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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범 학은 미래의 교사를 길러내는 표 인 교사교육 기 으로

서 비교사들이 문성을 갖추고 교직사회로 나아가도록 비시켜

야 할 책임이 있다. 교사가 갖추어야할 다양한 문성 에서도 수

업에서의 문성은 핵심 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업, 즉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가장 본질 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

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공 분야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의 문성과 직결된다. 사회과에서도 다양한 교과 내용을 

가르치고 이상 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 더

욱 문 인 수업실행 능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앞둔 비교사들이나 이제 갓 부임한 

임교사들은 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에서 배운 이론과 장에서의 실천 사이의 괴리로 인

해 문제를 겪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과 장 경험의 부

재를 극복하기 해 비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사범 학의 교육과정 

 하나가 ‘교육실습’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육실습이 비교사

의 수업 문성 함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과에서 교육실습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교육

실습의 어떤 요인들이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가

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교육실습은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 교육실습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제기하 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 교육실습 경험은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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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교육실습의 다섯 가지 경험 요소들은 사회과 비교

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이번 학기 교육실습을 나가는 사회과 

비교사 10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t-test를, 두 번째 연

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리고 추가

로 6명의 비교사를 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분석

을 보완하 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첫째, 연구가설 1과 

련하여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네 가지 하  역인 기

본 지식과 이해, 수업기획 능력, 수업실행 능력, 문성 제고 노력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쳤다. 둘째, 연구가설 2와 련하여 교육실

습의 다섯 가지 요소들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는 수

업 문성 발달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 하지만,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교육실습과 같은 장 기반의 실천  교사교육 과정은 사

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 다. 장에서 직  학생들을 가르쳐 보는 경험은 특히 수업을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부분에서 비교사의 문성 신장에 큰 도움

을 주었다. 앞으로 사범 학은 이론 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

다 실천 지향 인 교육과정을 비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실습 장의 지도교사에 한 교사연수나 실습  비교

사에 한 사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교사가 교육실습에

서 마주하는 지도교사  학생들과 형성하는 인간 계가 문성 발

달에서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 특히 지도교사의 태도, 능력, 

피드백 등이 요하기 때문에 련 연수 등을 통해 지도교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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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비교사들이 장의 학생이나 

학습자를 이해하고 악하기 해서 수업 외의 다양한 지도 활동들

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과 교육실습의 운  과정 반에 한 검토  개선이 

요청된다. 4주간의 짧은 실습 기간과 형식 인 운  등으로 인해 

비교사의 실제 수업이나 참  등의 경험은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

는데 제한 인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장의 집 이수제나 

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 사회과 비교사들은 자신의 공과 불일

치하는 수업을 맡기도 하 다. 따라서 교육실습 로그램이 비교

사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경험이 되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

는 것이 특히 사회과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수업 전문성, 교육실습, 예비교사, 교사교육, 경험학습

학  번 : 2012-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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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범 학은 우수한 교사  교육 문가를 길러내기 한 교육목

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실제로 국의 많은 사범 학들은 문성

을 갖춘 우수한 교사 양성이 자신들의 교육목표  이념임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그 다면 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에게 요구

되는 핵심 인 자질은 무엇일까? 이에 해서는 다양한 답이 있

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필수 으

로 요청된다는 것에 부분 동의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가장 본질 인 업무이다. 의사의 문성은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하는가에 달려 있고, 변호사의 문성은 피고나 원고를 얼마나 

잘 변론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문성은 학생

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

범 학과 같은 교사양성 교육기 에서는 미래의 교사가 될 비교

사들이 문성을 갖추고 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기 해 비하고 있는 비교사들

은 학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 장의 수업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졸업 후 교직에 입문하여 임교사가 된 후에도 이어진다(류방란, 

2002). 학 4년간의 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여 히 아이들을 가르

치는 일에 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Veenman(1984)은 1년차 임 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이 교직 업무

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논문들을 검토했는데, 그 결과 

효과 인 수업 방법 활용에 한 어려움, 다양성을 지닌 학생 개개

인을 다루는 문제, 교과서  교육과정 안내서의 활용 등에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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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은 자신의 공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등 비

교사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공 분야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교사로서의 문성

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에서도 외

는 아니다. 설규주(2012)는 사회과 임교사들이 비교사 시 에 

비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 히 수업 자체에 한 부담과 활동 

심의 수업에 한 압박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사회과는 그것을 구성

하는 내용 요소가 경제, 정치, 법, 문화 등 범 하기 때문에 수업

에 한 부담이 클 수 있으며, 따라서 문 인 수업 능력의 함양이 

비교사들에게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

게서나 볼 수 있는 수  높은 문성을 비교사들에게 기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 다고 해서 그들이 수업 능력에 한 아무

런 비도 없이 장에 투입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와 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하

나로 사범 학과 같은 직 교육 과정에서 비교사들에게 충분하고 

내실 있는 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을 요

하게 지 할 수 있다. 국의 사범 학의 사회교육과 교육과정을 분

석한 모경환(2013)의 연구에 따르면 공 교과과정은 내용과 이론을 

다루는 과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 장에 기반한 교사교

육과정으로 ‘교육실습(student teaching)’은 지나치게 짧고 아주 은 

비 으로만 운 되고 있을 뿐이었다. 즉, 사범 학의 사회과 교육과

정은 주로 이론과 지식의 달에만 치우쳐 있으며, 장에서의 실천 

능력을 기르기 해 제공되는 부분은 빈약했다. 다른 문 직업 비 

기 들의 수습 교육 기간과 비교해 보아도, 의과 학은 약 6년, 법

률직은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비해 교육실습은 보통 4주에 

머물러 매우 짧은 기간임을 알 수 있다(조석훈, 2004, p.202).  

교육실습은 비교사들이 장에서 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

을 해보고 자신들의 수업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에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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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실습이 문성을 갖춘 비교사들을 

길러내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장에서의 실천이 요함을 확인하고, 교사교육 과정에서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증진을 한 구체 인 제언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과에서도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실태에 

한 인식 조사(박인옥, 2007), 면담 등을 통한 교육실습 경험에 한 

질  연구(옥일남, 2009; 설규주, 2011; 조 훈, 2013), 반성  과 

집단 면담 등을 통한 비교사의 실천과 반성에 한 연구(박정서, 

2012) 등의 교육실습 련 연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들은 부분 질  연구들로써 아직까지 비교사들의 문성 함양

을 한 교육실습의 향력을 강조하고 교육실습의 어떠한 요인들

이 요한가를 실증 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에 향을 주는 교사교육의 실

천  과정으로서의 교육실습에 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교육실

습이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특히 어떤 

교육실습의 요인들이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실증 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교육실습 경험이 등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미치는 향과 그 의의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 구

체 으로 교육실습에서의 어떠한 경험 요소들이 수업 문성에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실습

은 비교사들이 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할 기회를 제공

한다. 수업계획 수립과 수업기술의 함양, 학습지도  생활지도 능

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 과 교직에 한 종합  이해력

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1998, 

p.649). 따라서 교육실습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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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실증 으로 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을 뿐만 아니

라, 연구 결과를 토 로 수업 문성 신장을 한 교원양성 교육과

정과 운 에 의미 있는 제언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연구 목 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은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

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 

교육실습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먼  선행 연구를 통해 

수업 문성의 의미와 평가 기 을 탐색할 것이다. 수업 문성은 

교사의 여러 자질 에서 가장 핵심 인 부분이다. 특히 사회나 국

어, 수학 등과 같은 문 인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더욱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수업 문성의 역 기

을 설정하고, 교육실습 경험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교육실습을 경험하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실습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살펴볼 정이다. 

한 교육실습의 경험 안에서, 구체 으로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

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한 분석도 실시한다. 특히 부분의 비

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공통 으로 경험하는 요소들을 심으로 수

업 문성에 미치는 향을 악할 것이다. 이는 다양한 비교사들

을 상으로 교육실습의 효과성에 한 실증 인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 부속학교를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각 사회

과 교육실습 과정 반에 한 분석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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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한계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향을 미치는 교육실습 요인들

을 찾고, 이와 련하여 교육실습 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한 구

체 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실습과 같은 실천 기반의 교

사교육 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다소 존재했지만, 구

체 으로 어떠한 변인이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한 연구들은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이 교육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섯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들이 가지

는 향력을 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교육실습 과정에서 강조

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할 

수 있다. 를 들어 지도교사와의 원만한 계가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교육실습 지도를 한 교사 

연수라든가 지침서 등을 마련하도록 정책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보다 발 인 방향

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사회과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직 교

육 분야에 주는 함의가 크다. 직 교육이란 아직 교직에 들어가지 

않은 비교사들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써 그동안 사회과

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 지지 않은 분야다. 우리나라의 표 인 사

회과교육 연구 단체인 한국사회과교육학회의 『시민교육연구』학술

지에서도 ‘ 비교사’를 상으로 한 련 논문은 6편 정도에 불과하

다.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과 직 교육 연구의 분야를 넓히는  하

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그 동안 직 교육 분야에서 한계로 지 되었던 

자기연구(self-studies)의 형태를 극복했다는 이다. 직 교육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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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그 동안 교사교육 연구의 문제   하나는 주로 자기연구

(self-studies)의 형태를 많이 취했다는 것이다(Cliff & Brady, 2005, 

p.333). 자기연구란 연구자가 곧 연구 상에 포함되거나 연구 상

과 한 련을 가지는 주변인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연구를 말

한다. 이 게 되면 연구자가 연구에서 제 3자의 객 인 시각을 유

지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자가 제 3자의 

치에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엄 하

고 객 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과 비교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교

육실습의 실태를 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큰 틀에서 교육실습이

라는 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은 비슷할지라도 그 안에서 개개인이 

경험하는 수 의 편차는 크다. 만약 교육실습에서 수업 횟수가 었

던 비교사는 보다 수업 횟수가 많았던 비교사에 비해 같은 교

육실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사회로의 진출을 한 비에 

있어서 분명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제한 으로나마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한 추가 면담을 통한 

조사에서도 비교사들의 구체 인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써 이를 

보다 자세히 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

계 을 지닌다. 

첫째, 교육실습 경험이 주는 효과를 측정하기 해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못하고 동일 집단 사 -사후 검사로 확인하 다는 이다. 

연구 설계에서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한 학년과 시

기에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비교사들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

문이다. 교육실습은 부분의 사범 학에서 비교사들의 졸업 요건



- 7 -

으로써 지정하여 필수 으로 이수토록 한다. 때문에 4학년에 해당하

는 비교사들은 의무 으로 부분 비슷한 시기에 교육실습에 참

여해야 한다. 그 다고 하여 다른 학년의 학생들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의 엄 성을 낮출 수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동일집단 사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실습의 효과를 검증하

는 방법을 채택하 다. 비록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못하 다는 한계

가 존재하지만, 그 동안 사회과 비교사들을 상으로 한 선행 연

구가 부족했던 교육실습의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에 향을  수 있는 교

육실습 외의 변인들에 한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는 이다. 비교

사의 수업 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교육실습 외 으로 다

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컨 , 어떤 비교사는 학원 강사 활동 

등을 이미 직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익숙할 수 있다. 이 경험들은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수 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한 교

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비교사들이 그 지 않은 비교사들에 

비해 교육실습 과정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수업 

문성 발달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을 가능한 

통제하기 해, 비교사들의 과거 교수 경험에 한 조사  교직

희망동기와 같은 외  변인들을 설문에 포함시켜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 다.

셋째, 연구 상을 표집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산의 제약 등으

로 인해 완벽한 무선 표집을 하지 못하 다는 이다. 신 7곳의 

사범 학 사회교육과 학생들을 편의 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 다. 

편의 표집으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의 비교사들에게 편

하여 설문을 하지 않고, 최 한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는 비교사들

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이 같은 제한 을 어

느 정도 보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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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사회과의 수업 문성

 1) 수업 문성의 개념

수업 문성은 교사 문성이라는 보다 큰 범주에 속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사의 역할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일종의 문 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를 기

하는 문직으로서의 교직 이 그 배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

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에서도 ‘교사 지 에 한 권

고’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직은 문

직으로 인정된다. 교직은 엄격하고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 획득되고 

유지되는 문 인 지식  기능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공공  직무

이며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해서 개인  공

동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업무이다”(김경이 외, 2001, p.25). 

Lieberman(1956)은 문직에 한 기 을 사회 · 사  기능 수

행, 고도의 지  기술, 장기간의 훈련, 범 한 자율성, 책임성, 자

치조직, 윤리강령의 수 등을 들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문성으로 주장하 다. Shulman(1998)도 다양한 문

가 집단들이 다음의 여섯 가지 공통 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소명’이라 불리는 타인에 한 사심, 둘째는 학문 ·이론  지식, 

셋째는 능숙한 수행과 실천 능력, 넷째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단

력, 다섯째는 이론과 실천의 상호작용으로써 경험을 통한 학습, 여

섯째는 문  공동체의 형성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교사라는 직업이 

일종의 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제하에 이와 같은 기 을 

제시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하 다.

이러한 문직으로서의 교직 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 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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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문성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며 문성의 요소에 무엇이 포

함되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연구자의 이나 시 에 따라 다양

하다(손승남, 2005, p.92). 김옥 (2006)는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사의 역할  문성에 한 개

념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교사 문

성을 구성하고 있었던 신념, 지식, 기술 기반의 문성에 더하여 참

된 문성, 잠재된 문성, 정체된 문성의 개념을 첨가하여 교사 

문성을 재개념화 하 다. 사회과에서는 강 (2013)이 교사 문

성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 지 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교사 

문성 발달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안하 다. 이 역시도 시 에 따

라 변화되어온 교사 문성의 개념을 재의 상황에 맞게 종합 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 김이경 외(2004)는 교사 문성을 “교사가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 지식, 기술, 태

도, 가치  등을 포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지  수월성과 교사

로서의 지속 인 성장을 유인하는 심층  특성”이라고 정의하 다. 

이는 교사의 자발  는 외부  지원을 통한 ‘성장·발 ’을 강조하

는 것이다. 연구자들마다 교사 문성에 해 조 씩 다른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본 으로 이들은 교사 문성이란 교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을 포 하는 문직에

게 요구되는 역량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 다면 수업 문성은 교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업무들 에

서 ‘수업’이라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문 인 지식  기술로써 교

사 문성의 하  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수업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Klauer(1985)는 수업을 “하나 

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직 인 인

간  상호작용의 활동”이라 정의한다. 한 Fenstermacher(1986)는 

보다 정교하게 수업의 개념을 하나씩 분해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1) 어떤 사람(P)이 존재하고 있고 (2) 그 사람은 특정한 내용

(C)에 해서 알고 있으며 (3) 그 내용(C)을 잘 모르고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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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군가(R)가 있는데 (4) (P)는 그 내용(C)을 (R)에게 수하거나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R)이 (C)를 습득하도록 만드는

데 목 이 있는 계에 참여하는 (P)와 (R)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수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수업은 “학생들에게 특

정한 내용의 이와 배움을 목 으로 제공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 인 상호작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문성이란 특정한 내용의 이를 목 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 인 상호작용에서 요구되는 문 인 

지식  기술 등의 역량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수업 문성의 요성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학생들을 가르

치고, 생활 지도를 해야 하며, 학 을 경 하고, 수업 자료  교재

를 개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에서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

는 ‘수업’이라는 활동은 교사에게 있어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에서는 다양한 교사의 문  자질  왜 수업 활동에 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며, 수업 문성 즉, 문 인 수업 능력을 갖추

는 것이 비교사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 으로 수업은 교사의 업무  가장 본질 인 활동이

면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기 때문이다(민윤, 2010; 김경은, 2011; 

Borich, 2006 등). 어느 직업이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핵

심 인 문성이 요청된다.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하고, 사는 정

확하고 객 인 결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교사의 경우에는 그것

이 ‘수업 문성’에 한 요청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Shulman(1986)

도 각 문직들에게는 그들 분야만의 고유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제하에, 교사의 수업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지식을 탐구하 다. 그리

고 이를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교과내용 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교육학  지식(curricular knowledge), 내용교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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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하여 교사가 갖추어야할 핵심 인 문성

이 꼭 ‘수업 문성’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유한구, 2001, 

p.69). 소경희(2003)는 ‘교사 문성’의 재개념화를 한 연구에서, 교

사는 단순히 교과 문가나 가르치는 일에 을 맞춘 실행 측면에

서의 문가로 인식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교육과정을 극 으로 

구성하는 설계자, 그리고 학교 밖의 지역 사회  학부모와 한 

련을 맺는 연계  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

정을 극 으로 구성하고, 학교 밖의 지역 사회  학부모와 

한 련을 맺는 이유도 결국은 보다 훌륭하고 좋은 수업을 해서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문성에 해 논하고 있

는 연구들 에는 ‘교사 문성’의 개념을 구체 으로 ‘수업 문성’

에 을 맞추어 논의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두 용어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사 문성에 한 개

념에서 교수행동의 주체는 결국 교사이고, 교수행동은 교실 장에

서 교사의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교사 

문성과 수업 문성을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이기

명, 2011, p.23). 이처럼 교사의 문성을 수업 인 측면에서 

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업 문성은 교사에게 있

어 핵심 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문 인 수업 능력은 학생을 효과 으로 길러내기 

한 제 조건이다. 특히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학생들

의 배경과 수 을 고려할 때,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이 보다 

더욱 높은 수 의 지식과 실천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Lieberman, 1990, p.26). 이는 수업을 받는 학생의 수혜자  입장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Lieberman(1956)과 Shulman(1988)이 

주장한 것처럼 문가들은 사회와 타인을 해 사하고 이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교사가 학생이라는 타인들을 얼마나 잘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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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 지도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교사는 책임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도록 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Good & Brophy(1986)

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를 해 어

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략을 활용하는지가 학생들의 성취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 냈다. 

한  사회에서는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서 믿을 만한 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사들을 비시키는 것이 요한데, 이는 특히 수

업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의 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교사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다양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과 단에 의존하여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한 복잡한 결정을 수업 에 내려야하기 

때문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9, p.18). 그리고 이와 

같은 교사의 결정은 복잡하고 측 불가능한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단과 행 에 그 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사

회 인 차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공 인 학업을 해서 문

인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학교 교육의 주체자로서 이와 같은 능력

을 지속 으로 길러나가야 함을 요청 받게 된다.

셋째, 특히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문성

이 더욱 강조된다. 사회과의 목표는 훌륭한 시민 양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 양성을 한 지식과 기능, 가치·태도를 기르기 해서 

다양한 인문학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활용한다. 하지만 사회과 교

사는 단순히 이러한 인문학  사회과학의 내용  지식들만을 수업

에서 달하는 데만 집 해서는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시민성

(citizenship)을 효과 으로 함양시킬 수 없다(김경은, 2011, p.715). 

Barr, Barth, Shermis(1977)는 사회과가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성 교

육을 한 근법을 문화유산 달, 사회과학 모형, 반성  탐구 등

으로 범주화했다. 사회과의 교사들은 이러한 근법들에 한 고려

로부터 수업 설계를 시작한다. 이때 교사들이 선택한 혹은 강조를 

두고 있는 에 따라 수업 내용과 양상은 다양해질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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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 교사들은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하여 여러 인문

학  사회과학의 내용들을 수업 목표에 맞게 재조직하고 재구성하

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과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 인 목표와 다양

한 근법들로 인해서 사회과 교사들에게 수업을 기획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문 인 능력이 요청됨을 알 수 있는 목이다. 민

윤(2010)도 사회과의 수업 문성은 사회과의 교과 내용, 교수법, 교

육과정의 해석, 사회과에 한 신념, 학습자에 한 태도  사회를 

바라보는  등을 포 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사회과 교사들에게 문 인 수업실행 능력은 요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수업 문성의 역

수업 문성에 한 요청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업 문성의 구

성 요소  역 기 들을 설정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어 왔

다. 역 기 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체계 인 교사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 이고 객 인 평가 거 틀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문성 발달 역에서 부족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다. 한 교사들 간의 나이, 성별, 지역 등에 상 없

이 문  능력의 상호 비교  측정이 가능하다는 에서도 요

하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역에 걸쳐 있는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

업 문성을 측정하고자 하므로 구체 인 역을 분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본 에서는 수업 문성 기 과 련한 

국내외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

는 수업 문성 역 기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의 사례로는 미국의 NBPTS1)의 평가 체계가 표 이다. 

1) NBPTS는 1987년에 설립된 국 문성기 의회(The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Standards)의 말로 이곳에서는 문 교사들이 알아야 하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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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에 발표된 「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나타난 교육개 을 향한 움직임이 담겨 있다. 이러한 교육개 의 움

직임은 주로 표 (standards)을 세우려는 노력들로 나타났고, 그  

하나가 국가수 의 문  교수기 을 한 원회 즉, NBPTS이다

(윤기옥·왕한신, 2007, pp.65-66). 이와 같은 교사 평가 체계를 세우

려는 이유는 첫째로 교사의 승진  자격 심사에 이용, 둘째로 비

교사나 교생들의 문성 신장, 셋째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에 한 일치된 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하기 해서이다(정은혜, 

2013, p.54). NBPTS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를 해 제시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그들의 학생과 학생들의 학습에 하여 헌신 이어

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격, 특성, 발달 정도를 고려하고, 

그들을 공평하게 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교사는 

그들이 가르치려는 교과목과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해 알아야 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잘 알

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행 지식  배경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하면 

실제 세계와 련지어 내용을 달할 수 있을지를 의미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리하고 살펴볼 책임이 있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한 평가를 시행하여 그들의 수 을 악하고 이에 따

라 다양하고 효과 인 수업기술을 이용함을 의미한다. 넷째, 교사는 

자신의 수업행 에 하여 체계 으로 생각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

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  호기심  

바람직한 덕목을 갖춘 모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자신의 

수업을 검토하고, 동료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

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교사는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

는 교사가 동료 교사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력 으로 일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Darling-Hammond, 1999, pp.7-8). 

수 있어야 하는 것들에 한 기 을 개발하고자, 교수-학습에 한 연구를 시작

했다(Darling-Hammond, L. & Bransford, J, D., 2009,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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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ich(2006)는 1970~80년 부터 이어져온 25년간의 연구 결과들

을 정리하여 학교 장에서 활용 가능한 효과 인 수업방법

(effective teaching)을 제시했다. 효과 인 수업과 직결되는 교사의 

다섯 가지 핵심행동을 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수업의 명

료성, 수업방법의 다양성, 순수 수업활동에의 념 정도, 학생의 

극 인 참여, 학생의 학습 성공률이 이에 해당한다. 수업의 명료성

은 교사가 얼마나 명확하게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달하는가를 의

미한다. 수업방법의 다양성은 학습자료, 교수매체, 시물의 활용, 그

리고 질문기법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의미한다. 순수 수업활동에의 

념 정도는 교사가 수업시간 에 순수하게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집 하고 몰두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의미한다. 

학생의 극 인 참여는 말 그 로 학생이 특정한 교과주제를 학습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몰두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학생의 학습 성공률은 학생이 수업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

고 연습을 성공 으로 완수했는가의 정도와 련 있다. 한 

Borich(2006)는 학생에 한 이해, 교육목 과 수업목표의 수립, 학

습내용  교수방법에 한 이해, 수업 략의 측면들을 교사가 효

과 인 수업을 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추가 으로 정리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업 문성을 갖추기 해서 교사는 기본 으로 학습

자에 한 이해  교과 내용과 수업 기술에 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이러한 지식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

야 할지도 교사는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력 으로 문성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함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원효헌(2002), 손승남(2005), 정민수·부재율(2013), 강

·박 석(2005), 임찬빈 외(2006) 등이 수업 문성 역 기 과 

련된 연구를 하 다. 원효헌(2002)은 이 까지 이론 으로 이루어

진 외국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교수활동에 한 평가 역들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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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구분하 다. 그리고 교수활동별 평가 역을 수업계획  조직, 

수업실행, 학생평가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 었다. 수업계획  조

직에서는 교과지식,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목표의 설정 등을 요소

로, 수업실행에서는 수업내용의 달, 학습 환경의 제공, 학습동기의 

유발 등을 요소로, 학생평가에서는 평가의 실행  결과의 활용 등

을 구체 인 요소로 제시하 다. 손승남(2005)은 교사의 수업 문

성 에서 교사교육의 발 방향을 탐색하기 해 수업 문성 

역을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를 통해 구안하 다. 이를 통해 구성

한 수업 문성의 요소들은 자신의 교직 , 수업 비도, 문지식, 

학생이해 능력, 교육  지혜, 수업 방법, 수업 기술, 매체활용 능력, 

평가 능력, 피드백, 학 경  능력이다. 정민수·부재율(2013)은 문헌

탐색과 문가 검토 그리고 비 등 교사들을 상으로 한 검사

를 통해 비 등교사의 수업 문성 평가 역  내용 기 을 

마련하 다. 우선 큰 차원에서 지식, 계획, 실천의 역으로 분류하

다. 각 역의 하  요소로는 지식 역에서 내용지식과 학생 이

해, 계획 역에서는 수업설계, 환경조성, 학 운 , 실천 역에서는 

수업실행, 수업 략, 학생지도, 학습활동 등으로 구분하 다. 

의 연구들에서는 비슷하게 교과내용에 한 지식, 학습자에 

한 이해, 수업 환경의 조성, 효과 인 내용 달, 학생에 한 

한 평가와 지도 등을 수업 문성의 기 으로서 공통 으로 언 하

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와 달리 수업 후 교사의 반성과 개선

을 포함하는 문성 신장 노력에 한 반 이 부족했다. 한 그 

상이 등 교사에 한정되거나 무 포 인 기 을 제시하는 경우

가 있었다.

강 ·박 석(2005)과 임찬빈 외(2006)는 사회과에 을 맞추

어 수업 문성의 평가 역  기 을 개발하 다. 이 두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과 수업 문성 역은 거의 유사하다. 그 이유

는 시기 으로 보다 늦은 임찬빈 외(2006)의 연구가 앞의 연구를 토

로 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추가하여 완성했기 때문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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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빈 외(2006)의 연구는 국내의 교육 련 평가의 문기 이라 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업 문성 역 기 은 다

음과 같다. 

첫째는 기본 지식  능력 역이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갖추어

야할 기본 지식과 능력에 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

시 사회과 목표  내용에 한 이해, 사회과 교수학습  평가 방

법에 한 이해, 학습자들에 한 이해 등으로 나뉜다. 이 역들에

서 보고자 하는 요소들은 사회과의 세 가지 모형들인 ‘시민성 달 

모형’, ‘사회과학 탐구 모형’, ‘반성  탐구 모형’ 등에 한 교과 ,  

그리고 사회과의 모학문인 사회과학 역에 한 교과내용 지식이

다. 한 사회과에서 활용되고 강조되는 논쟁문제, 탐구학습, 토의·

토론 학습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한 이해와 사회

과 학습자의 발달과 흥미에 한 이해도 포함한다. 끝으로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나 오개념을 악

하고 있는 등의 기본 지식과 능력도 여기서 요구된다(임찬빈 외, 

2006, pp.8-9).

둘째는 수업기획 능력이다. 이는 사회과 교사들이 수업을 실행하

기  기획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에 한 것들로 다시 교육

과정 재구성  수업 설계, 수업 략  자료 개발 등의 하  역

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수업기획 능력은 앞서 언 한 지식  이해

가 바탕으로 제되어야 가능하다. 사회과 교사는 교육과정  교

과서 내용을 수업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의 흥미와 수 , 태도 등도 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 

수업과 련한 자료들을 수업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개발하는 

것 한 이와 같은 수업기획 능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임찬빈 

외, 2006, p.27).

셋째는 수업실행 능력이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련된 것이다. 이것은 수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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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습 집단 조직  환경 조성, 수업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교사는 수업 내용에 따라 학습 목표를 구체 이고 하게 제

시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한 수업 방법을 활용

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단, 형성, 총  평가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의 한 환경과 수업의 속도  흐름도 하게 유지하

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수업 에 돌발 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질문이나 상황에 해서도 하게 처할  아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수업실행 능력은 특히 사회과의 목표  다양

한 교수학습방법들과의 정합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임찬빈 

외, 2006, pp.36-37).

넷째는 문성 제고 노력의 역이다. 이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업에 한 

자기반성 역과 동료에 의한 장학 역 등이 속한다. 사회과 교사

는 수업 이후에 자신의 수업에 한 반성을 토 로 수업 능력을 제

고해 나가야 한다. 한 자기 혼자만의 반성뿐 아니라 동료들과의 

장학을 통해 수업을 공개하고, 상호 비평을 통해서 자신의 수업 

문성을 진 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분들

이 문성 제고 노력에 포함되는 것들이다(임찬빈 외, 2006, p.55).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임찬빈 외(2006)의 기 을 활용하는 것

이 효과 일 것으로 단한다. 임찬빈 외(2006)가 구분한 4가지 수

업 문성 역은 교사의 수업 , 수업 , 수업 후 활동을 망라하

는 포 인 기 으로 볼 수 있다. 지식  기획 능력은 수업 활동 

 수업을 비하기 한 단계로, 실행 능력은 실제 수업실행 단계

로, 문성 제고 노력은 수업 후의 반성과 평가에 해당한다. 

Moore(1992)도 수업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수업기술을 수업  단

계, 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요함을 밝혔다

(pp.7-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수업 활동 에만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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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 보다는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포 으

로 교사의 수업 문성을 조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역 기 을 

활용할 정이다.

<표-1> 사회과의 수업 문성 역

대영역 하위 영역 요소 및 기준

기본 

지식과 

능력

사회과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

교과관, 교과내용지식, 교과내용

경험

사회과 교수학습 및 평

가 방법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이해
학습자발달, 선지식·오개념

사회과 내용교수법 지식 내용교수법

수업기획 

능력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

업 설계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설계

수업 전략 및 자료 개발
교수학습방법 개발, 평가방법 개

발, 수업자료 개발

수업실행 

능력

수업 조직 및 전개
수업목표·의도, 수업내용, 교수학

습방법, 평가

학습 집단 조직 및 환경 

조성
학습 집단 조직, 상호작용

수업 결과 확인
수업목표·의도 달성, 수업 일관성 

유지, 교육적 변환

전문성 

제고 노력
전문성 발달 자기반성, 동료장학, 자기개발

출처 : 임찬빈 외(2006), pp.6-7의 표를 내용에 맞게 재구성



- 20 -

2. 교사교육과 교육실습

 1) 교사교육의 

본 에서는 교사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실습이 지니는 의의와 가

치를 살피고자 한다. 교사교육이란 국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훈련시키기 해 행해지는 교육들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상으로 하는 직 교육(preservice 

education)과 직 교사들을 상으로 하는 직교육(inservice 

education)으로 다시 나뉜다. 이  직 교육은 비교사교육, 교원

양성교육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

육실습은 이 직 교육에 포함되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사교육의 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다. Zeichner(1983)는 교사교육이 추구하는 목 을 심으로 하

여 행동주의(behavioristic) 패러다임, 개인발달(personalistic) 패러다

임, 통-기술(traditional-craft) 패러다임, 탐구-지향(inquiry 

-oriented) 패러다임의 4가지 근법을 제시하 다. Feiman 

-Nemser(1990)는 Zeichner(1983)가 제시한 목  심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그 목 을 이루기 한 수단이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으로서 학문지향(academic) 패러다임, 실천지향(practical) 패러다

임, 기술지향(technological) 패러다임, 개인발달지향(personal) 패러

다임, 비 /사회  지향(critical/social) 패러다임 등을 제시하 다. 

이러한 학자들의 을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지향하는 

목 에 따라 종합하여 크게 구분하면 이론 지향  과 실천 지

향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 특징을 심으로 교육실습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요하다. 특히 오래 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범 학 교육과정 

운 에 있어서의 이론 심  패러다임에 한 비 과, 실천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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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으로서 교육실습이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는 교육실습의 목   비교사의 문성 발달과의 련 논

의를 한 배경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1) 이론 지향  교사교육

이론 지향  교사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들의 학문 인 능

력과 교과 지식  이해의 숙달이다. 이는 Feiman-Nemser(1990)의 

학문지향(academic)   Liston & Zeichner(1991)의 학문  

통(academic tradition)과 련이 깊다. 이들은 학문  지식의 습득과 

교과 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

기 한 교육과정의 내용도 통 인 학문  교과와 지식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들에게 학문  도야를 한 교양

교육을 강조한다. 교사교육을 한 공식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에는 자유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에 기반 하여 교사들을 비

시켰다. 이 같은 통이 오늘날까지 향을 미쳐서 교사 양성을 

한 교육 로그램이 마련된 뒤에도 건실한 자유 교양교육이 가장 

명한 교사교육 방법이라고 여기게 다(윤기옥, 1993, p.102). 그리

고 이 게 습득된 이론  이해가 자연스럽게 실천  수행능력으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한 이론 지향  에서는 학문  지식에 한 철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달하는 방식에 따라 좋은 가르침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이처럼 찰 가능한 교수기술  그것의 습득을 강조한다는 

에서 Zeichner(1983)의 행동주의(behavioristic) 패러다임이나 

Feiman-Nemser(1990)의 기술지향(technological) 과도 련이 

있다. 가르치는 것에 한 과학  탐구와 연구로부터 도출된 원리 

 지식을 교사들이 잘 습득하고 그 로 실천하기를 기 하는 것이

다. 이는 교사란 강의를 통해서 배운 교수 기술들과 원칙들만을 잘 

용하면 되는 ‘실행자(executor)’로 보는 이다. 때문에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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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행자를 ‘생산(production)’하는 것으로 교사교육 과정을 비유하

기도 한다(Zeichner, 1983, p.4). 이에 따라 교육실습에서의 가장 

요한 과업도 교과 지식이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장에서 어떻게 용시킬 것인가에만 

을 맞춘다(김병찬, 2000, p.120).

이처럼 이론 지향  교사교육은 통 으로 강조되어온 방식으로

서 여 히 사범 학의 교육과정에서 강력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

다. 김병찬(2008)은 임교사 6명을 상으로 하여 사범 학 시  

교육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를 했는데, 사범 학의 교육은 실

제 이고 실천 인 것보다는 주로 이론 이거나 학문 이며, 지식 

심 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 냈다. 특히 교사교육의 주요 과

정이라 할 수 있는 교과내용학과 교직과목 과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사범 학이 장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실천  문가를 길러내야 함에도 여 히 이론 심  패러다

임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 실천 지향  교사교육

실천 지향  은 이론 지향  과 비되는 것으로서, 숙

련된 문가가 지니는 기법이나 술  기교가 요시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능  지식의 원천과 그것을 배우는 수단으로서 경험

을 강조한다(박상완, 2000, p.280). 이는 Feiman-Nemser(1990)의 실

천지향(practical) 이나 Zeichner(1983)의 통-기술 패러다임과 

련이 깊다. 이 에서 가르치는 일은 본질 으로 교사 개인의 

창의성이나 응력, 그리고 술 인 기교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며, 

교사들이 수업에서 다루는 상황은 불확실하고 독특하여 측하기 

힘들다는 을 인정한다(박상완, 2000, p.280).

이와 같은 에서 교사교육의 핵심은 숙련된 문가들의 지혜

와 기능, 기법 등을 비교사들이 익히기를 기 하는 것에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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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찬, 2000). 때문에 도제 계에 기반한 교사교육 로그램을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긴다. 비교사들의 가르침에 한 지식은 시행

착오를 통한 경험과 유능한 문가들의 지혜로부터 나온다

(Zeichner, 1983, p.5). 이는 손 민(1999)이 교사교육의 한 모델로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모델(learning model)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pp.83-84). 학습모델은 교사의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과

정에 을 맞춘다. 교사의 문 능력 신장을 해서는 내  성찰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이는 특히 교육실천에 한 반성

 성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능한 문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비교사들은 실천  수행능력을 길러나갈 수가 있

는 것이다. 

지 까지 교사교육을 이론 지향  과 실천 지향  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 다. 하지만 국내의 사범 학에서는 아

직까지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이 이론 심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

았다(박상완, 2000; 김병찬, 2008). 이론 지향  도 분명 교사교

육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론 지향  교

사교육의 한계를 언 하면서, 실천 지향  교사교육의 효과성을 주

장한다.

조무남(2011)은 국의 교사교육 변천 사례를 들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  지식보다도 실천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국

에서의 교사교육 흐름은 지식기반 패러다임과 실천기반 패러다임간

의 갈등의 연속이었는데, 결국 재는 실천  지식의 요성을 인지

하고 다시 장 심의 교사교육 시 에 이르 음을 강조한다(임연

기, 2013, p.191에서 재인용). 윤석주(2013)도 사범 학에서의 교육학 

이론의 강의는 실제와의 연 성이 부족하고 그 지식의 성격이 기술

, 설명, 추상 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실제에 구체 인 처방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지 한다. 그러면서 이론을 가르칠 때는 실제

와의 연   장의 사례들을 함께 제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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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4)은 교사들이 교과교육 문가로 거듭나기 해서는 이론과 

같은 지식 획득 그 자체를 목 으로 배우기보다는 실천  수행과정

을 통하여 이를 재구성할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즉, 실천  수행과정을 통해 교사는 학 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

며,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 나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 아이들을 직  가르쳐야 하는 일을 담당하는 교사

들에게는 장 경험과 실천  수행 과정이 교사교육에서 필수 임

을 알 수 있다. 재의 교사교육에서 이 같은 목 을 달성할 수 있

는 것이 교육실습 과정이다. 실천 지향  이 반 된 교육과정으

로서 교육실습이 갖는 목 과 실천  특성에 해 살펴 으로써 이

를 더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실습의 목 과 특징

교육실습은 비교사들에게 지 까지의 학 강의실에서 이론

으로 배워온 교과내용과 교직 이론들을 실제 장에서 용, 실천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으로 이 같은 교육실습의 목 에 해

서는 연구자  연구기 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기 하고 있는 교육

 성과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련 문헌에서도 

교육실습의 목 을 어느 하나로 규정짓기 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으

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공통 으로 언 되고 있는 교육실습의 

목 을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정 근, 2004; 

김병찬, 2005; 최 종, 2010).

첫째, 교사자격의 취득을 한 일종의 의무  활동으로 보는 목

이다. 이는 교육실습을 형식 인 목 으로 분류하는 것이기도 하

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교사자격을 

얻기 해서 비교사들이 의무 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정 근, 2004, p.16). 둘째는 비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성 검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데 목 을 두는 경우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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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 에서는 교육실습을 통해서 비교사들이 자신의 진로 성을 

확인해 본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장에서의 경험을 통

해 자신의 교직 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직으로 진출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모색해야할지를 비교사들에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셋째, 교육이론  지식의 장 실천을 목 으로 하는 입장이

다. 이 입장에서 교육실습은 비교사들이 학의 교육과정 동안에 

배운 이론이나 지식을 장에서 용하고 실천해 보는 과정으로 규

정짓는다. 특히 이론과 실천의 유기 인 연계를 강조한다. 학에서

의 이론과 장에서의 실천이 서로 맞물릴 때에만 교육실습이 효과

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문

성을 비하는 것에 교육실습의 목 을 두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

에서는 교육 장에서의 직  경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을 요시 

한다. 여기서의 지식은 교육 장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직 능

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지도, 학 운 , 수업 등 실제 교직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한다(김병찬, 2005, p.52).

이  셋째, 교육이론  지식의 장 실천과 넷째, 경험을 통한 

문성 발달이 실천 지향  교사교육으로서 교육실습이 가지는 

요한 의의라 볼 수 있다. 만약 교육실습을 교사자격의 취득을 한 

의무  활동으로만 본다면, 이는 교육실습이 목  달성을 한 수단

으로만 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게 되면 교육실습에의 참여가 주

체 이기 보다는 수동 이고 타율 인 것으로 느껴지면서, 비교사

들의 교육실습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다. 한 자기 검의 의미로

서 교육실습의 목 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교육실습은 진로탐색만을 

한 시기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이 미래의 교사

가 되기 한 문성 발달의 시기이자 기회가 되는 학습의 과정임

을 간과하는 것이다. 한편, 백순근·함은혜(2007)도 교육실습이 가지

는 실천  목 에 주목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실습을 

‘ 비교사가 교육에 한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장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교사의 일을 직  수행해 으로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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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의 실천  수행능력을 기르는 과정(p.3)’으로 정의한다. 그리

고 이론  강의와의 비를 통해 교육실습의 실천 인 특성을 부각

하고 있다. 이들이 밝힌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실습의 내용은 주로 암묵 · 차 ·방법  지식을 다루는데 

이는 교사가 학교 장의 구체 인 상황에서 활용하는 실천  지식

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Elbaz(1981)가 주장한 교사의 ‘실천  지

식’과 유사한 것이다. Elbaz는 교사가 자신의 이론  지식을 상황에 

맞게 종합하고 재구성하며,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감에 따라 실천  

지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한 교육실습이 학에서의 

이론  강의와는 달리 학교 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을 언

한다. 교육실습에서 맺는 인간 계도 교수나 강사가 아닌 장의 

지도 교사, 동료 비교사, 학생들과의 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을 강조한다. 이러한 들이 학의 강의실에 이루어지는 이론  강

의와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교육실습의 목 을 ‘ 비

교사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 

학교에서의 다양하고 직 인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문 인 

실천  수행능력을 길러 나가는 과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표-2> 교육실습의 실천  특징 – 이론  강의와의 비교

구분 이론적 강의 교육실습

교육목표 이론적 이해 능력 실천적 수행 능력

교육내용 형식적·선언적·명제적 지식 암묵적·절차적·방법적 지식

교수 담당자
교육학 또는 교과교육학 

교수
현장의 지도교사

교육적 

관계자
교수 혹은 강사

지도교사, 학생들, 동료 

예비교사

교육 공간 대학의 강의실 학교 현장

출처 : 백순근·함은혜(2007), pp.3-4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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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실습의 경험 요소

교육실습의 목 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

지로 교육실습을 구성하고 있는 경험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것들은 하나의 동일

한 실습 기  안에서도 실제로 수행되거나 조직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Zeichner, 1984, p.10). 

일반 으로 련 문헌들에서는 교육실습의 내용을 단계별로 나

어 정리하고 있다(나승일 외, 2012; 정 근, 2004; 최 종, 2010). 

를 들어, ① 찰실습 단계 ② 참가실습 단계 ③ 수업실습( 는 실

무실습) 단계로 나 는 것이 표 이다. 이는 실습 과정이 진행됨

에 따라서  깊어지는 비교사의 참여 수  정도의 기 에 따

라 구분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참가실습을 하면서 

찰을 하기도 하는 등 서로 간에 첩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수행 

업무를 구체 으로 제시해주지는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본 

에서는 비교사들의 능력  인식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교육실습의 경험 요소들을 정리할 정이다. 물론 이

는 연구자들의 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주 으로 분류된 측면

이 강하지만, 구체 이고 실제 인 요소들을 제공한다는 에서 의

의가 크다. 따라서 이들 내용들에서 요한 경험들을 히 재분류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실습을 주제로 하고 있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존

재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을 검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기 들을 심으로 연구 목 에 부합하는 연구들을 검토하고, 

비교사의 문성 발달과 련하여 주목해야할 교육실습의 요소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만을 상으로 하되, 그 기 은 ① 연구의 상이 등 비

교사들이고, ② 연구의 목 이 교육실습을 통한 비교사의 지식, 

태도, 가치, 신념, 인식 등의 변화에 을 맞추고 있으며 ③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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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서는 비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경험하거나 수행한 요소

들이 드러나고 있는 논문을 검토하 다. 즉, 유아 는 등 비교

사를 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은 제외하 으며, 단순하게 교육 실

습의 실태나 황, 문제  등을 분석하거나 교육실습 로그램의 개

발이나 제도 개선 등을 탐색하는 연구들도 제외하 다. 기 에 부합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석훈(2004)은 실습일지를 토 로 교육실습을 통해 비교사들

이 갖는 교직 경험을 질 으로 분석하 다. 그는 비교사들의 경험

을 교사의 지  받아들이기, 학생 받아들이기, 막연한 교육철학에서 

벗어나기와 같은 것으로 정리하 다. 이는 비교사들의 주  인

식을 경험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구체 인 수행활동을 제시하고 있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습일지에서 출근 경험, 참  경

험, 조회 지도, 청소 지도, 수업 활동, 학생들과의 교감 등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사하게 김병찬(2005)은 참여 찰, 심층면

담, 문사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등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 다. 교육실습은 비교사들에게 정의  측면에서의 

의미 구성과 교직에 한 내재  동기를 자극하고 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은 학교 소개받기, 학생과의 만남, 조회와 종례 참석, 

수업 참 , 학  리, 직  수업하기, 연구 수업, 송별회와 같은 경

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 연구에서 모두 수업 참 , 수업실행, 학

생들과의 계 등을 공통 으로 요하게 언 하고 있었다.

허창수(2007)는 한 사범 학에 재학 인 비교사 5명을 상으

로 면담을 통해서 교육실습 경험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 다. 각 

비교사들이 경험한 내용은 학교마다 조 씩 차이는 있었지만, 오리

엔테이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 참 , 수업 실습, 연구 수업이 주된 

것들이었다. 특히 수업 참 과 수업 실습은 비교사들의 교육지식

을 재구성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으로 지도교사와의 교류, 학생들의 배경  문화 이해의 경험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혜(2007)는 설문지  면담을 통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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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실습 동안 등 비교사들의 개인  교수효능감과 결과기 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 다. 면담 자료의 분석을 통해 참  

수업, 실제 수업, 지도교사의 피드백의 3가지 범주가 교수효능감에 

향을  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 연구, 학생 심 수업, 개

별지도가 결과기 감의 변화에 향을  경험으로 나타났다. 허창

수(2007)와 박성혜(2007)의 연구에서는 수업 참 과 실제 수업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의 변인이 교육실습에서 요한 요소 의 하나로 

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일남(2009)은 사회과 비교사에 을 맞추어 교육실습 경험

에 한 내러티  탐구를 하 다. 교육실습 경험은 사회과 비교사

에게 학생과 지도교사와의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교직에 한 꿈

을 키우고, 수업 진행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  의미를 찾아

나가도록 해주는 공간이었다. 이를 구체 으로 교육실습 기, 응, 

반성 단계로 나 어 살펴보고 있는데 기는 교육실습 시작 , 

응은 교육실습 , 반성은 교육실습 이후의 경험에 한 내용이다. 

교육실습 의 내용에 해당하는 응 단계에서 앞의 연구들과 비슷

하게 지도교사와의 계, 참여 찰, 수업지도안 작성, 실제 수업 활

동, 학생과의 상호작용 증  노력을 비교사들은 경험했다. 

가신 ·김정주(2012)는 등 비교사들의 교직태도가 학교 장

실습을 통하여 어떤 변화과정을 겪는지를 근거이론을 토 로 분석

하 다. 그 결과 비교사들은 다양한 맥락과 인과  조건 그리고 

장실습에서의 작용·상호작용을 거쳐서 교직에 한 태도를 변화시

켜 나갔다. 상호작용의 경험은 학생들과의 계 형성, 교수활동 체

험, 실습학교의 특성, 지도교사나 선배교사와의 계를 통한 것들이

었다.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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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연구 방법 예비교사가 경험한 내용들

조석훈

(2004)

질적 연구

(실습일지 

분석)

교사의 지위 받아들이기, 학생 받아들이기, 

막연한 교육철학에서 벗어나기

(출근, 참관, 조회 지도, 청소 지도, 수업 

활동, 학생들과의 교감)

김병찬

(2005)

질적 연구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자료 수집)

학교 소개받기, 학생과의 만남, 조회와 종례 

참석, 수업 참관, 학급 관리, 직접 수업하

기, 연구 수업, 송별회

허창수

(2007)

질적 연구

(반구조화된 

면담)

오리엔테이션,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 참관, 

수업실습, 연구수업, 지도교사와의 교류, 학

생들에 대한 이해

박성혜

(2007)

양적 연구 및 

면담

참관 수업, 실제 수업, 지도교사의 피드백, 

수업 연구, 학생중심 수업, 개별지도

옥일남

(2009)

질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지도교사와의 관계, 참여 관찰, 수업지도안 

작성, 실제 수업 활동, 학생과의 상호작용 

증대 노력

가신현·

김정주

(2012)

질적 연구

(반구조화 

면담)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학

생들과의 관계형성, 교수활동 체험, 실습학

교의 특성, 지도교사나 선배교사)

<표-3> 교육실습의 경험을 나타낸 연구들

교육실습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비교

사들이 실습 장에서 기본 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 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 계’의 측면도 부각하고 있다는 이다. 즉, 

비교사들은 정해진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계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육실습에서의 기본

인 ‘과업’ 측면과 ‘인간 계’의 측면들이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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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으로 단하고,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 실제 

수업, 수업 참 , 수업지도안 작성의 다섯 가지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다섯 가지는 련 문헌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서도 볼 때, 

교육실습 과정에서 비교사들에게 공통 으로 제공되는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과업’ 측면에서 실제 수업 경험, 수업 참  경험, 수업

지도안 작성은 비교사의 지식, 태도, 가치, 신념의 발달에 요한 

경험이었음을 부분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인간 계’의 측면

에서는 교육실습의 실천  특징을 언 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의 지도교사와 학생들은 요한 교육  계자들이며 교육실습 

경험에서 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교육실습의 목 이 비교

사들의 문성 훈련과 실천  수행 능력 함양에 있다고 보았을 때, 

교육실습의 요소들을 이 게 구체 으로 나 어 사회과에서 그 

향력을 아직까지 실증 으로 분석한 이 없다는 에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교육실습 요소들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다음에서 이를 하나씩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과업 인간관계

구분 내용

실제 수업

수업 참관

수업지도안 작성

지도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표-4> 교육실습의 경험 요소

 (1) 지도교사와의 계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 에서 지도교사가 차지하는 비 과 

그 향력이 크다는 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다(Anderson, 2007; Copas, 1984; Sudzina, et al., 1997).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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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와 장에 머무르고 있는 비교사들에게 지도교사는 학에서 

지도교수의 역할을 실질 으로 신하는 존재이다. 교육실습 장에

서 비교사들과 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지도교사들이

고, 이 지도교사들에게 실습을 감독할 일차  책임이 있다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 Karmos & Jacko(1977)의 조사에서도 교육실습 경험 

동안에 가장 향력 있는 타인은 구인가란 물음에 다수의 교육

실습생들이 지도교사를 1 로 꼽았다. 

Anderson(2007)의 연구에서 비교사들은 실습 기간 동안에 교

사로서의 성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요한 향을  사람이 

지도교사 음을 고백한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 으로 그와 같은 

향을 주는 이유와 과정을 조사하 는데, 그 결과 지도교사에게 큰 

향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을 평가하기 때문이었고, 그들에

게 순종해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교

육실습생들은 한 지도교사를 하나의 롤 모델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향을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허물없는 

계라고 느끼면서 일종의 동료애를 느끼기도 했다. 여기서 지도교사

와의 계를 통해 비교사들이 문 인 교사로서의 성장에 향

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 으로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의 연

구들에서는 보다 직 으로 지도교사의 행동이나 태도가 비교사

의 수업 능력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다. 

권선미·조철기(2013)는 비교사의 교육실습에 경험에 한 내러

티  탐구를 했는데, 지도교사와의 의를 통한 조언  지도에서 

수업에 한 지식  노하우를 수 받았다. 한 지도교사의 태도

와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교직 수행 능력에 한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을 해 나갔다. 이는 앞선 연구와 비슷하게 지도교사를 교직사회

에서의 일종의 롤 모델로 여기며, 그를 통해 자신들의 모습과 태도

를 문인으로서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Moulding 

et al(2014)는 76명의 등 비교사들을 상으로 그들의 교사 효능

감 발달에 향을 미치는 변인을 실증 으로 탐구했다. 교사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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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인의 수업 능력에 한 인식을 포 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교

육실습 기간 동안 지도교사의 지원이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도교사의 숙련된 경험, 지지, 정 인 피드백이 

비교사의 효능감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처럼 지도교사는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큰 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이다. 특히 지도교사의 행동, 조언, 지원 등과 같은 계

를 통해 비교사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에 주목하여 비교사와의 계에서 바람직한 지도교사의 

역할  특성은 무엇인지에 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김 숙, 

1999; Copas, E. M., 1984; Roberts, T. G., 2006). 를 들어, 김 숙

(1999)은 지도교사에게는 비교사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해서 세 가지 역을 심으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첫째는 지도교사 자신이 우선 훌륭하고 유능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는 이다. 여기에는 교사로서의 열정과 신뢰성, 공정성뿐만 아니라 

가르치기 한 효과 인 기술과 지식도 포함된다. 특히 비교사의 

교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지도교사는 실질 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는 유능한 감독자로서의 자질이다. 즉, 

비교사들의 성장과 학습을 해서 지원하고, 안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셋째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이는 

비교사에게 제안, 충고, 정 인 피드백 등을 제공하고, 비교사

와 신뢰로우며, 력 인 분 기를 만들기 한 조건이라 할 수 있

다. 

이처럼 비교사와 지도교사 간의 계는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 

 개인  특성, 그리고 장학 활동 등을 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지도교사의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정한호, 2014, p.9). 

따라서 지도교사의 역할  자질을 심으로 형성하는 비교사와

의 계는 요하며, 이러한 계 형성을 통해 비교사의 문 인 

자질이 발달할 수 있음을 상해 볼 수 있다.



- 34 -

 (2) 학생과의 계

교육실습 장에서 맺는 교육실습생과 학생과의 계는 교육실습

생과 지도교사와의 계만큼 학교 장에서 요하게 형성되는 인간

계  하나이다(정한호, 2014, p.8). 비교사들은 강의실을 벗어난 

실습 장을 통해 비로소 처음으로 실제 학생들과 계를 맺고 그

들 앞에서 실제 수업을 해 볼 기회를 갖는다. 이는 비교사들에게 

매우 요한 경험이자 기회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좋은 수업을 해

서 자신이 가르칠 학생의 인지  정서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이

들과 유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아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강 ·박 석, 2005, p.29). 따라서 실습 장에서 경

험하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은 비교사에게 학습자에 한 이해 

 유  계 형성을 한 좋은 기회가 된다. 

학생에 한 이해가 비교사들의 수업 설계  실행에서 요하

다는 것을 간 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써, 박기용 외(2009)의 연

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면담과 일지 분석을 통해 교육실습에서 

비교사가 수업 설계 과정에서 지각하는 어려운 들을 조사했다. 

그 어려움에는 수업 설계  실행에서 학생들의 실태 악  학생

들의 흥미를 반 하는 활동, 학생 수  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학생들에 한 부족한 이해가 비교사의 수업 설계  실행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비교사들에게 학생에 한 찰이

나 유 감 형성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면 그들의 문 인 수업 능

력도 향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Mclntyre & Killian(1986)도 

이 같은 비교사들과 실습 장에서의 학생들  지도교사와의 상

호작용 측면이 요함을 인식하고, 등과 등 비교사들이 상호

작용 수 을 조사 비교하 다. 그 결과 등 비교사들은 등 

비교사들에 비해 장 실습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 이 보다 

활발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는 등 비교사들이 장 실습을 다녀

온 뒤에도 등 비교사들에 비해서 실제 교직 사회에 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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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다.

한 학생들과의 계를 통해 비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지

식을 재구성해 나감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옥일남(2009), 허창

수(2007)는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체험을 질  연구로 분석하고 있

다.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반부와 달리, 시간이 흐르고 실습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학교의 환경에 응해가고 비로소 학생들과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교육  지식을 재구성해 가기 시작했다. 

이 게 이해된 학생들의 배경과 문화는 비교사들의 수업을 한 

문 인 지식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다면 구체 으로 비교사들은 실습 장에서 학생들과 어떤 

계를 형성해 나갈까? 정한호(2014)는 42명의 비 등교사의 교육

실습 일지와 5명을 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비교사와 

학생들 간의 계를 제시하고 그 상의 의미를 탐색했다. 이를 통

해 교생이 바라본 학생 모습, 학생에게 다가가는 지름길, 학생 입장

에서 바라보기, 교육  차원에서 활동하기, 친 감 형성하기, 한계 

등과 같은 6개의 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비록 이는 연구자의 주

이 개입된 질  연구이지만, 비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학생

들과 계를 맺는지에 한 사례를 제공한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업 활동을 제외하면, 비교사들은 물리  는 공식  활동

으로써 조·종례, 심  휴식 시간, 청소시간, 상담활동, 학교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학생들과 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실습에 한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인 계 측면을 지도교사와 학의 지도교수, 

그리고 교육실습생들 간의 상호작용에만 주로 을 맞추었다. 이 

같은 비교사와 학생들과의 계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사가 자신의 문성을 발달시켜 나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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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제 수업

실제 수업 경험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의 활동 에서 비교사들

에게 가장 핵심 이면서 가장 공통 인 것이기도 하다. 특히 비교

사들은 학 강의의 모의 수업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장에서 마주한다. 50분의 정해진 수업 시간, 

교실이라는 공간, 그리고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존재는 비교

사들이 학 강의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다. 비교사들은 

난생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서 수업을 경험한다. 그 기 때문에 교사

교육 기간의 실제 수업 경험은 비교사들의 가르침에 한 심을 

확인하도록 해주고 교수 효능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요하게 작용

한다(Smith et al, 2013, p.61).

소경희(2004)는 등 비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하여 내러

티  탐구를 했다. 여기서 비교사들이 실제로 가르쳐 보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수업 지식을 구체 으로 형성해 나갔음을 보고한다. 특

히 수업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는 , 아이들의 수   흥미에 

맞는 지도가 어렵다는  등을 비교사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시간

이 지나면서 담임교사의 구체 인 지도를 통해 자신의 수업에 한 

반성과 탐구를 하면서 수업을 개선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수업에 

한 실천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비록 몇 명의 등 비교사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교육실습에서 비

슷한 치에 놓인 등 비교사들에게도 실제 수업 경험이 수업 

문성 향상에 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물론 부분의 교육실습생들은 자신의 첫 수업에 해 거의 만족

하지 못한다. 미리 수업을 계획하고 비해 가지만, 막상 실제로 수

업을 하게 되면 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교육실습의 다른 어떤 경험보다도 수업 실습 상황에서 비교

사들은 많은 어려움과 좌 을 느낀다. 비교사들은 수업이란 맥락

 상황과 학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 형태로 조직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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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로서 학 강의에서 흔히 수행했던 발표와는 질 으로 다르

다는 을 인식했다(조석훈, 2004, p.210). 한 자신들이 기존에 가

지고 있었던 학생과 학 에 한 이미지가 실제 수업을 통해 여지

없이 조각나는 것을 경험하고는 충격을 받기도 한다(Cole & 

Knowles, 1993).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좌 을 통해 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수업 진행 횟수가  늘어나고 익

숙해져 가면서 비교사들은 성장하고 발달하며 가르치는 즐거움 

등을 얻는다. 김병찬(2005)의 연구에서 비교사들은 수업이 잘 되

었을 경우 ‘교사로서의 기쁨’을 느끼거나, 는 ‘가르치는 일의 매력’

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교육실습에서 비교사들의 교육지식을 재

구성하는 과정을 밝힌 허창수(2007)의 연구에서도 비교사들은 수

업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즉,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의 수업 능력이 향상되고, 4주

차쯤의 수업에서는 첫 수업보다 많은 여유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미재·정제 (2012)은 이를 통계 으로 검증

하 는데, 교육실습에서 수업 시수가 더 많아질수록 비교사의 수

업 역량은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수업을 해 보는 경험이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을 신장시킬 것이라 상할 수 있다. 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서 수업 횟수가 거듭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해 자신감을 갖거나 차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수업 경험이 수업 문성 향상에 요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업 참

수업 참 은 교과지도교사나 다른 직교사, 는 동료 비교사

들의 수업에 직  들어가서 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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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비교사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실행해 보기 에 자신의 

수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비단계로 볼 수 있다. 

참 을 통해 지도교사 혹은 다른 교사들의 교과 지도 방법이나 교

수 방법, 학생의 학습 활동 등에 한 찰을 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참 은 비교사들은 교과수업에 한 반 인 운 방식이나 

개과정에 한 이해를 넓히도록 돕는다(나승일, 2012, pp.97-98).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실습 기간 동안에 실제로 운 할 수

업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얻는다. 그래서 보통 수업 참 은 

교육실습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습 기간의 처음 1~2주간은 주로 교과 지도교사의 수업을, 그 이후

의 기간부터는 주로 동료 교생들의 수업을 참 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남윤희(2013)는 비 환경교사들의 교육실습 경험과 의미에 해 

분석하 다. 여기서 비교사들은 수업 참  경험이 학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수업 흐름, 교수 학습 이론

의 장 용, 수업 분 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

한다. 이 호(2006)도 등 비교사를 상으로 참 실습의 실제와 

성과에 해 분석했다. 그 결과 크게 비교사들은 수업방법 찰, 

학생활동 찰, 교사의 자세 찰, 등학교 교육실습과의 연계성 

찰과 같은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공통 으로 수업  지도 방식

에 한 이해를 넓  나갔다. 를 들어, 비교사들은 참 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보면서 ‘... 한 발문과 학생들의 발표를 정 으

로 받아들이는 태도, 학생들의 수 에 합한 과제를 부과하는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 호, 2006, p.227)와 같이 수업 행 에 

한 자기 성찰을 하 다.

특히 비교사들은 직 교사들의 수업을 찰하면서 자신의 수

업을 미리 그려보는 등, 지도교사를 그 로 모방하기보다는 자기 나

름의 수업 진행 방식과 학생 지도 방식을 찾아나가려고 했다(옥일

남, 2009, p.93). 이 과정에서 비교사들은 학생통제는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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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학생의 반응은 어떻게 이끌어 내야 되는지와 같은 아이디어를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얻기도 하 고, 지도교사의 수업실행에서 발견

된 단 을 통해 자신은 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리  강화 

상을 경험하기도 했다(박성혜, 2007, p.284). 박정서(2012)는 사회과 

비교사들을 심으로 교육실습과정의 경험에 해 분석하고 있는

데, 수업 참 은 수업실행 그 자체만큼이나 수업 기술  략과 같

은 다양한 수업의 실천  지식을 획득하는 기회 음을 보고한다

(p.88). 뿐만 아니라 동료 비교사들의 수업과 자신의 수업을 비교 

참 하면서 이것이 비교사들의 문성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수업 참  경험도 비교사들의 수업 능력 신

장  자신의 수업 성찰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실습기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요한 경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업 참  경험에 해서 

주목하고자 하며, 특히 실제 수업 경험과 유사하게 그 횟수가 거듭

될수록 더욱 많은 문성 발달에 기여함을 상할 수 있다.

 (5)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지도안은 구체 인 수업을 상으로 하여 수업의 목표와 진

행 방법, 수업에서 다룰 구체 인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사용할 

학습 자료 등을 계획하여 미리 서술한 것으로서 수업을 한 하나

의 계획서이다. 교사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수업을 미리 계

획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미리 상되는 문제를 측

하여 그에 한 책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수업지도안은 효과

인 수업을 해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차경수·모경환, 2008, 

p.162). 

교육실습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상으로 실제 수업을 경험하는 

비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수업지도안 작성은 매우 큰 부분이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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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비교사들은 실습을 행하기 에 학에

서의 ‘수업지도안  학습지 작성 훈련’을 교육실습을 비하는 과

정에서의 하나의 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강숙희, 2013). 박성혜

(2008)는 학 강의실에서의 ‘교과교재연구  지도법’ 수업 경험이 

등 비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향에 

해 보고한다. 수업 사 ·사후 검사를 통해 검증한 결과 교수효능

감과 교과교육학지식  표 지식, 내용지식, 평가지식, 교육과정지

식의 차이가 유의미하 다. 비록 교육실습에서의 경험은 아니었지

만, 여기서 특히 수업지도안 작성이 수업 문성 인식과 유사한 교

수효능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음을 비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학 강의실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교육실습 기간 동안의 

수업지도안 작성 경험이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요한 요인임

을 언 하는 연구들도 있다. 박경옥·서선진(2012)은 유아, 등, 등 

비특수교사들을 상으로 수업지도안 작성경험에 따른 수업설계

활동 요도 인식과 실천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업의 실천 측면에서 ‘수업목표  학생 수 별 학습목표 설정’, ‘교

과목  교수내용에 합한 수업모형의 선정’, ‘수업자료의 개발  

제작’ 등의 항목에서 수업지도안 작성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 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즉 수업지

도안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수업 

실천에서 보다 나은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허창수(2007)는 장에서의 수업지도안 작성이 비교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분석했다.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기간에 

수업지도안을 작성 후 지도교사  교감선생님에게 검토를 받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내  갈등  마찰을 겪는다. 이와 같은 

부분이 학 강의실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 없는 측면이다. 그리고 

이 내  갈등은 학과 장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해 주는 것으로 

비교사들이 수업지도안 작성 경험을 통해 장을 보다 잘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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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에 합한 문가로서 거듭나도록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한 웅(2010)은 보다 구체 으로 교육실습에서 수업지도안의 반

성  멘토링을 통한 비교사의 수업 문성 형성과정에 한 연구

를 했다. 비교사는 수업지도안을 쓰면서 ‘학습자의 사  경험을 

학습의 소재로 삼아야 한다’와 ‘학습자의 사  경험을 바탕으로 수

업지도안에서 수업지식의 형식으로 가시화해햐 한다’와 같은 수업 

문성을 형성하 다(한 웅, 2010, p.33). 수업지도안 작성 과정은 

일종의 수업 설계  기획 단계로서 비교사의 수업 문성을 형

성해 나가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비록 본 연구는 반성  멘토링

이라는 구체 인 업 과정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기본 으로 실

습 장에서의 수업지도안 작성도 지도교사의 검토  피드백을 거

친다는 에서 이와 유사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수업지도안 작성 경험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형성에 향을 미칠 것임을 상하고 실습 장에서의 요

한 경험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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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학습과 문성 발달

교육실습에 참여하는 비교사들의 지 는 특별하다. 그들은 교

육실습 과정 안에서 이를 일종의 수업으로 여기고 배우기 해 참

여하는 학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실제 장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

치는 교사의 지 를 가지기도 한다. 즉, 그들은 교육실습 안에서 학

생과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 규 외(2003)의 연구도 교

육실습 과정 안에서 비교사들이 갖는 독특한 치에 주목하고 있

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의 환을 연습하는 공간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 으로 교육실습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미래의 교사가 되기 해 비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사들에게 배움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클 것이다. 어에서도 교

육실습생을 student-teacher라고 표 한다. 표 에서 ‘teacher’ 보다 

‘student’를 앞에 두어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본 으로는 미래의 

교사가 되기 한 비과정으로서 교육실습에 참여하며, 이 과정에

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학생의 입장을 요시하기 때문이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은 에 주목하여 보다 이론 인 차원에서 

교육실습 경험이 어떻게 비교사들의 문성을 발달시켜  수 있

는지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학습자의 치에 서 있는 비

교사들의 능력 발달은 학습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교육실습 

경험 자체가 비교사들에게는 자신의 능력 개발을 한 하나의 학

습 과정이며, 학습 환경으로써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한 부분을, 학습 이론 에서도 경험학

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교육연구 분야에서 가장 리 인용되는 경험학습에 한 이론은 

Kolb(1984)의 학습 사이클 모델이다. Kolb(1984)는 Lewin, Dewey, 

Piaget 등의 경험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개발한 경

험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학습이란 “경험의 환을 통하여 지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Kolb, 1984, p.38)”라고 정의하면서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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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로서의 학습 과정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구체

 경험(Concrete Experience) → 반성  찰(Reflective 

Observation) → 추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 능

동  실행(Active Experimentation) → 다시 구체  경험(Concrete 

Experience)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Kolb, 1984, p.42). 이 모델의 특

징은 구체 이고 즉각 인 경험들이 학습의 의미를 창출하고 학습 

과정을 유효하게 한다는 것이며, ‘반성’과 같은 피드백 과정을 특징

으로 한다는 것이다(Knud, 2009, pp.182-183).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

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Kolb의 학습 사이클 모형

출처 : Kolb(1984), p.42의 그림을 내용에 맞게 편집

이러한 Kolb의 이론은 특히 장 기반의 경험을 시하는 교사

교육의 원리로서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다(은지용, 2009, p.124). 

왜냐하면 교육실습과 같은 구체  경험을 통해서 비교사들은 자

신들의 행동과 태도를 반성 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행동으로 자신들의 발달을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에 학습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Kolb의 모델이 

사회 인 부분이나 상호작용을 소홀히 다루는 약 이 있음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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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Lave & Wenger(1991)는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  상황에 

을 두는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을 제시했다. 이 입장에서 

학습이란 타자, 환경, 도구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리의 상황을 체 으로 익힌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수희·정 순, 

2011, p.24). Kolb의 학습 사이클이 개인 내부의 인지  과정에만 

을 맞추었다면 이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처한 사회  상황과 학습 

간의 계에 심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자들은 사회  공동체

에의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활동  작업, 그리고 지식 등에 한 

이해를 넓  나간다. 를 들어 비교사들은 장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에서 지도교사나 학생 등과 같은 사람들과의 계 체계를 경

험하고 교사로서의 지식과 이해를 획득한다(Moscatelli, 2008, p.14). 

Knud(2007)는 이와 같은 경험학습에 한 이론들을 더 발 시켜 

나갔다. 학습이란 “단지 성숙이나 노화 때문이 아닌 구 인 능력 

변화를 이끄는 살아 있는 유기체에서의 어떤 과정”(Knud, 2007, p.3) 

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습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과정의 통합이며, 

여기에 주요한 세 가지 차원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한다. 학습의 

두 가지 과정은 ① 개인의 내 인 정교화  획득의 심리  과정과 

② 개인과 그 주변의 사회, 문화, 물리  환경 간의 외 인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Kolb의 경험학습 이론은 단순하여서 이와 같

은 학습의 복잡성을 그려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 한다. 

여기에 결부된 세 가지 차원들은 환경, 내용, 인센티 이다. 환경

이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 는 맥락이다. Knud(2007)는 

모든 학습의 출발은 이와 같이 개인이 어딘가에 “ 치해 있는 것”으

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내용과 인센티  차원은 개인이 외부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

보면 내용 차원은 ‘무엇이 학습되었는가?’에 한 것이다. 이는 보통 

수업 능력과 같은 지식이나 기술로 표되지만 의미, 태도, 가치, 방

법, 략 등과 같은 것이 해당할 수도 있다. 인센티 는 학습과정이 

발 되는데 필요한 정신 인 에 지 즉, 동기, 의지, 정서 등을 의미



- 45 -

한다. 이 두 가지 차원, 즉 내용과 인센티 는 개인 내부에서 서로 

간에 향을 주고받으면서 정교화 되고, 이들은 항상 환경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한 자극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다(Knud, 2007, 

pp.22-28). 이를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2>와 같다.

<그림-2> Knud가 제시한 학습의 과정과 세 가지 차원

출처 : Knud(2007), p.23의 그림을 재구성

따라서 개인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성장 는 능력의 

발달은 언제나 이와 같은 외부와의 상호작용 는 외부로부터의 경

험이 요함을 알 수 있다.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개발됨을 강조하는 것은 Vygotsky의 견해 즉, 인간의 고등

심리 기능의 발달은 인간의 내  조건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 해 나간다는 변증법  과도 비슷하다(Cole et 

al, 1978, pp.12-15). 

교육실습을 통해 비교사들이 문 인 수행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도 이를 용해 볼 수 있다.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기간 동

안 ‘실습 장’란 환경에 놓여 있게 된다. 그 안의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직 수행능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방법, 

략 등을 획득해 나간다. 상호작용 차원은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자극을 제공하는데, 이는 지각, 달, 경험, 모방, 활동, 참여 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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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형태들은 서로 간에 엄 하게 구분되

거나 내용이 정해진 것들은 아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서로 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Knud, 2007, 

pp.96-101). 앞서 제시한 교육실습에서의 경험들은 모두 이러한 상

호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비교사들에게 향을 미친다.

를 들어, 비교사들은 장에서 지도교사의 수업에 참여하여 

참 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지도교사의 수업을 보고 들음으로

써 자신들의 수업에서 활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배워 나

간다. 는 지도교사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하면서 자신들도 장의 

교사들처럼 수업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수업 참 의 경험뿐만 아니

라 실제 수업을 해보고, 지도안을 작성하며, 학생들과 계를 형성

하는 것이 모두 교육실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모두 비교사들이 문 인 교직 수행 능력의 학습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자극이 된다. 추가 으로 인센티  차원 즉, 개

인의 교직에 한 의지와 동기 등이 한 교사로서의 문  지식

에 한 학습 과정을 더욱 진시킬 수 있다. 결국 교육실습이라는 

공간에 치한 비교사들은 그곳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 이를 앞의 그림에 용시켜 나타

내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교육실습을 통한 비교사의 문성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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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 연구 검토

교육실습을 후로 하여 비교사들의 지식, 태도, 가치  등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교육실습 련 연구들에 해서는 이미 앞 에서 다수 언 했으므

로, 본 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주로 비교사의 실천  수행 혹

은 수업 능력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실증 인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확인할 

정이므로 선행 연구의 검토도 실증  분석을 통해 교육실습 후

로 비교사들의 능력 변화를 밝힌 연구들을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  연구의 의의에 

해 밝히고자 한다.

백순근·함은혜(2007)는 교육실습이 비교사들의 교직 비도, 인

격  성숙도, 실천  교수역량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 

교직 비도란 비교사가 유능한 교사가 되기 한 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인격  성숙도는 비교사들의 자율성, 개방성, 사회  책

무성 등의 인격  요소들의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실천  교수역량이란 실제 교수 상황에서 교사가 교과교육을 성

공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실천  수행능력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수업 문성 개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실습 이후 이러한 세 가지 역의 측정 지표 모두에서 실

습 이 과 비교하여 역량들이 증진되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의 실천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첫 수업과 마지막 수업에 한 찰을 통해서만 이

루어지고 있어 구체 으로 어떤 교육실습의 경험 요소들이 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비교사의 성별, 담당교과, 교직 진출 의향, 수업 횟수 등의 특징 

등에 따라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달라질 것을 상하고 이와 련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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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을 어느 정도 반 하고 구체 으로 수업 문성에 을 맞추

어 그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김정  외(2009)는 교육실습을 후로 하여 비 등교사들의 

교직 문 능력, 교과지도 능력, 학 리 능력, 교사로서의 인성, 교

사로서의 태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 교과지도 

능력의 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한 엄미리·

엄 용(2009)은 교육실습 후로 나타난 비교사들의 역량변화를 

연구하 다. 그 결과 교과학습지도 역에서 부분 비교사들의 

역량이 증진하 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 연구에서는 

모두 비교사들의 교과지도 능력 는 수업 역량을 측정하는 기

들이 엄 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교육실습에서의 

어떠한 경험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왔는가에 한 분석이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 문성을 구체 인 기 에 따라 측정

하고, 이에 향을 미치는 교육실습의 요인들을 구체 으로 확인하

고자 한다는 에서 의의가 클 것이다.

정미재·정제 (2012)도 교육실습이 비교사의 역량 변화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비교사의 핵심역량으로 교사로서의 자질 

 역량, 수업지도 역량, 학 경  역량, 생활지도 역량, 업무처리 역

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 에서 교사로서의 자질  

역량과 수업지도 역량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수업 문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지도교사의 지도유형  수업

시간 횟수, 지도 학교   담당과목, 연령  성별 등 교육실습의 

환경  측면까지 고려하여 비교사의 핵심 역량 강화에 미친 향

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 히 교육실습의 요한 변인으로서의 학

생들과의 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 고, 조사 상을 하나의 학에

만 재학 인 비교사들로 한정하 기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박성혜(2007)는 교육실습 기간 동안 등 비교사들의 개인  

교수효능감과 결과기 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문조사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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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된 면 을 통해 조사하 다.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에서는 교육

실습 후 비교사들의 개인  교수효능감의 평균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하지만 결과기 감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그리고 면 을 통한 분석에서 참  수업, 실제 수업, 

지도교사  동료 비교사의 피드백이 교수효능감에 정 인 향

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 감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은 

교재  수업연구, 학생 심수업, 개별지도의 경험들이었다. 이 연구

의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신의 과목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에 한 자신의 능력 단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수업 문

성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수효능감에 정  향을 미

친 것으로 확인된 참  수업, 실제 수업, 지도교사의 피드백 등은 

10여명 정도의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이다. 한 연구의 상에서 

사회과 비교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과 비교사들에게 

용시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 비교사

들을 상으로 하고, 실제 수업, 참  수업, 지도교사와의 계 등을 

실증 으로도 분석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Becher & Ade(1982)는 실습 환경의 특성과 비교사들의 임상실

습 수행 능력 간의 계에 해서 조사했다. 실습 환경의 특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되었는데, 첫째는 효과 인 수업 행동을 만들도

록 해주는 환경, 둘째는 교생들에게 주는 지도교사의 피드백, 셋째

는 교생들의 자립 이고 발 인 행동을 진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실습 상황을 의미한다.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주로 지도교사의 

피드백 차원이 비교사들의 임상실습 수행 능력에 많은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실습 환경의 각 차원들은 효과

인 것과 덜 효과 인 것으로 나 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

지만, 보다 세부 으로 실습 환경의 요소들을 구분하진 않았다. 

한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비교사들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실습의 환경이 본 연구에서 상으로 하는 등교육 환

경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등학교의 교육실습 환경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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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본 연구는 등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과 련

하여 보다 직 인 상 계를 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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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교육실습 경험이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인식

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 구체 으로 어떠한 경험 요소들이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론  

배경에서 수업 문성의 요성과 구성 역, 그리고 교육실습의 목

  그 가치에 해서 논했고,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교육

실습의 경험 요소 다섯 가지를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실습 경험은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향상

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  근거를 확보하 고, 아울러 교육실습 경

험의 구체 인 요소들이 한 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을 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교육실습 경험은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1)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기본 지식과 이해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2)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수업기획 능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3)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수업실행 능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1-(4)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문성 제고 노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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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교육실습의 다섯 가지 경험 요소들은 사회과 비교

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2-(1) 지도교사와의 계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2-(2) 학생과의 계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

을 미칠 것이다.

2-(3) 실제 수업 횟수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2-(4) 수업 참  횟수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

2-(5)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

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교육실습 경험이 등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

성 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한 것이다. 이를 

해 서울, 강원, 충남, 남, 북, 부산 지역에 치한 7곳의 사범

학 사회교육과에 재학 인 비교사들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

하는 101명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들은 모두 2014년 4월 

말부터 6월 까지 약 4주에 걸쳐서 거의 같은 기간 동안 교육실습

을 경험하는 비교사들이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  타당도를 해 

무선 표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 한 같은 시기에 교육실습을 

나가는 연구 상자들을 모집하기 해 와 같이 7곳의 학에 재

학 인 비교사들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다.

이 에서, 같은 응답 번호로만 체크를 하는 등 설문 조사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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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인원수 (비율)

성별

여자 51 (54.8)

남자 42 (45.2)

합계 93 (100.0)

과거 

교수 

경험

과외 경험

없음 32 (34.4)

0-6개월 25 (26.9)

6-12개월 16 (17.2)

12-18개월 2 (2.2)

18-24개월 3 (3.2)

24개월 이상 15 (16.1)

합계 93 (100.0)

학원 강사 

경험

없음 55 (59.1)

0-6개월 20 (21.5)

6-12개월 8 (8.6)

12-18개월 3 (3.2)

18-24개월 3 (3.2)

24개월 이상 4 (4.3)

합계 93 (100.0)

교직

희망

여부

희망 한다 46 (49.5)

희망 안 한다 19 (20.4)

고민 중이다 28 (30.1)

합계 93 (100.0)

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사 검사에는 응답했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응

답하지 않은 이스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최종 으로 유효

하게 측정된 응답자들은 총 93명이다. 다음의 <표-5>은 연구 분석

에서 사용된 표본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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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면담 상자들의 특성

구분 대상 성별 교육실습 학교 가르친 과목
교직

희망여부

S대학
A 여자 서울시 고등학교 경제, 법과 정치 X

B 남자 서울시 여자 중학교 사회·문화 O

K대학
C 여자 강원도 여자 중학교 중학교 사회 O

D 남자 강원도 고등학교 한국사 O

W대학
E 여자 경기도 고등학교 사회·문화, 경제 O

F 여자 경기도 중학교 중학교 사회 X

한 설문 조사 결과의 분석을 보완하기 해 면담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사회과 비교사 93명  3개의 학교에서 

2명씩 총 6명을 면담 상자로 선정하 다. 남자가 2명, 여자가 4명

이었으며, 교육실습 장소가 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가 각 3명씩이

었다. 가르친 과목은 학교 사회, 경제, 법과정치, 사회·문화 등으로 

다양했으며, 한국사 과목을 가르친 경우도 있었다. 6명  4명이 교

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했으며, 2명은 그 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모

두 면담 요청에 한 동의를 미리 구했다. 다음의 <표-6>는 면담 

상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2) 연구설계  모형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을 해결하기 하여 독립변인으로 교육실습 경험을 

설정하고, 사회과 비교사들에게 실습을 다녀오기 의 사 검사와 

다녀온 이후의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이 두 검사를 심으로 사회

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수 변화를 비교 하 다. 비교 집단 

설정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일 집단 사 -사후 검사 설계를 

하 다. 이상과 같은 설계를 요약해 나타내면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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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구가설 1을 한 연구 설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처치집단   

 = 사전검사 (수업 전문성)

 = 교육실습  

 = 사후검사 (수업 전문성)

한 연구가설 2를 해결하기 해 교육실습 경험의 다섯 가지 요

소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교육실습 이후의 수업 문성 수를 종

속변인으로 하는 다음 <그림-4>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특히 통제변인에는 사  수업 문성 수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는 교육실습 이 에 이미 개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수업 

문성 수 을 통제하기 함이다.

<그림-4> 연구가설 2를 한 연구 모형

                    

  : 사후 수업 전문성 점수,   : 상수

: 사전 수업 전문성 점수

: 교직희망여부 (더미처리 : 0=고민 중이거나 희망 안함, 1=교직 희망)

: 과거 교수 경험 (0=경력 없음, 1=0-6개월, 2=6-12개월, 3=12-18개월, 

4=18-24개월, 5=24개월 이상)

: 지도교사와의 관계

: 학생과의 관계

: 실제 수업 횟수 (0=0시간, 1=1-5시간, 2=6-10시간, 3=11-15시간, 

4=16-20시간, 5=20시간 이상)

: 수업 참관 횟수 (0=0시간, 1=1-5시간, 2=6-10시간, 3=11-15시간, 

4=16-20시간, 5=20시간 이상)

: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

  :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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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변인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수업 문성이다. 수업 문성은 교사의 ‘수업’이라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문 인 지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수업 문성은 포 으로 수업 , 수업 , 수업 

후의 부분들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임찬빈 외(2006)가 개발한 

사회과 수업 평가 기 을 심으로 수업 문성을 측정하고자 했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지식  이해, 수

업을 실행하기 에 필요한 기획 능력,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실행 능력,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

는 노력인 문성 제고 노력의 역 등으로 구분되어 수업 문성

의 역을 포 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상들은 사회과 비교사들이다. 그런데 임찬빈 

외(2006)의 기 은 그 내용 진술이 다소 어렵고, 하나의 평가 기

에서 2개 이상의 내용을 묻는 표 들이 다소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

가 비교사들의 수 에 맞게 진술  구성 요소들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이 과정에서 비교사들을 상으로 수업 문성 측

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정민수·부재율(2013)의 기 도 참고하여 

반 하 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교육실습 경험이다. 구체 으로 연구가설 

1에서는 4주간의 교육실습 경험 자체가 하나의 독립변인이다. 교육

실습은 비교사들의 문성 신장을 하여 장을 직  체험하고 

교사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으로 교사가 되기 해서 반드시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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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의무 인 교육과정이다. 비교사들은 강의실과 학을 벗

어나서 학교교육의 장에서 직  교사 활동을 실습하고 온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의 실천  요소들을 터득하고 익히는 

과정이 교육실습인 것이다.

한 연구가설 2의 검증을 해서 보다 구체 으로 교육실습 경

험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해 다섯 가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 다. 이

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도교사와의 계

본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지도교사와의 계는 실습 장에서 요

구되는 지도교사의 문성, 능력, 태도 등을 심으로 형성되는 

비교사와의 계이다. 여기에는 지도교사의 수업 능력, 롤 모델로서

의 역할, 한 피드백과 평가의 제공, 그리고 책임감이나 공정성

과 같은 성격  특징도 포함된다. 비교사는 교육실습 장에서 도

제 교육 방식과 비슷하게 지도교사의 태도, 행동 등을 찰하고, 그

에 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Roberts(2006)와 Edwards & Briers(2001)가 지도교사의 자질  역

할 요소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측정도구를 개

발하고, 이와 같은 지도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한 비교사의 인식

을 알아 으로써 지도교사와 비교사의 계를 보고자 한다.

② 학생들과의 계

학생들과의 계는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비교사들의 태도를 통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다. 수업 시

간을 제외하는 이유는 ‘실제 수업 횟수’라는 변인에서 수업 시간 내

의 학생들과의 계를 포 으로 악하고 있다고 단했기 때문

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 부분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정한호(2014)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업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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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비교사와 학생들의 계가 발생하는 활동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에는 청소  식지도와 같은 학생 생활지도, 동아리 

 사지도와 같은 창의  체험활동 지도, 조·종례 지도, 상담활동, 

진로  진학 지도, 학생 찰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는 사실 교과

지도 역을 제외한 비교과지도 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교직 업무

들이다(남수경·김갑성, 2013, p.488). 때문에 비교사들이 교직 장

에서 실제로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의 계는 인간 계라는 측면에서 그 깊이와 정의 인 부분이 요

하기에 이와 같은 활동들에 극 인 참여의 정도로 이를 측정하고

자 했다. 이는 추후의 연구에서 조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된다.

③ 실제 수업 횟수

수업은 비교사들이 장 학교에서 교사로서 실제로 교과 지도 

수업을 실행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장에

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이 바로 수업

을 해 보는 일이다. 비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수행해 으로써 자

신의 수업 능력에 한 고민과 반성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권선미·

조철기, 2013, p.74).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을 얼

마나 해 보느냐에 따라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업 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인을 설정했다. 그리고 정미재·정제 (2012)의 연구에서 

비교사들의 수업 시간을 0-5시간, 6-10시간 등으로 나 어 수업 역

량의 차이를 비교한 것과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5시간 단 로 수

업 횟수를 범주화하여 분석을 하 다. 단, 정미재·정제 (2012)과 다

른 한 가지 은 0-5시간의 범주를 0시간과 1-5시간으로 다시 구분

했다는 이다.

④ 수업 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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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 은 크게 직교사의 수업에 한 참 과 동료 비교사

들의 수업에 한 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교사들은 부분 

교육실습의  기간에 걸쳐서 수업 참 을 실시하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업 참  횟수로 측정하여 보고자 했다. 직교사와 동료 

비교사의 수업 참  횟수를 구분하여 측정한 후에 이를 더해서 수

업 횟수와 마찬가지로 5시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하 다.

⑤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지도안은 구체 인 수업을 상으로 하여 수업의 목표와 진

행 방법, 수업에서 다룰 구체 인 내용, 평가 방법 그리고 사용할 

학습 자료 등을 계획하여 미리 서술한 것으로서 수업을 한 하나

의 계획서이다. 수업지도안은 단원 구성  수업 계획,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 과정을 구체 으로 진술하는 형태의 세안과 이를 간략

하게 여서 제시하는 약안의 형태로 나  수 있다.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장에서 이 두 종류의 작성 형태를 모두 경험하며,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세안과 약안의 총 지도안 작성 횟수를 독립변인

으로 설정하 다.

 3)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사  수업 문성 수, 교직희망여부, 과거의 교수 

경험이다. 학년  성별2)과 같은 기본 인 인구통계학  변인들은 

통제변인에서 제외했는데, 왜냐하면 교육실습 과정은 기본 으로 7

학기 이상에 재학 인 사범 학 4학년 학생들이 의무 으로 이수

2) 통제변인의 설정과 련하여 왜 성별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등교사의 교수역량에 한 차이를 보고자 한 황은희(2008)의 연구에

서 성별에 따른 교수역량 수의 차이는 문가가 평가한 경우와 자기보고식 평

가의 경우 모두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유사하게 정미재·정제

(2012)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비교사의 수업지도 역량의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간주하고 따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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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상인 비교사들도 충청 지역

의 G 학3)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7학기에 등록 인 학생들로 이

와 같은 측면에서 나이와 재학 학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상당히 동

질 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세 가지 변인들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 다.

① 사  수업 문성 수

사  수업 문성 수는 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나가기  그 

동안 학에서의 강의 등을 통해 형성한 수업 문성의 수 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실습 에 이미 개인별로 다르게 형성된 수업 문

성 수 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엄 한 분석이 될 수 없다. 일반 인 

수업 모형 검증 연구에서 학생들의 사  검사 수를 통해 학업 성

취 수 을 통제하는 것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비교사들의 사

 검수 수를 통제한 것이다. 따라서 사  수업 문성 수를 통

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수의 향상을 가

져오는 교육실습 련 변인들을 찾고자 했다. 

② 교직희망여부

교직희망여부는 비교사들이 졸업 후 교직으로의 진출 희망 여

부를 묻는 것이다. 물론 사범 학은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기 한 

목 학으로서 부분이 졸업생들이 일반 으로는 교직으로 진출

할 것임을 기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공과 상 없이 졸업 후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도 한다. 특히 교직희망여부에 따라서 그들이 

교육실습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한 통

제변인으로 삼았다. 강숙희(2010)는 교직희망의지가 비교사들의 

3) G 학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근무교육실습을 3학년 때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으로 운 하고 있으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G 학의 비교사들 에는 7

학기 이하의 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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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향을 조사했는데, 교사가 되려는 확고한 의

지를 지닌 비교사들이 그 지 않은 비교사들에 비해 교사효능

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교직희망의지를 묻는 

문항에 해 ‘꼭 교사가 되고 싶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교

직과정을 이수해놓고 나 에 결정하겠다.’, ‘ 재로선 교사가 되고 싶

은 생각은 별로 없다.’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묻고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졸업 후 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까?’라는 물음을 

만들어 ‘그 다’, ‘그 지 않다’, ‘고민 이다’와 같은 세 가지로 구분

해 비교사들의 교직희망 여부를 악하 다.

③ 과거의 교수 경험

한 비교사들은 교육실습 이 에, 개별 으로 아이들을 가르

쳐 보거나 학생들 앞에서 직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을 수 있다. 

과외 경험, 학원 강사 경험 등이 그러한 것들로써 물론 학교 장에

서의 수업 환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험들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

인 수업의 비, 계획, 운  면에서 실제 학교 수업과 유사한 측

면이 있으며, 이것들이 비교사들 간의 수업 능력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과거의 교수 경

험 여부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다.

4. 조사도구

교육실습 경험이 비교사의 수업 문성 인식에 미치는 향  

그 요인들을 알아보기 해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 다. 특히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수업 문성에 해 묻는 문항은 응답자의 무

성의한 응답을 배제하고, 동일 문항으로 사 -사후 검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연습 효과의 문제 등을 방하기 해 문항의 순서를 서로 

다르게 재배열 하 다. 이에 따라 수업 문성을 묻는 문항은 총 22

문항으로 임찬빈 외(2006)와 정민수·부재율(2013)의 연구를 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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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요소를 비교사의 수 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는 Likert 5  척도로 자기 보고식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지식  

이해 역 7개, 수업기획 능력 역 5개, 수업실행 능력 역 7개, 

문성 제고 노력 역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간 내  신뢰도 

검사를 해 Cronbach’s alpha 값을 도출하 다. 사  검사에서 각 

역의 알  계수는 지식  이해 역 .790, 수업기획 능력 .820, 

수업실행 능력 .803, 문성 제고 노력 .707로 나타났다. 사후 검사

에서 각 역의 알  계수는 지식  이해 역 .772, 수업기획 능

력 .779, 수업실행 능력 .705, 문성 제고 노력 .609로 나타났다. 일

반 으로 사회과학에서 알  계수가 .60이상일 때 측정도구의 신뢰

성을 인정받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독립변인  지도교사와의 계는 Roberts(2006)  Edwards & 

Briers(2001)가 지도교사의 역할  비교사와의 계를 유목화 시

킨 연구를 심으로 10가지 항목을 번안하여 측정도구로 활용하

다. 신뢰도 계수는 .886이었다. 다음으로 학생과의 계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신뢰도 계수는 .659이다. 수업 문성 측정도

구와 마찬가지로 알  계수가 .60이상이므로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

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는 모두 직  기입하는 방식으로 측정하

다.

통제변인인 과거교수경험은 학원 강사 경력과 과외 지도 경력으

로 나 어 그 기간을 체크하도록 했으며, 교직희망여부도 희망 여부

에 해 ‘그 다’, ‘그 지 않다’, ‘고민 이다’와 같은 세 가지로 구

분하여 체크하도록 구성하 다. 다음의 <표-8>과 <표-9>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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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사 검사 설문지의 구성  신뢰도

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지식 및 이해

A-1, A-2, A-3, 

A-4, A-5, A-6, 

A-7

.790

수업기획 능력
A-8, A-9, A-10, 

A-11, A-12
.820

수업실행 능력

A-13, A-14, 

A-15, A-16, 

A-17, A-18, A-19

.803

전문성 제고 노력 A-20, A-21, A-22 .707

통제변인

성별 B-1 -

과거 

교수 

경험

학원 강사 

경험
B-2-① -

과외 지도 

경험
B-2-② -

-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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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사후검사 설문지의 구성  신뢰도

변인 분류 문항번호 Cronbach α

종속변인

지식 및 이해

A-6, A-7, A-8, 

A-11, A-17, 

A-19, A-21

.772

수업기획 능력
A-3, A-5, A-10, 

A-13, A-15
.779

수업실행 능력

A-1, A-2, A-4, 

A-14, A-16, 

A-20, A-22

.705

전문성 제고 노력 A-9, A-12, A-18 .609

독립변인

실제 수업 횟수 B-1 -

수업 

참관 

횟수

현직교사 B-2 -

동료교생 B-3 -

지도교사 관계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886

학생 관계
D-1, D-2, D-3, 

D-4, D-5, D-6
.659

수업지

도안 

작성

합계 E-1 -

세안 E-2 -

약안 E-3 -

통제변인 교직희망여부 B-4 -

- : 문항이 하나이므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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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구체 인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경험의 효과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연구가설 1의 

해결을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한다. 비교집단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동일집단의 사 -사후 검사를 통해 교육실습 경험의 효과성을 

확인하 다.

둘째, 그리고 교육실습의 구체 인 경험 요소들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을 얼마나 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인  통제변인들을 모두 일 투입

(ENTER)법으로 삽입하 다. 변인들 투입 시 ‘성별’과 ‘교직희망여

부’는 범주형 변인들이기 때문에 더미(dummy) 처리를 하 다. 한 

회귀분석에서의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하여 변인들 간 

Pearson 률상 계수와 VIF를 산출하여 이를 진단하 다. 이 분석 

결과는 Ⅳ장에서 다루고 있다.

셋째, 추가 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여 교육실습을 경험한 비교

사들  6명 정도를 뽑아 심층 면담을 하 다. 이는 결과의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고,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함이다. 연구

자가 비한 질문들에 따라 면담을 진행하되,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 으로 련된 정보를 더 얻어낼 수 있는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담을 실시하 다.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2인 1

조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되, 면담자의 사정

이 여의치 경우에는 따로 개인 면담을 진행하 다. 모든 면담 내용

은 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녹음하 고, 녹음된 내용의 자료

는 모두 사하 다. 면담은 6월 넷째 주에 실시되었고, 각 1회씩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 에서 사용된 질문은 

연구 문제에 기 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심으로 질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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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실습 경험이 여러분의 수업 문성 향상에 향을 미친 부

분은 무엇입니까? ② 지도교사와의 계가 향을 미친 부분은 무

엇입니까? ③ 학생들과의 계가 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④ 실제 수업 횟수가 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⑤ 수업 참

 횟수가 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⑥ 수업지도안 작성 횟

수가 향을 미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이 면담에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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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교육실습 경험이 등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미치는 향  그 요인들을 통계 으로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해 2014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다

녀올 정인 사회과 비교사들에게 사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실습

이 끝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수를 가지고 응표

본 t-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 하 다. 그리고 연구가설 2를 검

증하기 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한 사후검사 수

가 어떠한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다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분석 하 다.  

1.  수업 문성의 변화

본 에서는 수업 문성 인식의 변화를 역별로 나 어 살펴 

볼 것이다. 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문성 수를 역별로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식  이해 역의 변화

<표-10> 지식  이해 역의 사 -사후검사 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자유도

(df)
t 값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업 전문성 

총합

3.4194

(.48896)

3.8658

(.44345)
.44639 92 9.341 .000***

지식 및 

이해 영역

3.2258

(.57194)

3.6022

(.52228)
.37634 92 6.599 .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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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경험 과 후의 지식  이해 역의 평균 수를 비교

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에서 평균 차는 각 역의 사후검사 

수에서 사 검사 수를 뺀 값이다. 즉, 교육실습 경험을 통한 사

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인식 수의 변화 정도를 나타낸 것

이다. 교육실습 경험을 한 뒤,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의 

지식  이해 역에서의 수는 평균 으로 .37634만큼 상승했다. 

t-검증 결과 유의수  .001에서 사 -사후 수의 평균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92, t=6.599, p=.000).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의 첫 번째 하 가설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기본 지식과 이해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는 채택되었다.

지식  이해 역의 문항들은 사회과의 목표에 한 이해, 사회

과 내용에 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한 지식, 평가방법에 한 

이해, 학습자에 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사들은 실

습 장에서 실제 학생들을 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

가 되었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학 강의실에서의 수

업 시연과 달리 더욱 치 하고 세심하게 수업을 비해야 한다. 이

러한 비 과정이 비교사들의 지식과 이해 수 의 증가에 향을 

미친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실습에서는 지도교사

들이 강의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 등을 활

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교사들은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평가방법에 해서도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

와 같은 실습 장의 환경이 비교사들에게 수업 문성의 지식 

 이해 역의 확장에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2)  수업기획 능력 역의 변화

교육실습 경험 과 후의 수업기획 능력 역의 평균 수를 비

교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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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수업기획 능력 역의 사 -사후검사 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자유도

(df)
t 값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업 전문성 

총합

3.4194

(.48896)

3.8658

(.44345)
.44639 92 9.341 .000***

수업기획 

능력

3.3785

(.62864)

3.9290

(.51300)
.55054 92 8.636 .000***

(* p < .05, ** p < .01, *** p < .001)

표에서 평균 차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수업기획 능력 역의 사후

검사 수에서 사 검사 수를 뺀 값이다. 교육실습 경험을 한 뒤, 

평균 수는 사 검사 3.3785에서 사후검사 3.9290으로 변화했다. 사

회과 비교사들의 수업기획 능력 역에서의 수가 평균 으로 

.55054만큼 상승한 것이다. t-검증 결과는 유의수  .001에서 사 -

사후 수의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df=92, t=8.636, p=.000).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의 두 번

째 하 가설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수업기획 능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특히 수업기획 역은 

평균 수 증가가 .55054로 다른 수업 문성 역에 비해 가장 많

은 증가가 이루어진 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식  이해 역에서의 검증 

결과와도 련이 깊다. 왜냐하면 수업기획은 수업에서 다룰 내용  

자료, 그리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수업상황에 맞게 재구성하

고 계획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과에 한 

목표, 교과내용, 교수-학습방법, 학습자에 한 충분한 이해  지식

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지식  이해 역에서의 향상 결

과가 기획 능력에서의 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사들은 장에서 동료  직교사들의 수

업을 참 하면서 교과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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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게 된다. 이는 교육실습을 통해 비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지식을 재구성해 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 의 공통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 같은 학교 내에서는 모두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실제 수업 행 를 들여다보면 그 내용과 수 의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수업 환경, 시기, 학습자, 학습 주제 등의 상황에 맞

춰 교사는 매 시간의 수업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비교사들도 장

에서 직  수업을 참 하고, 기획해보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길러나

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3) 수업실행 능력 역의 변화

 

교육실습 경험 과 후의 수업실행 능력 역의 평균 수를 비

교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표-12> 수업실행 능력 역의 사 -사후검사 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자유도

(df)
t 값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업 전문성 

총합

3.4194

(.48896)

3.8658

(.44345)
.44639 92 9.341 .000***

수업실행 

능력

3.4747

(.54932)

4.0000

(.46339)
.52535 92 9.810 .000***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실습 경험을 한 뒤, 수업실행 능력 역의 평균 수는 사

검사 3.4747에서 사후검사 4.0000으로 변화했다. 사회과 비교사들

의 수업실행 능력 역에서의 수가 평균 으로 .52535만큼 상승한 

것이다. t-검증 결과는 유의수  .001에서 사 -사후 수의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92, t=9.810, 

p=.000).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의 세 번째 하 가설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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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수업실행 능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는 교육실습 경험이 비교사들의 교수·학습 환경의 조성과 같

은 실천  교수역량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고한 백순근·함은혜

(2007)의 연구나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 을 고려하거나 학습자의 흥

미나 동기를 유발하는 부분의 비교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한 엄미리·엄 용(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

의 설문에서도 ‘나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한 수업 

방법을 활용한다.’, ‘나는 수업에서 한 학습 분 기와 환경을 조

성한다.’, ‘나는 수업의 개 속도와 흐름을 하게 조정해 나간다.’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행 능력은 본인이 직  

장과 같은 환경에서 연습해 볼 때 가장 향상 효과가 크다. 특히 

실제 학습자의 존재 유무  정해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학 강

의실에서의 모의 수업과 장의 수업은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실제로 수업을 경험해 본 측면이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해석된다.

 4) 문성 제고 노력 역의 변화

교육실습 경험 과 후의 문성 제고 노력 역의 평균 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13> 문성 제고 노력 역의 사 -사후검사 수 비교

항목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
자유도

(df)
t 값

유의

확률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업 전문성 

총합

3.4194

(.48896)

3.8658

(.44345)
.44639 92 9.341 .000***

전문성 제고 

노력

3.5986

(.66040)

3.9319

(.60104)
.33333 92 4.591 .0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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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경험을 한 뒤, 문성 제고 노력 역의 평균 수는 

사 검사 3.5986에서 사후검사 3.9319로 변화했다. 사회과 비교사

들의 문성 제고 노력 역에서의 수가 평균 으로 .33333만큼 

상승한 것이다. t-검증 결과는 유의수  .001에서 사 -사후 수의 

평균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f=92, 

t=4.591, p=.001).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가설 1의 네 번째 하 가설 

‘교육실습 경험은 수업 문성의 문성 제고 노력 역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 역에서는 자기반성  학생 반응을 토 로 수업을 개선하려

는 노력, 동료들과의 력, 그리고 자기 개발 활동 등을 통해 교사

로써의 능력을 길러 나간다는 내용을 문항으로 묻고 있었다. 자기반

성과 수업 개선 노력의 역이 유의미하게 나온 것은 특히 앞서 제

시한 경험학습 이론의 효과와 련이 깊다. 비교사들은 수업이라

는 구체  경험을 하고 반성 으로 자신의 수업을 다시 되짚어 보

며, 앞으로의 수업실행에 해서 다시 검토한다. 그러면서 차후의 

수업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한 비교사들 교육실습 

동안 동료 비교사들과의 의회를 통한 조언과 피드백 등을 통해 

자신의 교직 문성을 길러나가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비교사들은 보다 문 인 수업 능력을 기르기 해서 반

성  제고 노력이 요함을 깨닫는 것이다.

2. 수업 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본 은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상 계 분석과 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인은 사후 수업 문성 

수이며, 통제변인과 독립변인들이 일  투입되었다. 통제변인은 

교직희망여부, 과거의 교수 경험, 사  수업 문성 수이며 독립

변인은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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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변인 간 상 계 분석

우선, 다 회귀분석에 앞서 통제변인을 포함한 모든 독립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해 독립변인 

간 상 계 분석을 하 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사  

수업 문성 수, 교직희망여부, 과거 교수 경험, 사  수업 문성 

수,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들과의 계,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4>와 같다.

<표-14> 독립변인간의 상 계

사전 

점수

교직희

망여부

과거 

교수 

경험

지도

교사 

관계

학생 

관계

수업 

횟수

참관 

횟수

지도안 

횟수

사전 

점수
1 .043 .063 .032 .195 .100 -.035 .112

교직희

망여부
1 .006 .222* .024 -.012 .015 -.111

과거 

교수 

경험

1 .014 .222* -.024 .165 .024

지도

교사 

관계

1 .094 .145 .065 -.112

학생 

관계
1 .157 .168 .123

수업 

횟수
1 -.135 .429**

참관 

횟수
1 -.069

지도안 

횟수
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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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희망여부는 지도교사와의 계(r=.222)와 정  상 계를 보

인다. 교직을 희망하는 비교사들의 경우, 교사라는 직업에 한 

동경과 열망이 직 교사들과의 친분 쌓기에 심을 가지며, 우호

인 계를 형성해 나가는데도 향을 미쳤음을 상해 볼 수 있다. 

한 과거 교수 경험이 학생과의 계(r=.222)와 정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 과외나 학원 강사 경험 등을 통해 이미 아이들과 교

육  계를 맺어본 경험이 실습 장에서의 상담이나 생활지도와 

같은 부분에서 보다 극 으로 학생들과 계 형성을 하도록 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실제 수업 횟수와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r=.429)가 유의한 상 계를 보이고 있다. 수업지도안은 

실제 수업을 하기 , 수업 계획을 해 작성해 보는 것으로써 그만

큼 수업을 많이 해 본 비교사들은 지도안도 많이 작성해 보았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변인은 정 인 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모든 독립변인들 간 상

계수가 .50이하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 

 2) 사후 수업 문성 수에 향을 미친 요인

다음으로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회귀모형의 합도는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각 변수들의 분산

팽창인자(VIF)의 값도 10보다 작기 때문에 앞서 상 계수 분석 결

과와 마찬가지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본 회귀모델이 사회과 비교사의 사후 수업 문성 수를 설명하

는 정도는 약 40%로 나타났다. 검증 결과, 사후 수업 문성 수에 

향을 주는 유의한 변인은 사  수업 문성 수,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직희망여부, 과거

의 교수 경험,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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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사후 수업 문성 수에 유의미한 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15>와 같다.

 

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유의확률

(p)
VIF회귀계

수(B)

표준

오차

(상수) 1.306 .397 3.294 .001

사전 점수 .440 .078 .486 5.654 .000*** 1.041

교직희망

여부
-.030 .076 -.034 -.391 .697 1.059

과거 교수 

경험
.033 .032 .091 1.041 .301 1.072

지도교사

관계
.133 .066 .181 2.028 .046 * 1.120

학생 관계 .128 .049 .238 2.639 .010** 1.152

수업 횟수 .006 .035 .016 .165 .869 1.334

참관 횟수 .010 .029 .029 .334 .739 1.095

지도안 

작성 횟수
-.020 .012 -.161 -1.683 .096 1.297

<표-15> 사후 수업 문성에 한 다 회귀분석

R R² adj R²
추정값의 

표준오차

.636 .405 .348 .35806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회귀모형 7.322 8 .951 7.139 .000***

잔차 10.769 84 .128

합계 18.092 92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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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검증 결과에 해서 하나씩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 변인  사  수업 문성 수는 유의수  .001에서 사후 

수업 문성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5.654, 

p=.000).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  수업 문

성 수가 1단  높아질수록 사후 수업 문성 수가 .440  높아

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 지만, 교직희망여부(t=-.391, p=.697), 

과거 교수 경험(t=1.041, p=.301)은 사후 수업 문성 수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밝 졌다.

사  수업 문성 수는 비교사들이 교육실습 이 까지 형성

해 온 자신들의 수업에 한 능력이다. 때문에 이것이 그 로 사후 

수업 문성 수에도 향을 미쳤음을 상해 볼 수 있다. 교직희

망여부는 유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강숙희

(2010)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로, 사회과 비교사들에 한해서 추

가 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수 경험도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사회과’

의 수업 문성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왜

냐하면, 과외나 학원 경험은 사회보다는 주로 국어, 어, 수학과 같

은 교과일 경우가 많아서 사회과의 수업 문성에는 큰 향을 주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 변인  지도교사와의 계는 유의수  .05에서 사후 수업 

문성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28, 

p=.046). 회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도교사와의 

계가 1단  높아질수록 사후 수업 문성 수가 .133  높아진다

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연구가설 2의 첫 번째 하  가설 ‘지도교사

와의 계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지도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심으로 한 비교사와의 

계가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는 이론  논의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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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한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고, 효과 인 수업 능력이나 학

생 지도를 통해 모범 인 모습을 보인 경우, 그 지 않은 지도교사

를 만난 비교사들에 비해 수업 문성이 향상되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지도교사와 조 인 계를 형성

한 두 비교사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부터 꼼꼼히 잘 봐주셔서, 저희

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좀 더, 더 편하고 더 잘...수업을 자연

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기여를 해주셨던 거 같고...(중략)...이제 

그렇게 지적 사항이나 피드백 나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잘된 거 같다...(중략)...이렇게 칭찬적인 부분까지 다 해

주시니까 되게 그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예비교사 B)

그니까 피드백이나 뭐 이런게 전혀 없으셨고, 수업 때도 들어오셔서 

또...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조금 이따가 나가고, 이런식으로 하셔서...일단 기획이나 설계는 오

로지 그냥 제 역량껏 했거든요...(중략)...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그냥 (수업 역량이)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발전 없이... 

(예비교사 E)

다음으로 학생과의 계는 유의수  .01에서 사후 수업 문성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639, p=.010). 회

귀계수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생과의 계가 1단  높

아질수록 사후 수업 문성 수가 .128  높아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연구가설 2의 두 번째 하  가설 ‘학생과의 계는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발달에 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실습 장에서 더욱 극 으로 학생들과 계를 형성하는 것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에 있어서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업에서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조회  

종례 지도, 상담 활동, 학생 찰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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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지식수 이 깊어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수

업 문성을 구성하는 기 에 포함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

습자에 한 이해는 좋은 수업을 해서 필수 인 요소이다. 따라서 

실습 기간 동안 형성한 학생과의 계가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구체 인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 내용의 구체

인 사례를 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해봤을 때, 이혼한 부모가 있는 그 학

생이 있는 반이다 그러면 예시를 들 때, 부모님 얘기를 가능하면 피

한다든가 그리고 그...특수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중략)...그러면 

그거를 그니까, 아니면 셋이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구조적으

로 기획을 할 단계에 그 친구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린다거

나...

(예비교사 A)

일단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의 성향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저는 특히나 어....자율학습 보다도 등교, 아 교문지도랑 급식 

지도하면서 애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좀..많이 알게 된 거 같아요.

(예비교사 E)

다음으로 나머지 독립변인인 실제 수업 횟수(t=.165, p=.869), 수

업 참  횟수(t=.334, p=.739),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t=-1.683, 

p=.096)는 모두 수업 문성 인식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2의 세 번째, 네 번째, 다

섯 번째 하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의 이론  

논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에 한 추가 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사회과 교육실습의 구조 인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상해 볼 수 있다. 이 에 해서 추가 면담의 결

과와 측정된 통계 자료의 분석을 토 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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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제 수업 횟수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장에서의 사회과 교육과정 운 의 특성  제한 인 수업 실행의 

기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 부분의 등학교에서는 집 이

수제 는 교과서의 단원 배치 순서로 인해, 1학기 때 일반 사회 과

목이 개설되지 않거나 학교에서는 지리 단원을 배우는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교육실습을 나간 비교사들도 4년간 학에서 배운 

공과 무 한 지리나 역사 교과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역사

나 지리 수업만을 가르친 일반사회 공의 비교사들은 자신의 

문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면담을 통

해 비교사들은 제한된 수업 시연 기회 때문에 수업 횟수가 많아

도 자신의 수업 문성 발달에 큰 도움은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

다. 를 들면, 같은 차시의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하지 못하거나 한 

반에서 단 한 번씩만 수업을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그러하다. 이와 

련된 면담을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근데 저는요, 7번을 하더라도 어....그거를 한 반에서 2차시...를 

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차시씩

만 그냥 한 반씩만, 한 번씩만 딱 했더니...제가....그걸 되게 못한 

거 같아요...(중략)...한 번 수업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반의 분위기

를 어느 정도 아니까..좀 더 수업을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를...이제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예비교사 E)

둘째, 수업 참  횟수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일

정 수  이상으로 참  횟수가 넘어가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못

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참  횟수의 빈도 분석 결과 40회 이

상의 참 을 경험한 표본들도 상당수 존재했는데, 형식 으로 반복

되는 참  경험이 오히려 비교사들에게 정 인 향을 주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복되게 비슷한 수업을 많이 참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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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은 그렇게 중복적으로 수업을 많이 참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은 있었던 거 같아요...(중략)...뭐 모든 반을 다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한 여덟이나 아홉 번 

정도 참관을 하면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수업을 어...그니까 

2주차부터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은 그게 다 

완성이 된 거 같아요.

(예비교사 B)

셋째,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가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 이

유는 짧은 실습 기간  지도안 작성이 형식 인 과정이었던 경우

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본들의 지도안 작성 횟수 빈도를 분

석한 결과 평균 약 3.7회로 부분이 1회에서 6회 사이의 수 에 머

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안을 작성한 경우는 부

분이 1~2회 정도 다. 따라서 짧은 실습 기간으로 인해 비교사들

의 지도안 작성 횟수는 아주 은 수 에서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

었다. 이로 인해 지도안 작성 경험이 1, 2회 정도 많다고 하여 이것

이 수업 문성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한 지도안 작성 경험이 장에서 형식 으로 운 되

는 경우를 상해 볼 수 있다. 지도안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 뒤, 

이에 한 구체 인 피드백이나 지도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수업 

개선을 한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 지도안 작성 자

체가 형식 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향을 가져다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지도안을 작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 현직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도움이 될 텐데, 거의 과제 제출식으로 형식

성, 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 81 -

(중략)...그냥 제출만 하라 그러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지 않아요.

(예비교사 D)

막 예를 들어 뭐, (지도안에) 질문을 한다. 이러면 옆에다 답변을 한

다. 뭐 이렇게 되게 재미없게 쓰잖아요. 형식적으로 근데..실제로 이

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하다보면 되게 많이 바

뀌고...(중략)...그래서 이거 지도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수업...능력

이 향상되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예비교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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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논의

교사교육의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범 학은 비교사들이 

문성을 갖추고 미래의 교직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비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지만 졸업을 앞둔 비교사들이나 이

제 막 장 학교에 부임한 임교사들은 학에서 배운 이론과 

장에서의 실천 사이의 괴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

은 수업을 행하는데 있어서도 외는 아니다. 특히 사회과는 다양한 

교과 내용과 이상 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해서 더

욱 문 인 수업실행 능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

과 실천 사이의 간극  장 경험의 부재를 극복하기 해 사범

학에서 비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교육실습이다. 하지만 

사회과에서 교육실습의 효과성을 실증 으로 분석하고 이의 효과성

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문성의 핵심 인 부분으로써 수업 

문성에 을 맞추고 교육실습 경험이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첫째, ‘교육실

습은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인식에 향을 미치는 교

육실습 요인들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그리고 

이론 인 검토를 통해 수업 문성을 구성하는 역을 지식  이

해, 수업기획 능력, 수업실행 능력, 문성 제고 노력으로 구분하

다. 한 교육실습이 갖는 실천 지향  교사교육으로서의 의의를 살

피고, 비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요하게 경험하는 5가지 요소들

을 선정하 다. 5가지는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 실제 수

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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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나가는 각 사범 학 사회교육

과에 재학 인 비교사들을 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문제들을 실

증 으로 분석하 다. 연구 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습 

의 사 검사, 실습 후의 사후 검사를 통해 수업 문성 수를 측정

하고, 실습 후의 수 변화  이와 같은 변화에 향을 미친 실

습 요인들을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해 일부 비교사들을 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

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해 교육실습 과 후의 수업 문성 

변화를 t-검정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수업 문성의 모든 하  

역 즉, 기본 지식과 이해, 수업기획 능력, 수업실행 능력, 문성 

제고 노력들이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되었

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문제를 확인하기 해 교육실습의 다섯 

가지 경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지도교사와의 계, 학생과의 계가 사후 수업 문성의 발달

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수업 횟수, 수

업 참  횟수, 지도안 작성 횟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실습 경험은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에 정 인 향을 다고 할 수 있다. 한 이처럼 수

업 문성 발달에 정 인 향을  것으로 장에서의 지도교사 

 학생들과의 계와 같은 변인들이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장에서의 실천  경험이 비교사들의 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논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실습과 같이 장에서의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교육과정이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

는데 큰 효과를 발휘함을 입증하 다. 수업 문성의 모든 하  

역들이 교육실습 경험을 후로 하여 향상되었다. 특히 수업기획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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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수업실행 능력에서 가장 큰 수 상승이 나타났으며, 교육실

습과 같은 실천 기반의 교사교육이 이러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범 학에서 비교사들의 문

성을 신장시키기 해서는 이론 심 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

다 실천 지향 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실습 장에서 경험하는 지도교사나 학생과의 계가 

비교사의 문성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특히 지도교사의 태도, 피드백, 평가 등이 비교사들의 문

인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요했다. 이를 통해 재의 

교육실습 경험은 지도교사의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교사들의 성공 인 교육실습을 해서는 지도

교사에 한 교육 로그램 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자질 함양을 한 연수나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도입

하는 것을 정책 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한 교육실습 장에서 

비교사들이 학생들과 극 인 계를 형성하도록 사  지도를 하

는 것이 비교사들의 문성 발달을 해서 효과 일 수 있다. 수

업 외의 상담, 생활지도, 학  지도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찰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수업에서 필요한 교사의 학습자에 

한 고려  수  악을 보다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 다. 

따라서 학이나 실습 학교에서 이를 반 한 사  교육이나 지도 

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 수업, 수업 참 , 그리고 수업지도안 작성 횟수는 

비교사의 수업 문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사

회과 교육실습 운  과정에 한 검토  개선이 필요함을 간

으로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표본의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

계 때문으로도 단할 수 있지만, 반 로 재의 사회과 교육실습 

환경이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학교 

장의 집 이수제 실시, 제한 인 실습 기회, 형식 인 운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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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이는 추가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에서의 집 이수제와 같은 변수는 사회과에서 일반사회를 공했

음에도 역사나 지리를 가르칠 험을 가지고 있는 등의 문제를 발

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실습 로그램은 자신의 공과 

일치하는 교과  지도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참   지도안 작성과 같은 경험이 형식 이 아니라 실질 인 효

과를 가져 오도록 보완해야 한다. 실습 학교와 학의 긴 한 연계

를 통한 비교사의 리  지도가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사회과 비교사들이 보다 실습 장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하도록 질 , 양 으로 교육실습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재의 교육실습은 약 4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에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 비교사들은 수업부터 상담, 동아

리 지도, 학  경 까지 모든 업무를 익히고 와야 한다. 때문에 

장에서 경험하는 교직생활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매우 제한 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한 실제 수업 횟수, 수업 참  횟수, 

지도안 작성 횟수 등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유의미한 향을 미

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사 상의 실제 수업 시간의 

분포는 20시간까지가 92.5% 다. 직 교사들은 불과 일주일에 

약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이

는 매우 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다. 일주일 정도의 수업 시수만

으로 문성이 크게 증가하리라 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앞으로 교육실습이 유의미한 경험이 되도록 기간을 늘리거나 

는 짧지만 내실화 있는 경험이 되도록 운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 경험이 사회과 비교사의 수업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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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확인

된 결과와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한계 들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들에 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실습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수업 문성에 한 평가를 

보다 엄 하고 객 으로 측정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비교사들의 자기 보고식 검사에만 의존하여 수업 문성을 

평가하 다. 물론 자기 보고식 검사는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최

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 문

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자기 평가에 의한 측정 외에도 

문가, 동료 평가 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객 이고 엄

한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교육실습의 

각 경험들이 수업 문성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도 정확한 단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둘째, 교육실습 경험에서 사회과 비교사들의 수업 문성 발달

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구체 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 인 수 에서 교육실습의 운  과정

에 난 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다. 특히 수업 횟수나 참  횟수

가 수업 문성 발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을 알 

수 있었고, 면담을 통해서 특히 사회과 학생들은 교육실습에서 공

과 불일치하는 교과를 담당하기도 하는 등의 일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참여 찰이나 심층 면  등과 같은 더욱 다양한 방

법을 활용하여 이를 다각 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사회과의 교육실습 개선을 한 보다 실 이고, 구체 인 안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을 기 한다.

셋째, 더욱 다양한 실천 기반의 교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재의 등 교원양

성 기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장에서의 실천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 로그램은 교육실습이 거의 유일하다. 외국에서는 

이미 문성 개발 학교(PDS: 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s)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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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과 같은 실천 심의 로그램들을 활

용하고 이를 연구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사들의 수업 문

성을 신장시키기 한 다양한 실천 심의 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것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게 되면 보다 다양한 

과 방법에서 교사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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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전검사 설문지

설 문 지 
(사전검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2014년 1학기 교육실습을 행할 예정인 사회과 예비교사들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여러분의 수업 전문성 및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한 
내용도 철저한 보안 유지 및 비공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
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
하고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
문 사항 및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
랍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남
은 대학 생활에 무궁한 발전 및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김재우

E-mail : XXXXXXXXX@XXXXX.com
연락처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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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과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사회과 영역(ex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과 영역(ex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과 내용의 오개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습자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교육과정을 수업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교과서 내용을 수업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습자의 수준, 태도, 흥미를 고려하여 수
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수업에 맞게 재
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적합한 
수업자료로 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방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들
의 학습 정도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 분위기와 환경을 조
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 구
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A. 다음 문항들은 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수업 전문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 최대한 솔직하게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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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18) 나는 수업의 전개 속도와 흐름을 적절하게 조정
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나 의도를 수업을 
통해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자기반성과 학생 반응을 토대로 수업을 개
선하여 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여 
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교
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항목 해당 사항 
없음 0-6개월 6-12개월 12-18개

월
18-24개

월
24개월 
이상

① 학원 강사 경험
② 과외 지도 경험

B. 다음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해당 항목에 V표 하거나, 적당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 성   ② 남 성

(2) 다음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지도해본 경험에 대한 다음 활동에 대
해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활동 들 중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각 활동 기간을 모두 더하
면 얼마인지 빈 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3)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ex. 2922)를 적어주세요. (              )
(본 문항은 사전-사후 검사의 통계적 처리에서 설문지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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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검사 설문지

설 문 지 
(사후검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조사는 2014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을 다녀온 사회과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수업 전문성 및 교육실
습 경험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한 
내용도 철저한 보안 유지 및 비공개 처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
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
하고 편안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의
문 사항 및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
랍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남
은 대학 생활에 무궁한 발전 및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5-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김재우

E-mail : XXXXXXXXX@XXXXX.com
연락처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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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1) 나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해당 차시의 수업 목표나 의도를 수업
을 통해 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교과서 내용을 수업상황에 맞게 재구성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 중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즉각적,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적합
한 수업자료로 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사회과 영역(ex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습자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사회과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 등을 통해 사회 
교과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습자의 수준, 태도,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사회과 영역(ex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가르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자기반성과 학생 반응을 토대로 수업을 
개선하여 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수업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
한 수업 방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교육과정을 수업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에서 적절한 학습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평가방법
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
여 교사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다음 문항들은 현재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
들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으니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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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1) 지도교사는 효과적인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지도교사는 교과 내용 지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도교사는 나에게 모범적인 롤 모델이 되
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도교사는 교생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임
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도교사는 나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평가
를 제공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19) 나는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를 활용하여 학생
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
회과 내용의 오개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수업의 전개 속도와 흐름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B. 다음 문항들은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학기에 실제
로 다녀온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항목에 V표 하거나, 적당한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 실습기간 동안 여러분이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친 수업 시수는 총 몇 회입니까?
(              ) 회

(2) 실습기간 동안 현직교사(지도교사 등)의 수업을 총 몇 회 참관하였습니까?
(              ) 회

(3) 실습기간 동안 동료교생의 수업을 총 몇 회 참관하였습니까?
(              ) 회

(4) 졸업 후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고민 중이다

C. 다음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 만났던 교과 지도교사에 대해 묻는 문항들입니다. 정
해진 답은 없으니 해당하는 곳에 솔직하게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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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항목 전혀
아니다 ---- ---- ---- 매우

그렇다

(6) 지도교사는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지도교사는 나의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해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지도교사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도교사는 신뢰감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도교사는 공정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 항목 0회 1~2
회

3~4
회

5~6
회

7~8 
회

9회 
이상

적극적
이지 
않음

---- ---- ---- 매우 
적극적

(1) 학생들의 생활지도(청소지도, 
급식지도, 등·하교 지도 등)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2)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동
아리, 봉사, 자치활동) 지도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3) 학급조회 및 종례 지도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4)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중 학
생들의 행동과 태도 관찰 여부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5) 학생들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여부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6)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지도 
여부 ⓪ ① ➁ ③ ④ ⑤ ① ➁ ③ ④ ⑤

(1) 수업지도안을 작성한 총 
횟수는?

(2) 그 중 세안을 작성한 
횟수는?

(3) 그 중 약안을 작성한 
횟수는?

(                  ) 회 (                  ) 회 (                  ) 회

D. 다음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과외 지도 경험의 횟수와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들
입니다. 해당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도 활동에 임했는지도 V
표 해주십시오.

E. 다음은 교육실습 기간 동안 작성하였던 수업지도안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적
당한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뒤 네 자리(ex. 2922)를 적어주세요 (                ) 
(본 문항은 사전-사후 검사의 통계적 처리에서 설문지 식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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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전사 자료의 예 – S 대학 예비교사들과의 면담 내용 중 일

부를 발췌

연구자 : 이제 지도교사 얘기가 나왔는데, 지도교사가 그럼 좀 확실히 요

하게 자신의 수업 능력에서 좀 수업 능력을 신장하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

각을 하는 건가요? 지도교사의 측면이? 어떤가요?

비교사 A : 는 지도교사가 되게 요했다고 느낀 게, 지도교사 에 

두 분이 있었는데, 그 각각 같은 수의 교생이 배당이 되는데, 아까 말했듯

이 한분은 무 꼼꼼하시고 열성 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반면에, 한분은 

약간...그....뭐 다 괜찮습니다, (웃음) 그냥 이건 이 고, 분명히 보기에 오개

념인 거 같고, 그 막 수업 시간에 15분씩이나 지연시키고 아니면 15분 일

 끝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 게..뭐 지 을 안 해주시고,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게 하셨 요. 그래서...그쪽 교생

들은 계속 그 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 해서 좋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게 지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각자 그 내부 인 욕구가 있잖

아요. 잘하고 싶고 만족스런 수업을 하고 싶고,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

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의욕이 자꾸 떨어

지고 그니까 확실히 꼼꼼히 막 하신 교사. 그 분 아래 있었던 교생들이 훨

씬 더 그...시간을 많이 쏟아서 수업을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지도교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교생실습 그 경

험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자 : 음...그 군요.

비교사 A : 근데 좀...이게 좀 그 둘 보면서 이게 되게 일 인 경험이

어야 할 거 같은데, 에.. 무 이 게 운에 따라 무 많이 바 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연구자 : 좀 그런 부분에서? 

비교사 A :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연구자 :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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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 A :  개선, 만약에 제가 한 선생님 아래 있었다면, 는....

좀..에..좀..되게 불만족스러웠을 거 같아요. 교생경험이.. 그니까 희는 되

게 그... 꼼꼼한 선생님 아래 있을 때는 ~무 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

게 힘들고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그 굉장히 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

었거든요. 그런데 음....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희도 되게 그런 식으로 이

게 잘못되는 거 있으면 고쳐야 하는게 맞으..맞으니까 좀 더 개선할 들

을 더 잘 찾게 되고, 어떤 을 고쳐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걸 

이제 주의 깊게 해서 수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막 에 가서는 이 게 후반

부에 가서는 다들 수업이 좋아진 거 같아요...음..

연구자 : 다른 동료 비교사들 같이 온 사람들이?

비교사 A : 네,  포함해서 다른 동료들 다 되게 좋아지고 마지막쯤에 

가서는 이제 거의 지 할게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을 받았지만. 

(웃음)

연구자 : 하하. (웃음)

비교사 A :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신기한 게 그 약간 하신 그 선

생님 아래 있던 한 교생은 그...그니까 부분 되게 불평이 있었어요. 무 

하다, 무 안 주신다, 하고 싶지 않다. 그니까 열심히 하고 싶지 않

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게 풀어주시니까 내가 자체

으로 음...자기반성을 좀 더 오래하는 거 같다.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

서 뭐 장단 이 있는 거 같은데, 그니까 두 분을 좀 충한 정도의 커리큘

럼이었다면? (웃음) 좀 좋았을 거 같아요.

연구자 : 그 군요...음...네.

비교사 B :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서 

말 하신 분과는 다르게 지도교사 분은 한 분이셨고, 비교 상은 사실 없

었지만, 그 지도교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도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생...이제 그 교생들이 했던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내용들에서 오개념이 발견되고, 그리고 뭐 



- 106 -

시간 배분은 이 게 하면은 쫌 시간이 뭐 할거, 남을 거 같다 부족할

거 같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 그런 부분에 디

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심으로써 이제 이런 지도안이나 이런 수정작업에 있

어서 좀 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 같고요.

연구자 : 지도안을 되게 꼼꼼히 잘 주셨군요.

비교사 B : 네, 그거부터 기 부터 꼼꼼히 잘 주셔서, 희가 이제 실

제로 수업을 할 때 좀 더, 더 편하고 더 잘...수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

록 이게 기여를 해주셨던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도 말 드렸

지만, 평가회나 이런 부분에서 지 사항을 일일이 다 지도안을 참고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업 내용 인 부분에서는 이

런 부분이 어...실제 말이 었어야 하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이게 잘 안

던 거 같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그 아이들이 그 극 으

로 참여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그것이 

잘 반 이 되지 않은 거 같다. 그리고 뭐 를 들어서 시간 체크 같은 부

분에서도 뭐 형성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되

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여라.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충해서 말 을 

해주시고, 이제 그 게 지  사항이나 피드백 나오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리고 어떤 부분은 좀 잘 된 거 같다. 좀 더 아이들에게 친 하게 설명이 

잘 된 거 같고, 그 다음에 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잘 알아볼 수 있

고, 할 수 있게 그 게 이제 친 하게 필기가 잘 된 거 같다. 그래서 아이

들이 좀 더 그 수업에 집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이 게 칭찬 인 

부분까지 다 해주시니까 되게 그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유 계가 되게 좋

았어요.

연구자 : 음...네

비교사 B :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수업이 발 으로 이루어

진 거 같다.

연구자 : 아 자신의 수업 능력이 조  더...

비교사 B : 네 자신의 수업이 (...) 네..수업이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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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고, 아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했으니까, 아 나는 이거를 더 강화

해서 이거를 실제 수업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해서 지 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에는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어 그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 게 해서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차 이제 지  사항 보

다는 그것이 이제 칭찬으로 바 게 되고, 이것이 강 으로 바 게 되는 요

게 말 을  해주시고, 에...  다른 지  사항  많이 지 해 주시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더 자신감 있

고, 좀 더 제가 이제 실제로 교사가 된 거 같은 느낌이 가질 수 있게..

비교사 A : 그런데 이게 지도교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데  

희 선생님은 꼼꼼하게 잡아주시고 좋았지만, 칭찬을 한 마디도 안 하셨

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얘기 하셨어요. 나는 끝날 때까지 칭찬 안 해

거다. 까기만 할 거다. (웃음) 그니까 음..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수업을 

제 로 잘 비해오시라. 특히 뭐 오개념 가르치지 마시고 뭐 해서 처음에

는 그게 굉장히 싫고, 근데 이제 응이 되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 의 수 도  이제 낮아지고, 희가 이제 객 으로 보이잖아요. 

아  나아지고 있다. 잘했다. 이런..이 게 되면 선생님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평가회 끝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 수 있죠. 잘한 거니까. 

그런데! 어....지도교사 그러니까 교생을 받는 지도교사들.. 분들한테도 연수

가... 련 연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좀 생각을 한게... 

연구자 : 아...

비교사 A : 무 달랐잖아요! 그 두 분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되게 혼란

스럽고 그리고  뭐... 는 이제 뭐 표수업을 하고 그 나름 잘했다고 칭

찬을 받았으니까 자신감이 향상 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래도 막 ‘아

휴 나 못해’ 막 이런 말들이 되게 입에 붙고, 맨날 비 받고 (웃음) 이러니

까 되게 평가회 끝나면 표정이 안 좋고, 자신...굉장히 이 게 그 자신감이 

하락되면 기분이 안 좋고 그 잖아요!

연구자 : 그 죠.

비교사 A : 그런데 이 게 주 이 드는 모습이 주  들고 되게 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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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그런 모습이 학생들한테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좋

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좀 칭찬도 해주시면 좋겠고, 칭찬도 해주시

고, 뭐 어느 정도 까지는 피드백을 뭐 자세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쫌...그니까 균일화 시킬 수 있는 교생 지도교사 연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제안해 니다!

연구자 : 괜찮은 제안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제 교육실습을 나가면 거기 이제 학교 장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학생들과 지내는 거에서 상담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한다거나, 뭐 조회나 

종례지도도 하고, 이런 것 등, 학생들과의 계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의 

수업 능력에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 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

는지 말 해 주시면...

비교사 B : 이게 약간 학생과의 계라는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말 을 드리자면, 일단 는 그...학생들~~

하고 그 하면서 이제 사실 아무리 우리 반이라고 해도 내가 가르치는 반이

라고 해도 사실 다 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니까 학생

들하고 한 2~3주 지나면서 차 래포가 형성이 되고 그 게 함으로써 이제 

친 감이 좀 더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이 수업을 할 때 자신감이 붙었던 거 

같아요. 특히 이제 희 담임반 수업을 하면서 뭔가 그 담임반을 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그...뭐 어 이야기를 잘하게 되고 제가 질문을 건네면,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수업을 하다보면 아이들 에서도 특히 유난히 답 잘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주로 이제 질문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냥 체 으로 질문 던진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 한 자신감이 붙게 된 거 같아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상...한건 아니었지만 좀 더 이야...수업을 진행할 때, 제

가 상한건 아니었지만 좀 더 자세히 뭔가 더 학생들이 질문 같은걸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그...어 설명을 하게 되고, 그 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 수업이 에 좀 더 풍요로워졌다는 느낌이 드는가..아무튼 그게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 게 학생들하고 좀 더 이

게 친하게 지내고 이럴수록 수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 거 같은 부

분이 있어요. (후략)



- 109 -

ABSTRACT

The Effect of Student Teaching 

Experience on Pre-service Social 

Studies Teachers’ Instruction

Kim, Jae-Woo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er : Mo, Kyung-Hwan, Ph. D.

College of Education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for teacher 

education where fosters future educators. Thus, the purpose of 

this institution must be to equip such pre-service teachers with 

professionalism and prepare them to go out into the actual field 

of education. Among the many areas of the professionalism, the 

most crucial element is the professionalism of instruction. It is 

because instruction, that is, the way an instructor teaches 

students is the most fundamental job of instructors. Especially, 

the teachers who ought to teach about their subjects must have 

profound understanding into their major area of study, for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In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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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whose aim is to address various concepts of the subject 

and foster ideal democratic citizens,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instruction cannot be understated.

However, many pre-service teachers ready to graduate from 

their academics or first year teachers who just arrived at the 

actual field of instruction do not infrequently address difficulties 

in teaching their students. Such difficulties often arise from the 

gap between the theoretical aspects and the attempts in 

incorporating such theories in the actual instruction. Student 

teaching is one of the curricular programs provided to such 

pre-service teachers in College of Education to overcom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nd the absence of field experience. 

In this aspect, researches that study the effects of student 

teaching on fostering professional instruction ability of 

pre-service teachers are very important. In social studies, 

however, researches that investigated into the effectiveness of 

student teaching programs and verified what elements actually 

change the development of pre-service teachers’ professionalism 

have been small in amount to satisfy such questions.

On this purpose, this study presented research problems that 

ask, first, ‘does student teaching have effects on the awareness 

of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pre-service teachers in social 

studies?’ and, second, ‘what are the variables of student teaching 

programs that effect on the awareness of pre-service teachers in 

social studies?’ in this paper. To prove these questions, the 

following hypotheses have been established :

Research hypothesis 1. Experience of student teaching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pre-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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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in social studies.

Research hypothesis 2. Five experiential aspects of student 

teaching will ha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pre-service teachers in social studies.

In an attempt to verify the hypotheses, question investigation 

has surveyed 101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who were 

about to participate into student teaching programs. The study 

utilized t-test in order to prove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prove the second research 

hypothesis basing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addition, the 

study included the interviews on six pre-service teachers to 

complement to the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e following outcomes. 

First, in accordance with the first hypothesis, the experiences of 

student teaching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our subordinate 

areas of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basic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ility of lesson plans, ability of lesson practice, 

and effects on improving professionalism.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hypothesis, the relationship with the cooperating 

teachers and with the students, among the five experiential 

aspects of student teaching,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However, the actual 

number of lessons, the number of lesson observations, and the 

number of making documents of lesson plan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Thus, it is possible to make the following 

argum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practical teachers’ education programs like student 

teaching basing on the field experience have meaningfu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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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improvement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the 

pre-service teachers. The experiences of teaching real students in 

the field provided great help for the pre-service teachers for 

making future lesson plans and carrying them on in the class. 

This suggests that more experiential and practical teachers’ 

education programs will be needed instead of the programs that 

rather focus on theoretical aspects of education.

Second, teachers’ training for the guidance instructors in the 

field or previous education for the pre-service teachers before 

field experience need to be strengthened. The research found out 

that the relationships that pre-service teachers form with the 

guidance instructors in the field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ir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Especially, 

because the attitude, skill, and feedback of the guidance 

instructors are crucia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ir quality of 

their guidance through teachers’ training. They can also consider 

of providing various activities to the pre-service teachers that 

they can actively participate into, beyond the lesson programs 

that allow them to meet and understand the learners in the class.

Third, it is desired to provide an overall examination and 

improvement over the operations of field experiences provided to 

the social studies teachers. The four weeks of short period of 

field experience and formality of the operation of the programs 

had limited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Also, due to the concentrated 

subject system in the field and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s, social studies pre-service teachers were given 

classes that did not even match their study of maj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improvements on the curr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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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given for the pre-service teachers in social studies in 

order to bring firmer stability of field experience.

Keywords : instructional professionalism, student teaching, 

pre-service teacher, teacher education, experiential learning

Student number : 2012-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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