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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가 인식하는 학교현장실습 지도교사에 의한 배움
기회와 실습을 통한 성장 및 만족도 사이의 관계
김영주1)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ies Provided
by Supervising Teacher on th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Effects of and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
1)

Youngjoo Kim
요 약

이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학교현장실습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와 이것이 그들이 느끼는 실습을 통한 성장 정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습의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자료는 지방에 소재하는 한 교육대학교에서 이 대학이 운영하는 다섯 가지 형
태의 학교현장실습인 일반학교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
업실습을 모두 이행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353부가
배부되었고, 이중 326부가 회수되어 92.3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교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중 예비교사들이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실습은
수업실습 한 형태에 그치고 있었다. 둘째, 위 다섯 형태의 실습 모두에서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
기회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습을 통한 성장의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학습
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모든 형태의 실습에서 예비교사
들이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는 이들의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리고 그 영향력은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핵심어 : 학교현장실습, 실습 지도교사, 실습 효과, 실습 만족도, 예비교사인식

Abstract
The present study analyzes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learning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supervising teacher and its relationships with their self-perceived growth through field experi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seniors
at 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ho carried out all of the five types of field experiences the
university offers, which include classroom observation,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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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instructi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eaching practicum. A total of 353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them, 326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return rate was 92.3 percent.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are as follow. First, among the five types of field experiences pre-service teachers
perceive the learning opportunities offered by supervising teacher were enough only in teaching practicum.
Second, in all of the five types of field experiences, the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ies offered by
supervising teacher influenced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their growth through field experiences. The
degree of influence was especially great in individual instructi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eaching
practicum. Third, the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ies provided by supervising teacher influenced preservice
teachers’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s. Such influence was present in all of the five types of field
experiences, and it was especially strong in the three types of field experiences such as individual
instructio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teaching practicum
Keywords : Field experience, supervising teacher, effects of field experience,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1. 서론
예비교사에게 있어 학교현장실습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변증을 통해 미래교사로서의 실천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교육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이다. 대학 강의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
이 이루어지는 실제상황에서 적용해보고, 그 결과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자신만의 교육적 가치와
신념 그리고 실천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공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학교현장실습은 재학생
들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교육봉사와 함께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사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야 하는 교육실습의 법적 필수요소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실습을 구성함에 있어서 대
학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비롯한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관찰을 하는 참관실습, 실제 수업계획을 수
립하고 실천해보며 수업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는 수업실습, 교사가 수행하게 되는 행정 업무 등의
수행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실무실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
학교현장실습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예비교사들에게 교생선생님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교육하게 될 학교라는 공
간과 그 안에서의 일상을 교사에 근접한 입장과 관점에서 체험하게 해준다. 이런 경험은 교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교사양성대학에 들어 온 이들에게 과연 교사라는 것이 자신에
게 맞는 직업인지에 대한 숙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교직에 대한 소명을 확
인하는 시간이 되어주기도 한다[2, 3]. 또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은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의 성장에 발휘하는 강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책임감
과 사명감을 키우는 동시에, 후에 교사가 되어 자신들이 지도하게 될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로 그
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하는 교사상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한다[4-6]. 더 나아
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관찰하고 직접 참여해보는 경험은 학생에 대
한 이해를 높여줄 뿐 아니라 교사로서 수업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며 지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을 익히게 해준다[7]. 그리고 학교현장실습을 통
한 이런 경험은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실습의 과정에서 배우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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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구체적 지식과 기술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사가 되고난 후, 특히 아직 교사로서의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초임교사 시절의 실천을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되어준다[8].
이렇게 예비교사들이 교직으로 사회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미래 교사로서 학교현장에 연착륙하
는 것을 돕는 학교현장실습에서 지도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실습지도교사는 실습활동
을 지도하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실질적인 담당자이며, 예비교사들이 실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제 막 실습을 나와 교생이라는 낯선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는 이들에게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은 무엇이며, 학생들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다른 교
사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통해 실습학교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현장경험과 이것을 통해 축적해 온 교육에 대한 통찰을 나눔으로써 예비
교사들이 교직의 숭고함과 매력을 알고 발전된 교육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또 예비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 사례를 제시해주고, 이들의 수업 계획과 반성의 과정에 대한 지도를 통해 예비교사들
이 수업에 대한 이해과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조력해준다[9-11]. 더불어 예비교사
들이 실습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
여고 지지해주며, 미래의 실천적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서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12, 13].
실습지도교사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할 때, 학교현장실습이 예비교사들에게 효과적인 실습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
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지도교사를
통한 배움의 기회는 어느 정도이며, 이는 실습의 형태별로 어떻게 다른지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더불어,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 지도교사를 통한 배움의
기회 정도는 이들이 인식하는 실습의 효과 그리고 실습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현장실습의 각 실습 형태에 따라
첫째,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는 그들이 인식하는 실습의 효과
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는 그들이 느끼는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

2. 연구 방법
2.1 자료수집
이 연구는 지방에 소재한 A교육대학에서 수행되었다. A교육대학은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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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등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성된 학교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었다. 참관실습은 위 다섯 가지 실습 중 가장 먼저 이행하게 되는 실습으로 학교교육
계획 교육과정, 수업지도, 학급경영 등을 관찰하고 교육활동에 참가해봄으로써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실습이다.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은 농어촌이나 도서벽
지 지역 학교들이 안고 있는 교육적 특수성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며, 학습지도실습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도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실습이다. 실무실습은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가 되어 수행하게 될 학교·학급 및 교직 사무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업실습은 수업실천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다
양한 수업을 참관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봄으로써 실질
적 교수 경험을 쌓도록 하는 실습이다.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도구는 각 실습 형태별로 실습지도교사를 통
한 학습기회 정도, 실습을 통한 성장의 효과, 만족도를 묻는 15개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5=매
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지의 배부는 A 대학이 실시하는 다섯 가지의 실습을 모두 다 이행한 이 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배부된 총 353부의 설문지 중 326부가 회수되어 92.3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였다.

2.2 자료 분석
지도교사를 통한 학습기회의 정도는 충분함을 의미하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그
렇다’를 기준으로 단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도교사를 통한 학습기회의 정도에 있어 실습 형
태 간 차이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비교하고, Type 1 오류를
막기 위해 Bonferroni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 정도 인식과
실습효과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련성, 그리고 지도교사에 위한 배움의 기회 정도 인식과 실습 만
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3.1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 기회의 정도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가 충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업실습의 경
우 ‘그렇다’(M = 4.53, SD = .751, t(325) = 12.756, p = .0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타났으나, 나머지 네 실습은 모두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예비교
사들의 인식에 의하면 일반학교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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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습 중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한 실습은 수업실습 하
나에 그치고 있었으며, 나머지 실습의 경우 그런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 정도가 실습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하기 위해 응답을 하지 않은 이들의 자료를 제외하고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습 형태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4, 1276) = 110.712,
p < .05. 그리고 Bonferroni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수업실습에서 인식하는 지도교사를 통한 배
움의 기회가 나머지 형태의 실습에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는 학습지도실습의 경우 참관실습, 농어촌/도서
벽지학교 참관실습, 수업실습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무실습의
경우에는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보다는 작고 학습지도실습보다는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참관실습의 경우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
습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가 많았다고 예비교사들은 인식하고 있
었으나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에 대한 인식
[Tab. 1]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y Provided by Supervising Teacher

Types of Filed Experience

M

SD

Classroom Observation (n = 320)

3.62

1.052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n = 320)

3.53

1.050

Individual Instruction (n = 320)

3.28

1.278

Administrative Practice (n = 320)

3.40

1.194

Teaching Practicum (n = 320)

4.53

.751

3.2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와 실습을 통한 성장의 정도
[표 2] 는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성장의 정도를 각 실습 형태별로 나타낸 것
이다.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습의 효과는 수업실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습이 미래교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비교사들은 수업실습의 경우 ‘그렇다’(M =
4.51, SD = .718, t(318) = 12.447, p = .0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네 실습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습의 경우 그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습을 통해 느끼는 성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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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2] Perceived Development as Future Teacher Through Field Experience

Types of Filed Experience

M

SD

Classroom Observation (n = 318)

3.72

1.009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n = 318)

3.67

.986

Individual Instruction (n = 318)

3.42

1.218

Administrative Practice (n = 318)

3.35

1.145

Teaching Practicum (n = 318)

4.51

.718

아래 [표 3]은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와 이들이 실습을 통해 느끼
는 미래 교사로서 성장 정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은 모든 실습 형태에서 예비교사들
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와 이들이 실습을 통해 느끼는 미래 교사로서 성장 정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가 예비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느끼는 성장 정도를 설명하는 비율(r2)은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의 경우에는
30퍼센트에 근접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습 형태에서는 30퍼센트 이상으로 모든 실습 형태에서 두
2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실무실습, 학습지도실습, 수업실습에서의 r 은 40
퍼센트 이상으로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가 이들이 실습을 통해 성
장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인식된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와 실습을 통한 성장과의 관계
[Tab. 3]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y by Supervising Teacher and Development
Through Field Experience
Types of Filed Experience

r

r2

Classroom Observation

.551*

.304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546*

.298

Individual Instruction

.656*

.430

Administrative Practice

.693*

.480

Teaching Practicum

.642*

.412

* p < .05

3.3 실습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와 실습만족도
[표 4]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만족도를 각 실습 형태별로 나타낸 것이다. 예비교
사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참관실습과 수업실습에서 비교적 높았으며,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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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관실습의 경우

‘그렇다’ 의 가장 높았으며,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관실습의 경우 실습만족도는 ‘그렇다’(M = 3.94, SD =
.891, t(321) = -1.001, p = .316)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며, 수업실습의 경우 ‘그렇다’(M = 425,
SD = .853, t(321) = 5.477, p = .00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4] 실습만족도
[Tab. 4]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
Types of Filed Experience

M

SD

Classroom Observation (n = 321)

3.94

.891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n = 321)

3.78

.976

Individual Instruction (n = 321)

3.18

1.270

Administrative Practice (n = 321)

3.33

1.167

Teaching Practicum (n = 321)

4.25

.853

더불어 모든 실습 형태에서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실습만족도는 이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에 의
한 배움의 기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예비교사들이 인식
하는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와 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면 지도교사가 제공하는 배움의
기회 정도는 다섯 가지 실습 형태 모두에서 예비교사들의 실습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었
다.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와 실습만족도라는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특히 매우 높았던 형
태의 실습은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습이었다. 이 두 실습의 경우 r2이 각각 .403과 .430으로 이 두
실습 모두에서 모두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가 설명하는 예비교사들의 실습만족도는 40퍼센트
이상이었다. 학습지도실습과 실무실습보다는 낮았지만 수업실습의 경우 역시 지도교사가 제공하는
학습기회가 설명하는 실습만족도는 30퍼센트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r2
= .224)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참관실습의 경우도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는 예비교사의 실습만
족도를 20퍼센트 이상이나 설명하고 있었다.
[표 5] 인식된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와 실습만족도와의 관계
[Tab. 5]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Learning Opportunity by Supervising Teacher and Satisfaction
with Field Experience
Types of Filed Experience

r

r2

Classroom Observation

.474*

.224

Classroom Observation in Rural/island area School

.538*

.289

Individual Instruction

.635*

.403

Administrative Practice

.656*

.430

Teaching Practicum

.568*

.323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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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실습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의 정
도와 이것이 그들이 실습을 통해 느끼는 성장 정도와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습형태별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일반학교 참관실습, 농어촌/도서벽지학교 참관실습, 학습
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중 예비교사들이 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실습은 수업실습 한 형태에 그치고 있었다. 둘째, 모든 형태의 실습에서 예비교사들
이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는 그들이 실습을 통해 느끼는 성장의 정도에 영
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
고 있었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학습기회 정도는 모든 형태의 실습
에서 이들이 느끼는 실습만족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실습을
통해 느끼는 성장의 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지도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에서 특히 강하게 나
타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실습지도교사에 의한 배움의 기회와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실습을 통한
성장의 정도 및 실습만족도 사이의 큰 상관관계는 초등예비교사들이 이행하는 학교현장실습에 있
어 실습지도교사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갖게 되는 배움의 기회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미래의 교육실천가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교사교육과정의 한 핵심과정인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만족감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수업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의 실습에서 지도교사와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현장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스스로
성장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운영함에 있어 지도교사
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Handbook of teacher qualification approval practice for year 2017, Seoul (2017).
[2] B. Tarman, Prospective teachers beliefs and perception about teaching as a profession, Educational Sciences:
Theory Pract. (2012), Vol.12, No.2, 1964-1973.
[3] J. S. Song, M. J. Gwak, and M. S. Whang, The change of perceived education belief and conflict of
pre-early childhood teacher through field training. (2017),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31, No.1, 197-223.

760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1, November (2018)

[4] H. Y. Jeong, Student teachers’ expectations toward, evaluation of, and their changes of perceptions through
student teaching experiences. (2004),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1, No.2, 209-230
[5] M. Maslak and A. McLaughlin,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 of development during fieldwork: Tutoring
as a vehicle for professional growth, (2003). Teacher Education, Vol.38, No.4, 267-284.
[6] H. Kim and N. Lee, Exploring pre-servic science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focusing student teaching.
(2014),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30, No.2, 171-201.
[7] H. W. Lee, Exploring the value of teaching practicum program from a transformational learning perspective.
(2014),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53, No.4, 706-722.
[8] J. Y. Yoo, The impact that the education training experience influences on the role processing of beginning
teachers. (2008),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29, No.2, 21-40.
[9] K. H. So, Practicum experiences of elementary student teachers in the special education. (2004),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Vol.5, No.4, 469-490.
[10] Y. S. Nam and W. Gwon, A study on pre-special education teachers’ learning process in the field
observation practice. (2011),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13, No.1, 237-257.
[11] S. Y. Kwon, An investigation on the teaching activities of guidance teachers in planning a mathematics
lesson in teaching practicum by student teachers. (2011),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Vol.15, No.2, 333-359.
[12] K. Y. Kwon, Exploring the discussions between student teachers and their cooperating teachers regarding
the student teachers’ classroom teaching. (2014),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8,
No.1, 99-123.
[13] K. Y. Kwon and Y. S. Bang, A case study of cooperating teachers’ roles and experiences at a private
kindergarten. (2012),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2, No.2, 97-123.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