실습지도교사와 3～5년 경력의 실습지도교사가 6～9년, 1～2년 경력의 실습지도교사
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자 역할수행에 있어 10년 이상 경력의 실습지도교사가 1～
2년, 3～5년, 6～9년 경력의 실습지도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상담자
역할수행에 있어 10년차 경력 실습지도교사가 10년 이하 모든 경력집단 교사에 비해 가장 우
수한 수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5년, 6～9년 이상의 경력 실습지도교사는 1～2년 경력집단
에 비해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교수활동지도에 있어 10년 이상 경력, 3～5년 경력
집단의 실습지도교사가 1～2년, 6～9년 경력 교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넷째, 성장기회
제공역할 수행에 있어 3～5년 경력의 실습지도교사가 10년 이상, 6～9년, 1～2년 경력 실습지
도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섯째, 실습안내 역할 수행에 있어 3～5년, 10년
이상 경력의 실습지도교사가 1～2년, 6～9년 경력 실습지도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여섯째, 실습생 평가 역할에 있어 10년 이상 경력의 실습지도교사가 다른 모든 경
력집단(1～2년, 3～5년, 6～9년)에 비해 높은 수행점수를 받았다. 일곱째, 실무지도 역할에 있어
10년 이상 경력 및 3～5년 경력 실습지도교사가 1～2년, 6～10년 경력집단에 비해 높은 수행점
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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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 횟수에 따른 역할수행의 차이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 횟수에 따른 역할수행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수행 하위
영역별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변인(실습지도 횟수)에 따른 역할수행 차이

하위변인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지도

1～2회
(N=24)

3～5회
(N=98)

6～9회
(N=26)

10회이상
(N=9)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2.76

.70

2.83

.62

3.29

.51

3.15

.68

6.97***

.81

***

1,2<4<3

***

1,2<4,3

***

2.57
2.45

.67
.79

2.62
2.60

.86
.83

3.41
3.09

.75
.71

3.03
3.07

.69

12.95

8.23

1,2<4,3

성장기회 제공역할

2.90

.58

2.96

.68

3.52

.43

2.96

.72

9.89

1,4,2<3

실습안내 역할

2.35

.89

2.48

.69

3.11

.74

2.82

.49

9.18***

1,2<4<3

.67

***

1,2<4,3

***

1,2<4,3

***

1,2<4<3

실습생 평가 역할
실무지도 역할
역할수행(전체)

2.48
1.97
2.50

.84
.94
.64

2.71
2.28
2.64

.73
.68
.60

3.15
2.55
3.16

.66
.76
.55

3.14
2.55
2.96

1.15
.64

9.69

6.49

12.09

***

p<.001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 횟수에 다른 역
할수행 차이는 전체를 비롯하여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지도 역할, 성장기회 제공
역할, 실습안내 역할, 실습생 평가역할, 실무지도 역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이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습지도교사의 역
할수행 전체에 있어 실습지도 횟수 6～9회의 교사가 10회 이상의 교사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
타났으며, 10회 이상의 교사는 실습지도 횟수 3～5회, 1-2회 교사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자 역할수행과 상담자 역할 수행, 실습안내 역할 수행,
실습생 평가역할 수행에서 실습지도 횟수 6～9회 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다음으로
10회 이상의 교사가 1～2회, 3～5회의 실습지도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
째, 교수활동지도 역할 수행, 실무지도 역할 수행에 있어 실습지도 횟수 6～9회, 10회 이상의
교사들이 1～2회, 3～5회 교사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성장기회 제공역
할 수행에서는 실습지도 횟수 6～9회 교사가 1～2회, 3～5회, 10회 이상 교사들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수행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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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수행정도의 비교
1)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평균비교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영역별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평균비교

하위변인

역할기대(기대수준)

실제 역할수행(수행정도)

차이 (M1-M2)

M1

(SD)

M2

(SD)

연구자 역할

3.77

.52

2.87

.68

.90

상담자 역할

3.69

.21

2.71

.79

.98

교수활동지도 역할

3.74

.24

2.61

.81

1.13

성장기회 제공역할

3.79

.62

3.00

.63

.79

실습안내 역할

3.74

.25

2.51

.83

1.23

실습생 평가 역할

3.75

.26

2.66

.81

1.09

실무지도 역할

3.56

.45

2.17

.89

1.39

전체

3.75

.22

2.65

.66

1.00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평균을 비
교해보면 연구자 역할(M1-M2=.09), 상담자 역할 (M1-M2=.98), 교수활동 지도역할(M1-M2=
1.13), 성장기회 제공역할(M1-M2=.79), 실습안내 역할(M1-M2=1.23), 실습생 평가역할(M1-M2=
1.09), 실무지도 역할(M1-M2=1.39)로 나타났으며 전체는 역할기대 수준에 대한 실제 수행정도
의 차이가 M1-M2=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 정
도가 역할기대 수준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무지
도역할(M1-M2=1.39)이 가장 높은 기대-수행 간 차이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실습안내 역할
(M1-M2=1.23), 교수활동 지도역할(M1-M2=1.13)순으로 나타났다.
2)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대응비교

유치원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가 하위항목별로 어떤 차이를 나타
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항목별로 대응 비교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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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과 수행정도의 각 항목에 대한 대응비교

하위변인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지도 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안내 역할
실습생 평가 역할
실무지도 역할
전체

역할기대(기대수준)
M1
SD
3.77
.52
3.69
.21
3.74
.24
3.79
.62
3.74
.25
3.75
.26
3.56
.45
3.75
.66

실제 역할수행(수행정도)
M2
SD
2.87
.68
2.71
.79
2.61
.81
3.00
.63
2.51
.83
2.66
.81
2.17
.89
2.65
.22

t
18.73***
20.12***
24.78***
16.03***
25.83***
24.26***
25.89***
27.76***

***

p<.001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기대수준에 대한 실제 역할수행정도의 차이를 항목
별로 대응 비교 한 결과, 전체적으로 역할기대수준보다 실제 역할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 역할(기대:3.77 vs. 수행:2.87), 상담자
역할(기대:3.69 vs. 수행:2.71), 교수활동 지도역할(기대:3.74 vs. 수행:2.61), 성장기회 제공역할(기
대:3.79 vs. 수행:3.00), 실습안내 역할(기대:3.74 vs. 수행:2.51), 실무지도 역할(기대:3.56 vs. 수
행:2.17), 실습생 평가역할(기대:3.76 vs. 수행:2.6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연구자 역
할과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 지도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안내 역할, 실무지도 역할, 실습생
평가역할의 수행은 교육실습생의 기대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와 실습불안 및 갈등 간의 관련성
1) 교육실습생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갈등

교육실습생이 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교육실습생이 경험한 실습불안 및 갈등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불안

하위영역
유아와의 상호작용 불안
수업에 대한 불안
실습평가에 대한 불안

M
3.90
3.77
3.66

SD
.75
.77
.80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인간관계

2.95

.87

- 377 -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불안
불안(전체)
자신과의 갈등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
유아와의 갈등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갈등
기관과의 갈등
갈등(전체)

갈등

2.96
2.90
2.68
2.65
3.16
2.02
2.49
2.12

.90
.51
.55
.63
.59
.74
.87
.36

표 10의 결과에서 교육실습생이 경험한 실습불안 및 갈등의 평균을 살펴보면 불안은 전체평균
2.90, 갈등은 평균 2.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요인에서 유아와의 상호
작용(M=3.90)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수업(M=3.77), 실습평가(M=3.66),
실습운영시스템(M=2.96),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인간관계(M=2.95)순으로 나타났다. 갈등요인에
서는 유아와의 갈등(M=3.16)이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자신과의 갈등
(M=2.68),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M=2.65), 기관과의 갈등(M=2.49),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갈
등(M=2.02)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치원 교육실습생들은 실습과정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
한 불안과 유아와의 갈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2)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차이와 실습불안 및 갈등 간의 관련성

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실습불안 및
갈등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수행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의 불안 간의 관련성
역할기대-역할수행 차이
하위변인

연구자
역할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업

-.058
.023

실습평가
.056
실습
불안 교직원과의 인간관계 -.161**

*

상담자 교수활동 성장기회 실습안내 실습생
실무
전체
역할 지도역할 제공역할 역할 평가역할 지도역할
.065

-.091

-.034

.321***
***

.254

.055

-.032

.048

.125*

-.041

-.028

.342***

-.235***

-.169**

.033

-.129*

.154**

.158**

.933

.129

.174**

.118*

.149

.306***

.166**

*

-.176**

.003

-.145*

실습운영 시스템

.001

.053

-.030

-.030

.361***

.314***

.369***

.188**

불안(전체)

-.048

.033

-.130*

-.063

.302***

.081

.208***

.072

**

p<.05,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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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 수행평가 간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의 불안 및 갈등과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실습불안 전체에 대해서는 교수활동 지도역할(r=-.130), 실습안내역할
(r=.302), 실무지도역할(r=.2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은 실습안내 역할(r=.321),
실습생 평가역할(r=.154), 실무지도 역할 (r=158)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치원 실습에 있
어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안내 역할, 실습생 평가역할, 실무지도 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
와 실제 실습지도교사의 수행간이 차이가 클수록, 실습생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업에 대한 불안은 실습안내역할(r=.254), 실습생 평가역할(r=.129), 실무지도역할
(r=174)과 전체(r=.118)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안내 역할, 실습
생 평가역할, 실무지도 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실습지도교사의 수행 간의 차이
가 클수록 교육실습생은 수업에 대한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실습평가에 대한 불안은 상담자역할(r=.125), 실습안내역할(r=.342), 실무지도역할
(r=.306)과 전체(r=.166)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상담자역할, 실습안
내역할, 실무지도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실습지도교사의 수행 간 차이가 클수
록 실습평가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은 연구자역할(r=-.161), 상담자역할(r=-.129),
교수활동 지도역할(r=-.235), 성장기회 제공역할(r=-.169), 실습생 평가역할(r=-.176)과 전체
(r=-.145)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연구자역할, 상담자역할, 교수
활동 지도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생 평가역할과 전체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보다 역할
수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교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실습운영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실습안내역할(r=.361), 실습생 평가역할(r=.314), 실무
지도역할(r=.369)과 전체(r=.188)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안내역
할, 실습생 평가역할, 실무지도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가 실제 실습지도교사의 실제 수
행 간 차이가 클수록 실습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수행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의 갈등 간의 관련성
역할기대-역할수행 차이
하위변인

연구자
역할

상담자 교수활동 성장기회 실습안내 실습생
실무
전체
역할 지도역할 제공역할 역할 평가역할 지도역할

자신과의 갈등
실
습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
갈
유아와의 갈등

.253***

.226***

.061

.108

.333***

.193***

.299***

.266***

.494***

.563***

.427***

.394***

.473***

.494***

.344***

.566***

.198***

.360***

.170**

.210***

.134*

.319***

.057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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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운영시스템 갈등
등

기관과의 갈등
갈등(전체)

*

p<.05, **p<.01,

.316***

.197***

***

***

.146*
***

.186**
**

-.145*
***

.009
***

-.092
**

.108

.353

.314

.259

.172

.390

.275

.168

.342***

.450***

.469***

.287***

.318***

.257***

.343***

.194***

.411***

***

p<.001

다음으로 실습갈등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자역할(r=.450), 상담자 역할(r=.469), 교수활동 지도
역할(r=.287), 성장기회 제공역할(r=.318), 실습안내 역할(r=.257), 실습생 평가역할(r=.343), 실무
지도 역할(r=.197), 그리고 전체(r=.41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신과의 갈등에서는 연구자역할(r=.253), 상담자역할(r=.226), 실
습안내 역할(r=.333), 실습생 평가역할(r=.193), 실무지도역할(r=.299), 전체(r=.266)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연구자역할, 상담자역할, 실습안내역할, 실습생 평가역
할, 실무지도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실습지도교사의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교육실습생 자신과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에서는 연구자역할(r=.494), 상담자역할(r=.563), 교수활동 지도역
할(r=.427), 성장기회 제공역할(r=.394), 실습안내역할(r=.473), 실습생 평가역할(r=.494), 실무지
도역할(r=.344), 전체(r=.566)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
에 대한 모든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아와의 갈등에서는 연구자역할(r=.198), 상담자역할(r=.563), 교수활동 지도역할
(r=.170), 성장기회 제공역할(r=.210), 실습안내역할(r=.134), 실습생 평가역할(r=.319), 전체
(r=.254)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연구자역할, 상담자역할, 교수활동
지도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안내역할, 실습생 평가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
습지도교사의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유아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갈등에서는 연구자역할(r=.316). 상담자역할(r=.197), 교수활동
지도역할(r=.146), 성장기회 제공역할(r=.186), 실습안내역할(r=-.145)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의 연구자역할, 상담자역할, 교수활동 지도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대한
기대와 실습지도교사의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교육실습생이 느끼는 실습운영시스템에
대한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기관과의 갈등에서는 연구자역할(r=.353), 상담자역할(r=.314), 교수활동 지도역할
(r=.259), 성장기회 제공역할(r=.172), 실습안내역할(r=.390), 실습생 평가역할(r=.275), 실무지도
역할(r=.168), 전체(r=.342)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지도교사
에 대한 모든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기관과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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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
이를 알아보고, 교육실습생의 불안 및 갈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역할수행의 차이는 실습지도교사의 학력, 경력, 실
습지도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습지도교사의 학력변인에 따
른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3년제 대학집단에 비해 4년제 대학집단의 실습지도
교사들이 교육실습생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실행해보고 실수를 인정하여 좀 더 나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실습이 시작되기 전 유치원에 대한 안내, 교육목
적, 실습 계획 등의 실습안내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송연숙(2008)
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역할수행정도의 인식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노민자
(2004)의 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학력에 따른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정도가 일치되지 않는 것은 학
력변인이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외의 또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전문적 지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현직교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을 실체화한 ‘경험된 지식’의 양과 질에 따른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He, 2010; Iancu-Haddad & Oplaka, 2009). 더불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임과 동시
에 ‘가르칠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하는 ‘학습자’라는 점(Blase, 2009)을 고려할 때, 실습지도교사
의 재교육 및 자기개발은 좀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역할수행은 실습지도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실습지도교사의 교육경력은 역할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이며, 특히 교육경력 6～9년 집단의 실습지도교사 역할수행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선혜와 김규수(2008)의 연구에서도 다른 경력교사집단에 비해 경력 1～2년의 실습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은 교육실습생의 갈등이 가장 높았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현직교사에게 교육실습생 지도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부가적으로 주어
지는 추가업무로 인식될 수 있다(김수향, 한민경, 이은진, 2012). 따라서 Katz의 교사발달단계
에서 생존기의 교사보다는 성숙기에 있는 교사들이 가중되는 업무량, 즉 실습지도역할을 수행
해 낼 심리적 여유와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vertson & Smithley, 2000; Wang & Odell, 2002).
그러나 성숙기의 교사들 중에서 6～9년의 교사집단이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집단에 비
해 더 높은 역할수행의 정도를 보인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
로는 유치원 교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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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6년차 이상의 경력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기회를 가
지는 경우가 많다. 즉 본 연구에서의 6～9년 경력집단 교사들은 성숙기의 교사로서, 1급 정교
사 연수를 최근에 받은 집단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직에 대한 교육신념이나 경력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
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역할에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집단은
오랜 현장교사 생활로 인해 다소 소진되어 있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이정현, 2010; 이윤식, 이두영, 2009). 송연숙(2008)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1년 이상의 집단의 수행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여주
었다. 서현아, 최은정(2008)의 연구에서도 11년 이상 교사경력을 가진 지도교사에게서 실습지도
를 받은 교육실습생들이 실습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연숙(2008)과 노민자(2004)의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른 역할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의 경력에 따른 역할수행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교사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처하게 되는 각
사태에 가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방안들을 찾아내어 보유하고 활용하며 또 개선하는 계속적인
과정(김현자, 2007)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같은 경력의 교사라 할지라도 각각의 교사가 처할
수 있는 상황 혹은 유치원의 여건 등에 따라서 보유하게 되는 실천적 지식의 양적ㆍ질적 측면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력이 교사로서의 능력치를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
니라고 예측할 수 있다(Iancu-Haddad & Oplaka, 2009).
다음으로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 역할수행은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사이를 살펴본 결과, 요인 간 다소의 차
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실습지도 횟수 1～2회, 3～5회 교사집단에 비해서는 그 이상의 실습지
도 경험이 있는 교사집단의 역할수행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연숙(2008)의 연구에서
도 실습지도 횟수가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습지도교사의 지도횟수가 많을
수록 역할수행의 점수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다소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즉 실
습지도교사의 실습지도 경험은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실습지도교사의 지도역량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도횟수 10회 이상의 교사보다 6～9회의 교
사들의 역할수행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습지도 횟수가 실습지도교사 역
량을 절대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들의 실습지도 사례에 관
한 권귀염과 방유선(2012)의 연구대상 중 경력 4년의 교사는 실습지도 횟수가 총 6회였고, 경
력 6년의 교사는 실습지도 횟수가 총 2회였던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습지도 횟수가 교사들의
일반적인 경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유치원 교육
실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습지도교사가 될 현직교사보다는 유치원 원장이 더 큰 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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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대학과 협력관계에 있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치원
의 교사보다 더 많은 교육실습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지
도 횟수와 실 교육경력은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함
에 있어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교사의 ‘개인의사’가 크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Ashton(1990)이 언급한 것처럼, 교사의 신념은 그들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습지도 교사들이
‘실습지도’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교사양성과정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을 인식할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실습지도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시작하게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습지도교사 역할에 대한 현직교사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실습생이 인식한 실습지도교사에 대한 역할기대와 실제 역할수행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역할기대에 대한 인식이 역할수행 인식정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점수의 전체평균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의 교육실습생들이 매우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기보다는 교육실습생이 경험한 실습지도교사의 실제 역할수행 정도가 평균 수준보다 낮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의 차이는 특히 실무지도 역할, 실습안내 역할, 교수활동
지도역할에서 더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자(2004)의 연구에서도 실습지도교사
에 대한 역할기대보다 역할수행의 평균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
는 본 연구의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중에서 실습이 시작되기 전 유치원에 대한
안내와 교육목적, 실습에 참여하게 될 교실 및 유아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줄 것으로 기대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보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며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유아와 관련된 업무 이외의 교사실무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
제 현장에서는 만족할만한 지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교육실습생은 실습지도교사의 역할로서 ‘교수자(instructor)’보다 ‘정서적ㆍ교육자
적 지지자’(mental, emotional, and pedagogical support)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Giebelhaus, Carmen, & Bowman, 2002; Iancu-Haddad & Oplatka, 2009). 그러나 또 다른 선
행연구들(Anderson, 2007; Mays-Woods, 2003)은 실습교사들은 실습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있어 정서적 멘토보다는 허용되는 범위에서의 권위(autority), 힘(power)을 기반으로 실습생들
의 교사로서의 교수적 기술을 증진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교육실습이
라는 과정에 당사자(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간의 ‘교육실습’에 대한 목적과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실습 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실습평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김재환(2009)도 전반적인 평가영역에서 실습지도교사와 예비보육교사간의 평가인식이 서로 다
르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은 서로의 역할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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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실습생과 실습지도교사
간의 ‘교육실습’에 대한 신념의 괴리감은 교육실습생으로 하여금 좌절감과 불안, 갈등 등의 부
정적 정서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Bulloguh & Dapper, 2004; Ward, Nolen, &
Horn, 2011).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 번째 연구문제에 따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실제
수행간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의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습지도교사의 실습안내역할,
실습생 평가역할, 실무지도역할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유
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 수업에 대한 불안, 실습평가에 대한 불안, 실습운영시스템에 대
한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지도교사가 교육실습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
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과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불
안감이 해소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실습생이 ‘예비교사’가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교
육실습’교과목의 성적을 평가받는 과정으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전공의 학생으로서 어떤 기준에 따라 교육실습을 지
도․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지도교사의 역할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할 경우
자신이 유치원 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
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McNay, 2003; He, 2010).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실습 진행 과정에서 실습지도교사, 유아 그리고 기관과의 긍정적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현직교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불안감이 점차
해소되기도 하지만(김나림, 2009; Russell & Russell, 2011) 실습과정에서 긍정적 신뢰관계를
반드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실습생이 가지는 교육실
습의 전반에 걸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실습
지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평가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실습을 경험
하도록 교육실습 당사자 간의 조직적인 연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교직원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에서는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육실습생의 기대와 실제 수행간의 차이가 클수록 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실습생들이 실습유치원의 교직원과 관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은 연구자 역할, 상담자
역할, 교수활동 지도역할, 성장기회 제공역할, 실습생 평가역할에 대한 역할기대-수행 간 차이
가 클수록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기대정도가 수행정도보다 높을 경우 부정적
인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으로,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직업적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실습지도교사의
‘현직교사’모습이 항상 완벽하거나 늘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측면
을 고려해볼 수 있다(Beck & Kosnik, 2002). 즉 교사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서 현직교사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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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되었을 때는 ‘선배’라는 존경심과 본인은 잘 못하는 일들을 매우 유능하게 수행해내는 ‘상
급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 크게 느끼게 되고 따라서 불안감도
크게 느낀다. 그러나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실습지도교사에게서 ‘나는 선생님이 되면 저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로서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Bullough & Drapper, 2004).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실습과정에서 실습생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교육신념과 교육방향을 정립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며, ‘학생’에서 ‘교사’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인간관계
에서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따라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자신의
교육신념이 실습과정에서 체계화 될 수 있도록 실습지도교수의 실습참여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실제 수행간의 차이와 교육실습생의 갈등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
육실습생이 실습과정을 통해 경험한 갈등의 평균이 2.12로 나타나 갈등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
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 시 갈등의 상태가 보통이라고 한 이현중(2002), 송연숙
(2008)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각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유아와의 갈등, 자신과의 갈등, 실습지도
교사와의 갈등, 기관과의 갈등, 실습시스템에 대한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크다고 한 선행연구(염지숙, 2003; 황윤세, 최미숙, 2005)
와 일치하지 않으나 유아와의 갈등이 가장 높고, 자신과의 갈등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 박은미
(2009), 송연숙(200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Brown & Danaher(2008)의 연구에서도 발달
초기의 교사는 유아통제를 가장 힘들어하며, 실습과정에서 실습생들은 유아에 대한 통제나 훈
육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유아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고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과정에서 유아들이 교육실습생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
문에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음에서 오는 어려움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돌
발 상황을 교육실습생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느끼는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치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실에서 일어
나는 유아와의 수업장면이다. 이러한 핵심적 업무에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유아를
통제하거나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측면과 더불어 교사로서의 성취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
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자질에 대한 갈등과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겪게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고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Han, 2006; Rodgers & Dunn, 1997). 따라서 교육실
습생이 현장의 교실에 배치된 후 교실의 유아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때 실습지도교사의 세
심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교육실습생의 경우 교실안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잘 모를
수 있다. 몇몇의 유아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담임교사(실습지도교사)는 용인하지 않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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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을 교육실습생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교육실습생은 교실에서의 암묵적인 규
칙을 모르기 때문에 유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습지도교사가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육실습생을 훈계하게 된다면 유아들은 교육실습생
의 교사로서의 권위(위치)를 더욱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유아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의사판단과 지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므로, 실습지도를 담당한 담
임교사가 유아들에게 교육실습생을 소개할 때부터 교육실습생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의 교사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유아들의 태도 또한 교육실습생을 ‘교사’로 인정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습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서로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사전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실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습지도
교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수과
정을 수료하는 등의 교육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
났듯이 실습지도 횟수나 경력이 반드시 효과적인 교육실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습지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도역량은 경험적 지식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습
지도교사의 교사로서의 경험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실습과정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실습의 또 하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
즉 유치원과 실습지도교사의 입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학교조직으로서
유치원의 시스템에서는 교육실습이 직면업무라기 보다는 부가적인 업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직교사가 실습지도교사로서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것은 현직교사가 수행해야 할 교사로서
의 역할 이외에 추가되는 또 다른 역할인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혹은 교육청 차원에
서의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상에서는 실습지도교사 양성과
정 혹은 실습지도교사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직교사가 실습지도교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일만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실
습의 성패를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실습과정
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
른 보상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양성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지식, 이해, 태도의 성장과 발달 등에 초점
을 두고 교육과정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ELT
(Teacher Education and Learning to Teach)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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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은 프로그램의 구조(교사교육 기간, 교직과목 제공시기, 교직과 전공과
목의 학점배분 등)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의 질이었다(National Center for Reseach on
Teacher Education, 1991; Zeichner, 2007). 즉, 훌륭한 프로그램에 대한 피상적 수준의 특성 분
석을 넘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예비교사들의 능력발달에 기여하는지, 교원양성 교육과
정의 각 영역과 교과목 내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등을 명료하게 분석할 필
요가 있다(Zeichner & Conklin,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습생이 인식한 지도교사의 역할기대 및 수행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습지도교사가 인식한 실습생의 역할기대 및 수행간의 차이가 실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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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repancy between intern Teachers'
Expectation and Performance of Cooperating
Teacher's Mentoring Ab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Anxiety and Conflict of Early Childhood Intern
Teachers
Son, Ji-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screpancy between expectation of cooperating
teachers' roles, performance perceived by intern teachers. and the relationships to anxiety and conflict of
early childhood intern teachers. A total of 157 intern teachers who were enroll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cours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Data was collected by the scales of role expectation on
cooperating teachers (Kuehl, 1984; Shin, 1998), and scale of anxiety and conflict of student teachers by
Chio (2007). Data was analyzed by SPSS statistic program with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1) in comparisons of cooperating teachers' educational background, years of
teaching, and numbers of mentoring internship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tern teachers'
perception on performance of mentoring ability of cooperating teachers during internship. (2) There is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intern teachers' expectation and performance of cooperating teacher's
mentoring ability. (3) The discrepanc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nxiety and conflict of the early
childhood intern teachers in positive and negative way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eed for
systematic support and education for cooperating teachers to implement their mentoring roles more
effectively and ultimately call for reconstruction of the current student-teaching system toward
research-based and university-kindergarten cooperative mentio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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