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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교직과목은 예비교사에게 교육에 관한 포괄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직

(敎職)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는 과목이다(박상완, 2000a). 하지

만, 실제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교직과목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강환국, 1982; Weiss, 

1980).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교육이론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실제에 대한 새로

운 관점을 형성하여 이해를 넓히며,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

어 유용하다고 주장해왔다(Lagemann, 2009). 이상에서와 같이 교육학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와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교사양성단계에서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교직과목을 이수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한 연구가 부족하였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범대학 교직과목 담당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

한 인식을 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교직이론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어떠하며, 담당교수

의 인식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교직이론과목 수업특성은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연구문제의 해결하기 위해서 사범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 4곳을 교사 배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였

다. 선정된 사범대학의 2014년 1학기 교직과목 담당교수 75명, 수강 학생이 

3,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4월 한 달간 실시하였고, 교수 설문 60부와 학

생 설문 2,40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인

식은 교차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고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였으며, 교직 수업에 대한 교수-학생 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

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직수업의 특성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다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사범대학 학생은 주로 ‘학생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얻

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입학하였다고 응

답했다. 또한,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입학 

및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도 많았다. 다음으로,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敎職)에 대

해 1학년 학생들 60%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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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낮아져 4학년의 약 39.5%만이 교직에 대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긍정

적으로 인식한 학생이 18.9%, 최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19.8%였다.

둘째, 교직과목 수업에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이수 규정 때문에 또

는 수강계획과 수업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들

은 이론을 배우고 교사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학

교현장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게 생

각하였다. 하지만, 교수들은 실제적인 영역보다 이론적인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

루고 있었으며, 그 경향은 기초학문과목(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

심리, 교육사)에서 응용학문과목(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

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

은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목의 중요성 이해, 기본 이론 학습, 교사로서

의 태도형성’ 영역은 학습성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업특성이 학생의 교직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이론적인 내용의 학습성과가 높아질수록 수업이 더 유용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전반적인 만족도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

은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수업이 교사가 되었을 때 더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으

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즉, 학생들은 과목의 중요성 이해하고, 

이론을 학습하며, 교육에 대한 안목과 교사의 태도를 형성할 때, 교직이론 수업

을 충분히 유용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상황 및 학교현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과 학교에서 적용할만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하다고는 생각했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다루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등교사양성기관 교직과목 정책 및 운영의 개선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과목

은 교육에 대한 교양과목으로서의 기능과 현직교사의 직전교육으로서 현장과 연

계된 과목의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먼저, 교양으로서의 교직이론은 학

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를 떠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과목

이 되어야 한다. 즉, 교직과목은 교직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학 이론을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흥미로운 영역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보며, 교수와 학생 모두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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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

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4 교원자격 실무편람의 기본교수요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현장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에

서도 교직과목의 현장 연계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요구가 컸다. 특

히,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실제적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교수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졸업을 위해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의 이수해야 하고, 교수는 매주 2시간이라는 적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야 한다. 이

렇게 제한된 수업 시간 동안 학교현장에 모든 상황과 맥락을 다룰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들은 각 과목의 지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교직이론이 왜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교직이론수업과 임용시험 중 교육학 영역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2013년 이후 교육학 영역이 논술로 바뀌었지만, 각 교직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의 연계는 더욱 낮아졌다. 하나의 교육학 논술 문제를 특정 과목의 지식에 관하

여 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교직수업이 임용과정과 관련이 떨어진다면, 수

업에서의 학생들은 동기유발은 훨씬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교육학 임용시험은 

선발과 배제를 위한 시험보다는 최소한의 교직이론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거

나, 교직과목 담당교수에게 Pass/Fail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교사교육, 사범대학, 교직과목, 교직이론, 학생 인식, 수업 만족도

학  번 : 201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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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교직

과목은 교사양성과정의 핵심으로(김순택, 이돈희, 정재걸, 1983; 이종승, 2011; 

Borman, 1990; Kennedy, 1991; Shulmanm, 1987), 예비교사에게 교육에 관

한 포괄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직(敎職)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함양하

는 과목이다(박상완, 2000a). 교직과목은 교직에 관한 이론 학습을 통해 교육문

제를 현장의 맥락과 함께 이해하며, 교육현장의 문제해결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

는 점에서 필요하다(이종승, 2011).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체계적인 교직과목 

제도를 도입하였고(강환국, 1995),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영역을 1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에 

따라, 매년 약 4만 7천여 명의 예비중등교사가 사범대학 46기관, 일반대학 교육

과 59기관, 일반대학 교직과정 156기관, 교육대학원 108기관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있다(교육부, 2013).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직과목은 실제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연구자

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Borman, 1990). 이 연구자들은 이론이 경험

적인 지식에 의미를 줄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이 교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제기 하

였다(강환국, 1982; 김순택, 이돈희, 정재걸, 1983; 장상호, 1983; 정우현, 

1980). 또한, 교육학 이론은 현직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때에 유용하다고 말한다(Weiss, 

1980; Hammersely, 1997). 실제로 많은 초임교사들은 교육현장을 처음 접하

면서 직전 교육에서 배웠던 이론과 학교현장의 괴리로 인한 충격을 받으며(김영

천, 정정훈, 이영민, 2006; Stkokking, Leenders, Jond, & Tartwijk, 2003; 

Veenman, 1984), ‘헤엄치느냐 혹은 가라앉느냐(swim or sink)’의 상황에 처하

게 된다(Lortie, 1975/1996).

그러나 교육학 분야의 다른 학자들은 교육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 학급경영,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증진 등에 기여하는

가와 같은 경험주의적 질문을 거부한다(김안중, 1997; 이홍우, 1980; B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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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교육현장의 복합성, 역동성, 맥락 등을 고려한다면, 교육학은 모든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윤석주, 2013). 대신에, 

교육학 이론이 교육의 실제와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여 이해를 넓히

며(Shavelson, 1988),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Lagemann, 2009). 현직교사들도 교육학 이론을 통해 교육에 관한 새로운 관

점으로 본인을 성찰할 수 있고, 거시적 관점을 갖게 된 측면을 유용하다고 느꼈

다(Bowles & Gintis, 1976).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행위를 명

료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학 이론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윤석주, 2013),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직이론의 유용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

도 하였다(정은주, 2013).

이상에서와 같이 교육학 이론의 유용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와 논의가 계

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교직이론과목1)의 이수기준이 ‘14학점 7과목’

에서 ‘12학점 6과목’으로 낮아졌고 교원임용시험 중 교육학 영역의 객관식 시험

이 논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직이론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졌다. 또

한, 몇몇 대학에서는 교직이론과목을 교과교육 교수들이 담당하기 시작하여 수업

에서 일반교육학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교직과목에 관한 학계에서의 

갈등과 현행 제도상에서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그 비중을 볼 때 교직이론과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임연기, 2011). 특히, 교사양성 단계에서 어떠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과정의 현실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김갑성, 2011).

이러한 필요에 따라 교직과목에 대한 연구들이 폭 넓게 진행되어 왔으나, 교직

이론 각 과목별로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은 얼마나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직과목을 교사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면서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를 하거나(박용호, 조대연, 

배현경, 이해정, 2012; 임연기, 최준렬, 박삼철, 신지수, 이명균, 2008; 정미경, 김

갑성, 류성창, 김병찬, 박상완, 2011), 예비교사의 인식을 연구하기도 하였다(김갑성 

외, 2009; 김갑성, 2011; 박주성, 2005; 손충기, 김영태, 2004). 몇몇 연구들은 

1) 교직이론과목은 교직소양, 교육실습과 함께 교직과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 하나로, 세
부과목으로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
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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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9과목 중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병찬, 2004, 2005a, 

2009; 신종호, 박수원, 최재희, 2011; 허진영, 2009).

하지만, 위 연구들은 교직과목의 수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먼저, 교직이론과목 전반에 관한 인식 연구의 경우 특정 과목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한 논의하기가 어렵다. 교직이론을 구성하는 각 과목은 모학문 만큼이

나 다양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9개의 하위 과목을 구분하여 교직과목을 연구하

지 않는다면 과목별로 달라지는 수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직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조사시점과 교직이론 수업을 이수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며, 담당과목 교수의 인식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즉, 현직교사 인식 연구결과는 교직이론과목을 학교현장 경험에 비추어 적합성 

및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본인이 이수한 

각 수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대학교수와 현직교사의 인

식을 따로 조사할 경우 각 집단이 교직이론과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경향은 살펴볼 수 있지만, 한 수업에서 가르친 담당교수와 배운 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범대학 학생들이 교직과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습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범대학 학

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을 분석하여 교직이론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밝혀보았다. 그리고 학생과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으며,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의 인식과도 비교하였다. 즉, 학

생들이 교직과목의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내용을 얼마나 배우는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을 담당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비

교함으로써 학습(learning)과 교육(teaching)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직과목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이 잘 

다루어질수록 학생의 수업 만족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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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은 어떠한가?

이 연구의 참여자인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입학

하는지와 본인의 진로로서 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이 

연구 문제를 통해 대학의 특성별로 학생들의 입학동기를 비교하고 학생특성에 따

라 진로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직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

각을 기술하고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활

용하고자 한다.

둘째,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어떠하며, 담당교수의 인식과 어떠한 차

이를 보이는가?

두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따라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분석하

고 수업 담당교수의 인식과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어떠한 동

기를 갖고 각 교직과목을 신청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담당교수들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가르치는지(teaching)’에 대한 기여도 인식과 학생들의 ‘배움

(learning)’에 대한 학습성과 인식을 비교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증해보았다. 또한, 이 분석을 통해, 현재 국립 사범대학의 교직과

목에서 교수-학습 사이의 괴리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한다.

셋째, 교직과목 수업특성은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교직과목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더 가르쳐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의견

이 존재하며, 교직 수업의 특성은 이론적인 내용을 얼마나 다루느냐와 실제적인 

영역을 얼마나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업운영

과 대학, 과목, 교수, 학생의 특성을 통제했을 때, 수업특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보고자 한다. 즉, 학생이 실제적인 내용을 많이 배

울수록 수업이 교직에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만족도까지 높아지는지, 아니면 

이론 학습의 성과가 높을 때에도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이 연구 문제를 통해, 수업

의 내용(이론적인 수업과 실제적인 수업)과 그 질(quality)이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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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국립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 교직이론수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학습자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교사교육과정 단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몇몇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균값을 비교하는데 그쳤다. 그러

나 이 연구는 학생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여, 교직과목 수업의 학습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교직이론 수업의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과목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2014년 1학기에 교직이론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와 그 수업

을 듣는 학생들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두 집단 간 인식 비교와 차이 검증이 

더욱 의미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직이론 9과목은 각 과목의 모학문 만큼이나 과

목의 특성과 맥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수업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

여 살펴보는 것은 교직이론과목 수업에 관한 연구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셋째, 사범대학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교

육과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중등교

사양성기관은 초등교사양성기관과 달리 목적형과 개방형 체제가 합쳐진 절충형 

체제이며(신상명, 2002), 이로 인해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교직이

론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등교사양성기관에 입학한 

동기가 무엇이며 교직진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직이론 각 과목

을 수강신청한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다양한 학생을 파악하고 교사교

육과정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의 대상인 국립 사범대학은 이 연구의 기본 취지인 ‘중등교사교

육과정’에 높은 대표성을 가진다. 선정된 네 대학은 입학정원대비 교사양성비율

이 가장 높은 대학들이며(중앙일보, 2010.5.22.), 그 중 세 대학은 1960년대 이

전부터 전국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대한민국 사범대학

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한 대학도 1984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

치되어, 대한민국에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대학으로 중등교

원양성기능 또한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한계점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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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등교사교육과정에 높은 대표성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립 사범대학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모든 중등교사양성기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4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당교수와 학생을 대상

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

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4대학 모든 교직과목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

는 것으로 해석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중등교사양성기

관 교직이론과목에 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현

황과 실태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설문기간은 2014년 4월 7일부터 30일 사이였으며, 설문은 

수업운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날을 수업담당 교수가 선택하여 이루어졌

다. 즉, 2014년 1학기 교직과목 수업의 6주차에서 9주차 사이에 설문지가 배포 

및 회수되었다. 이로 인해, 수업에 관한 학생의 인식이 수업의 진행 정도, 중간

고사 시험여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

생들의 수업 만족도는 수업이 종료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의 

유용성 기대는 이들이 현직교사가 되었을 때 인식하는 현장 유용성 인식과 달라

질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설문 배포 및 회수시기 등의 설문 조건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직이론과목을 이수자를 추적하여 연구를 지속한다면 보다 견고

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직이론과목에 대한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인식 연구와 설문지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고

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설문 응답자는 자신의 행위를 불완전한 기억을 통해 

보고하며, 설문조사 자체가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위성(artificiality)

의 문제가 있다(Babbie, 2007). 즉, 대학교수들의 본인 수업에 대한 인식은 자

기보고라는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인식하는 학습성과는 학생의 

실제 학습성과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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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교직과목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

에서는 교직과목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교직이론’과 ‘교직과목’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교직이론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이론 영역이며(교육부, 2014), 세부 과목으로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총 9개 과목이 있다. 각 과목 명칭은 도표 

및 그래프 상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론, 철학, 과정, 평가, 공학, 심리, 사

회, 행정, 상담’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나. 교수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을 뜻하며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높은 비율이 

시간강사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를 중등교사양성기관에서 교직이론수

업을 담당하며, 학습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

수자(敎授者)를 통칭하여 ‘교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 이론적 수업

교직과목의 수업에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는 수업으로 해당 

학문의 중요성 이해, 이론 학습, 사회현상으로서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교사로

서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 형성 등을 강조하는 수업을 뜻한다.

라. 실제적 수업

교직과목의 수업에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는 수업으로 중·

고등학교 수업상황 및 학교현장의 이해하고, 배운 지식을 수업상황 및 학교현장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수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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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직과목의 체계 및 특징

교직과목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 내 사범대학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양교육과 전공교육과 함께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하나의 범주로 볼 수 있

다(진동섭, 1998). 교사교육과정의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Ⅱ

-1]과 같다.

[그림 Ⅱ-1] 교사교육과정의 구성

이 장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이 발전해온 역사를 살펴보

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직과목의 체계와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교직과목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 교직과목의 체계

1) 교직과목 체계의 발전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교직과목 제도는 1955년부터 시작되어 교사양성과정의 근

간이 되어 왔다(강환국, 1995). 먼저,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이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과 대구사범대학(현 경북대학교),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설립과 함께 

194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1950년대에 이르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교육공

무원법의 제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문교부령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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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에 의하여 일반대학에도 교직과정이 설치되었으며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 

시행세칙에 의해 교직과목 기준이 정해졌다(정기섭, 2013). 

구 분 과목 및 이수기준 계

대학

교육원리(4), 교육심리(2), 교육사(2) : 계 8학점

교육방법(2), 교육과정(2), 교육평가(2) : 계 6학점

교사론(2), 중등교육론(2), 교육사회학(2) 중 택 1 : 2학점

 ※ 교육실습 3주

16학점

초급대학

교육원리, 교육심리, 교육사 90시간

교육과정, 교육평가 60시간

교사론․중등교사론․교육사회학 30시간

180시간

<표 Ⅱ-1> 문교부령 제39호(1954)에 의한 교직과목 및 이수기준

 ※ 출처 : 김영우, 2001

교직과목은 1964년에 개정되어 역사․사회․철학영역, 심리학적 영역, 교육내용 

및 방법영역, 각과지도법 영역, 교육실습 이상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렇

게 구분된 영역은 문교부령 제209호(1969년), 문교부령 제298호(1972년), 문

교부령 제319호(1973년), 문교부령 제341호(1974년), 문교부령 제437호

(1979년), 문교부령 제50호(1982년)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영역별 교과목과 이수학점의 변화만 있었다(정기섭, 2013).

영 역 과 목 이수학점

역사․사회․철학 교육원리․교육사․교육사회학․교육철학․교육제도 등 6학점 이상

심리학 교육심리․아동발달․청년발달․학습심리․정신위생 등 6학점 이상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학습지도․생활지도․학급관리․교육측정평가 등 6학점 이상

각과지도법 3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6주)

<표 Ⅱ-2> 문교부령 제154호(1964)에 의한 교직과정 과목 및 이수기준

 ※ 출처 : 정기섭, 2013: 7

1983년 문교부령 제519호의 개정 교원자격검정시행령 세칙에서는 역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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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철학영역, 심리학 영역, 교육내용 및 방법 영역이 교직이론으로 통합되었다

(강환국, 1995). 각과지도법 영역을 교과교육영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육

실습 영역은 그대로 두었다.

영 역 과 목
최소이수학점

대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0학점 이상
(5과목 이상)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2개 교과 이상)

4학점 이상
(2개 교과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4학점(6주)

<표 Ⅱ-3> 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세칙(1983)

 ※ 출처 : 정기섭, 2013: 8

2) 현재 교직과목 체계

현재의 교직과목의 체계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2)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1항3)의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교직과목은 2008년 이전까지 교직이론, 교과교육, 교육실습 이상 3가지 하위

영역으로 운영하여왔으나, 2009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2)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
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3)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
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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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직이론, 교직소양, 그리고 교육실습 이상 3가지 하위영역으로 재구성되었

다. 2009년 새롭게 추가된 교직소양은 교직과목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 

현장과의 괴리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과목으로 기대되고 있으며(이상철, 2012), 

도입될 당시 교직실무 2학점,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으로 구성하여 총 4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학년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을 추

가하여 교직소양 과목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교직과목의 중

심을 이루어 왔던 교직이론은 더욱 세분화 되었으나 이수기준은 다소 감소하였

다. 세 번째 영역인 교직실습은 2009년 이후 4학점으로 이수기준을 강화하였고, 

학교 현장실습 2학점과 함께 교육봉사활동(방과 후 학교교사, 보조교사, 학습부

진아 학생 도우미 등)을 30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Pass/Fail’의 형태로 별도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현재의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표 Ⅱ-4>에 제시하였다.

구    분 대    상 이수기준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20학점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 교사  6학점 이상

유치원 정교사(2급) 중 전문대학 졸업자 16학점 이상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12학점 이상

실기교사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년 이후 편입학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포함 22학점 이상

<표 Ⅱ-4> 교직과목 이수기준

 ※ 출처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2014)

이수기준의 경우,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대상별로 상이하였으나, 2009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는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현재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과 교수요목은 다음 쪽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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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역별 구성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년 이전 편입학자)

교직이론4)

· 4년제 대학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전문대학 : 10학점 이상(7과목 중 5과목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교과교육(4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교육실습(2학점 이상)

 :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년 편입학자)

교직이론(14학점, 7과목 이상)

교직소양(4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

   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5년 이후 편입학자)

교직이론(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소양(6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

   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표 Ⅱ-5> 교직과목 영역별 구성

 ※ 출처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2014)

4) 교직이론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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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과목 교수요목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교직실무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급운영·관리, 각종 인사·복무규정, 
학생지도, 교직윤리, 학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
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 운영형태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표 Ⅱ-6> 교직과목 교수요목

 ※ 출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2014)

중등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정은 위와 같은 체제로 사범대학 46개, 일반대학 

157개, 교육대학원 10개에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3).



- 14 -

나. 교직과목의 특징

우리나라 교직과목의 특징은 다양한 연구 및 저서에서 기술되고 있으며(강환

국, 1995; 김병찬, 2001; 김순택, 이돈희, 정재걸, 1983; 박세훈, 2001; 석태

종, 1986;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2002; 이윤식, 최상근, 허병기, 

1994), 김병찬(2004)의 연구에서 정리한 바 있다.

1) 국가주도형 운영 및 획일성

우리나라 교직과목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주도형 교직과목 운영’이다(석태종, 

1986; 이윤식, 최상근, 허병기, 1994). 우리나라는 대학주도로 교사양성기관의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미국과는 달리,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과 교육부령인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따른 이수기준을 충족해야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김병찬, 2004). 그 예로, 교직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배워야할 과목과 학

점 수까지 규정해 두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사양성기관의 창의적인 교육과

정 개발 및 운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강환국, 1995; 김순택, 

이돈희, 정재걸, 1983). 또한, 우리나라의 교직과목은 국가주도형 운영으로 인해 

획일적인 특징도 갖게 된다. 일반대학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2조에 

교직과목이 규정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사범대학에

서는 획일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에 준

하여 교직과목을 운영하여 각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2002)

2) 교육학 학문 중심

우리나라 교직과목의 다른 특징은 내용이 교육학 학문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점이다(김순택, 이돈희, 정재걸, 1983). 교직과목 하위영역 중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교육이론 과목은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모

두 교육학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병찬, 2004).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

범대학의 교직과정 교수요강에서도 교직과목이 교육학에 관한 지식을 전공학문을 

탐구하는 방식과 마차간가지로 학문적 탐구에 의해서만 이해된다고 기술하며, 이

것은 교직과목의 “학문적 패러다임”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박상완, 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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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목의 세분화

교직과목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교직

이론 과목의 경우 9개 과목, 교직소양은 3개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로 인해 교직 과목 사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김갑성 외, 2009),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 학부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

부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있고, 다른 학문 분야와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신정철, 윤세정, 정지선, 이소연, 정혜주, 2011).

2. 교직이론과목의 정의 및 구성

가. 교직이론과목의 정의

교직이론과목은 1954년부터 교직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 1984년 개정 교원자

격검정령 시행세칙에 의하여 ‘교직이론과목’으로 명명되었으며, 2014 교원자격 

실무편람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

영역”으로 기술하고 있다(교육부, 2014). 우리나라의 교직이론과목은 교육기초학

(foundation of education studies 또는 foundations of education)에 해당 내용

과, 영미권에서 교과교육의 범주로 분류되는 교수학습이론, 교수방법론 등도 함

께 포함되어 있다.

교직이론과목의 바탕이 되는 교육기초학의 성격을 살펴보면, Borman(1990)은 

해석적, 규범적, 비판적 관점을 형성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해석

적 관점은 교육적 사고를 돕고 교육 실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교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행동과학에 기초한 이론과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배우며 해석적 관점을 갖추게 된다. 다음으로, 규범적 관점은 교사로서의 

규범적·윤리적 준거를 검토하는 관점을 뜻한다.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준거 형성

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교육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관점은 예비교사들이 교

육기회나 결과 배분에 관한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고

려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김안중(1997)이 교직과목을 통해 교육현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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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이해를 돕고 ‘교직을 보는 눈’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고, 박상완

(2000a)는 교직이론을 교육현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직에 대한 

균형 있고 올바른 태도 및 가치를 함양하는 과목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교직이

론과목의 목적에 대하여 김갑성 외(2009)는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안목, 판단

력, 반성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것”으로, 이종승(2011)은 “교직이론은 교육학 

학문의 과목으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교직

을 보는 관점, 교사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리하자면, 교직이론과목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

론과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상에 대한 안목과 문제의식 형성하며, 

교사로서의 올바른 관점, 태도,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는 과목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직이론과목의 구성

교직이론과목은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

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리고 기타 교직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4).

1)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은 ‘교육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두는 과목’이다(교육부, 2014). 교육학개론서를 분석한 정민희의 연구(2014)에 

따르면, 교직이론과목에 해당하는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

정, 교수·학습(교육방법), 교육공학, 교육평가, 교육행정,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내용을 각 장에서 다루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교육의 기초, 평생교육, 교사

론, 기타(교육연구법, 기초통계, 다문화교육, 한국교육의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

었다. 교육학개론에서만 추가적으로 다루는 교육의 기초 단원에서는 교육의 어원 

및 정의, 유형 및 형태, 기능 및 구성요소, 필요성 및 목적, 교육학의 학문적 성

격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평생교육 단원에서는 평생교육의 개념 및 성격, 등

장배경과 역사, 기관·법규·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사론 단원에서는 

교직의 성격과 교직관, 교사의 권리와 의무, 교사의 역할과 자질 등을 다루었다.

교육학개론 수업의 운영은 담당 교수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A대학에서는 교육학개론 과목을 담당교수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전임교수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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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B대학에서는 교수자의 직급은 제한이 없으나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교수 및 강사가 교육학개론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

에서 교육학 이론을 개괄하는 성격을 가진 교육학개론 과목을 교직이론 중 가장 

먼저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은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

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교육부, 2014). 기존의 

교육철학 및 교육사 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육사상사와 교육제도사 측면에서 서양

교육사와 한국교육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각 시대별 교육

사조와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이론, 그리고 당시의 학교제도 변화를 통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한용진, 201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교육사는 고조선,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사회의 교육까지를, 서양

교육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부터 중세, 근대교육까지를 다룬다.

이 과목은 교육철학과 교육사를 모두 전공한 교수가 가르치기보다, 둘 중에서 

하나만을 전공한 교수가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전공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이 전공자에 따라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철학과 교육사를 분리하여 운영해야할 

것인가가 계속되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3) 교육심리

교육심리는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는 과목이

다(교육부, 2014). 즉, 교육심리 과목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와 인간을 어

떻게 가르친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적

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그리고 발달과정 등을 다루며, 현대 심리학 영역은 행

동주의, 정신분석학, 인본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적으로도 교육심리학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

하고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데 그 학문적 뿌

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에도 교사에게 실제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신종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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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사회

교육사회 과목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교육부, 2014). 교육사회학 과목의 명칭과 내용은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바뀌

어 왔으며, 현재의 구성은 교수와 교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대동, 2011).

1955년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세칙에서 ‘교육사회학’으로 개설되었고, 1970년

대 제4공화국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보조를 맞추어 ‘학교와 지역사회’라는 명칭

으로 바뀌며 교육 내용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의 관계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군부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물결에 따라 명칭이 다시 ‘교육사회학’ 혹은 ‘교육사회’로 바뀌었

고, 내용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중심의 내용이 강

화되었다.

교육사회 과목의 현재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부에서는 교육사회학 입

문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격과 역사, 이론이, 2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거시적 관점

에 해당하는 사회변화와 교육, 교육기회, 교육과 사회이동, 교육선발과 경쟁, 사

회계층과 교육, 3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미시적 관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사회학, 

학교문화 등으로 구성된다.

5)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목은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교육부, 2014). 즉,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의 개념과 유형,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과 모형 등의 이론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교수준, 교실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실제를 파악하게 

된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시대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요구에 의해 분화·통

합·생성·소멸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개별교과 차원보다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교

사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배울 필요가 있다(박창언, 2011). 또한, 교육내용을 무

슨 기준으로 선택하며,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조직하고 형상화할 것인가를 교육

과정 과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황정규, 1998)

한편, 교육과정 과목은 2008년부터 교육평가 과목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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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 몇몇 교원양성기관에서 각 전공교과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일

반교육학으로서의 교육과정 과목 운영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 교육평가

교육평가 과목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교육부, 2014). 이론 

영역에는 교육평가의 유형 및 모형을 다루며, 실제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인지적 

평가, 정의적 평가, 수행평가, 문항 제작, 유형 및 분석, 검사도구의 조건 및 유

형, 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자세히 배운다. 이러한 교육평가 과목 학습을 통해 

교사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 이루어지는 평가적 판단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성훈, 2011).

교육평가는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독립되었으며, 각 전공교과와 

연계한 교육평가 과목 운영으로 인한 갈등이 존재한다.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은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교육부, 2014). 과목의 내용은 교육행정학 이론에서

부터 교육조직·교육제도, 교육정책·교육기획, 교육재정, 교육인사행정, 의사결

정·의사소통, 교육지도성(리더십), 장학행정·교사교육, 그리고 학급경영에 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행정의 영역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

이 교사가 되어 학교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넓은 주제들을 포함

하며, 학급경영과 관리, 학교경영 참여, 행정업무 등에 관한 이해와 역할수행을 

돕는다(임연기, 2011; 허진영, 2009).

우리나라 교육행정과목을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학

교수준의 교육행정보다는 국가수준의 교육행정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적용이나 응용 등의 실제를 다루는 내용이 적은 반면 교육행정 각 분야의 이론 

및 연구소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내용 구성 역시 앞 단락에서 기술한 

다양한 영역을 모두 다루는 ‘백화점식’이었고, 강의 대상 또한 예비교사를 위한 

것인지, 교육 행정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 연구자를 위한 것인지 초

점이 불분명하였다(김병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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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은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

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교육

부, 2014). 이러한 교수요목은 AECT(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001)의 정의, ‘교수·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료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한다.

구분하여 살펴보자면, 교육방법의 세부적인 영역은 교수의 개념부터 체제적 교

수설계, 교수이론, 교수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공학은 교수매체 및 ICT 

교육을 개괄한다. 즉, 교육공학은 교수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요소에 관한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회수, 2011).

9)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은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

점을 둔다(교육부, 2014). 적응과 부적응, 생활지도의 의미·필요성·원리 및 

영역 등의 이론을 다루고, 실제에 관한 영역에서는 학생조사활동부터 정보활동, 

상담활동, 정치(定置)활동, 추후활동까지를 포함한다. 즉,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은 훈육과 생활지도, 수업태도에 대한 지도, 비행을 비롯한 문제 행동의 지도, 

예방상담학적 지식과 정보의 제공, 그리고 학교 적응의 문제에 대한 협력 지도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김계현, 2011).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1년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에 

본 영역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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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다음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교직과목의 체계 및 특징, 교직과목의 정의 및 구

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 사범대학 학생 입학동기 및 진로인식 연구

고등교육법 제44조에 의하면, 사범대학의 교육은 그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

하여 재학생이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윤리를 갖추도록 하고,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득하게 하며,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중등교사 수급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교사양성 및 임용의 문제와 사

범대학 입학생의 질 저하와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사범대학에 관한 위기론이 제

기되고 있으며(김병찬, 2003c), 이와 더불어 사범대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교직

진출의사 또한 변화해왔다.

1) 사범대학 입학동기에 관한 연구

먼저 사범대학 입학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진(1990)은 사립 사범

대학생의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학동기를 함께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사립 사범대학 학생들은 적성보다는 점수에 맞추어, 집안 분위

기의 영향으로,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감화로 인해, 사회적인 통념 등의 동기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병찬(2003a)은 연구자가 가르쳤던 수도권 

국립 사범대학 교직과목 수강생 25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교사가 되기 위해’, ‘수능과 내신 점수에 맞추어’, ‘대학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부모나 교사의 권유’ 등이 주요한 입학동기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입학한 비율을 살펴보면, 황원철과 

김정규(1993) 연구에서는 재학생의 89.6%와 교사의 76.9%가 ‘교사가 되기 위

해서’라고 밝혔으며, ‘교직에 관계없이 입학하기 위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 또는 교육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로 응답한 학생과 교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지방 사립대학교의 사범대학 재학생 4학

년 95명과, 대학 근처에 소재하는 중등교사 147명을 대상으로 사범대학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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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동기를 조사하였다. 반면, 충북 소재지의 사립 사범대학 

13개학과의 4학년 재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입학생의 33%

만이 교사로서의 진로를 희망하였다(김기정, 1997). 김병찬(2003a)의 연구에서

도 25명 중 8명, 약 32%만이 교직을 희망하고 입학하였다.

2) 사범대학 학생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다양한 입학동기를 가진 사범대학 학생들은 대학 생활 과정에서 교직에 대한 

태도와 진로 희망의 변화가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김기정(1997) 연구에 따르

면, 4학년 재학생 중 33%만이 입학당시 교직을 희망하였으나 졸업 시점에는 

52%가 교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병찬(2003a) 연구에서도 입학당시 

32% 학생이 교직진출의사가 있었지만 조사시점에는 60%가 교직진출의사를 밝

혔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교직희망을 희망하는 학생이 재학 중에 늘어난다

기보다, 교직에 관한 생각이 서로 바뀌는  “교차현상”이 나타났기도 하였다(김병

찬, 2003a). 즉, 교직에 생각이 있었던 학생들 중 일부는 계속 그 생각을 유지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교직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였다. 또

한, 교직에 생각이 없었던 학생들 중에도 계속 교직에 생각이 없는 학생도 있었

으나, 일부는 교직에 대한 마음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아이들과의 접

촉”으로 가르치는 일에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사범대학 경험을 통해 교육과 학

교, 교사에 대해 생각하는 자극, 그리고 “안전판으로서의 교직” 등의 이유가 있

다. 반면에 학과나 교수의 교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사범대학의 전문성에 대

한 실망, 부정적 현장 실습경험, 자신의 적성에 대한 자각, 임용고사 등으로 인

해 교직에 대한 진로에 회의를 갖게 된다.

위 선행연구를 통해, 사범대학 학생의 입학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를 

추출해낼 수는 있었으나, 연구 대상의 차이, 설문 유형 등으로 인해 입학동기에 

관한 일관된 경향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행연

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사범대학 전체로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결과 해

석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 없이 지원하는 경

우 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미흡, 사범대학 학생 선발 방식의 문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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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의 정체성 등을 원인으로 논의하고 있다(김병찬, 2003a). 그리고 사범

대학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역시도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 냈다기보다 특정 

사범대학에서 나타나는 인식을 분석한 것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다 대표성

을 갖는 표본과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범대학 학생의 변화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Doyle, 1990; Duffy & Cunningham, 1996), 

교사교육 담당자의 기본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Feriman-Nemser, 1990; 

Darling-Hammond, 2000).

나.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관한 인식 연구

우리나라에서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대신에, 문서화된 공식적 교사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윤정일, 2002; 이종재, 김

대현, 명형대, 1995; 정진곤, 2001; 홍영란, 2004), 교사양성과정에 관한 연구

의 일부로 교직과목을 다루었다(김갑성 외, 2009; 정미경 외, 2011). 교직과목

에 관한 주요 인식 연구를 살펴보면, 교직과목 전반에 관한 인식 연구와 특정 교

직과목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철, 2012).

1) 교직과목 전반에 관한 인식 연구

먼저, 교직과목 전반에 관한 현직교사의 인식 연구를 살펴보면, 정미경 외

(2011)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초·중등 교원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한 360개 학교에서 각 5명의 교원이 연구에 참여하

였으며, 교원은 교장 혹은 교감 1명, 교무부장 혹은 연구부장 1명, 평교사 3명으

로 구성되었다. 교직과목에 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교직과목 중 교육

실습의 비중을 확대하기 원하였으며, 교직이론과목의 비중을 확대해야한다는 의

견은 제일 적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직이론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거나, 실제

적인 요구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내용에 관한 요구분석 결과, ‘학생이

해 및 생활지도’, ‘교육관, 헌신성 등 교직소양’, ‘학급경영’에 관한 요구가 강했다. 

즉, 현장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교직과목의 내용 강화하고 교직과목의 정체성 

확립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은주(2013)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이론의 현장 유용성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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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교직이론을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또는 지침으로 생각하였으며, 실제적 지침이 되어 교육적

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약 51.8%의 교사가 유용

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교육경력과 학력에 따라 교직이론 유용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20년 경력의 교사가 저경력 교사보다, 

석사학위의 교사가 학사학위의 교사보다 교직이론을 더 유용하게 생각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교직과목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제일과 

조희성(2005)이 사설학원의 교육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

사 결과,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은 대학의 교직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

히 ‘교육심리’와 ‘교육사회’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직과목 내용에 관한 타당성 연구 및 교직과목과 연

계한 임용고사의 문제 출제 등을 제안하였다. 박주성(2005)은 일반대학 교직과

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직과목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교직과

목에 대하여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결론 및 논의사항에서 임용고

사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현장과 연계된 강의진행, 분반별 수강인원 축소 등이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갑성 외(2009), 김갑성(2011)은 교육실습을 마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경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면담과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 결

과, 사범대학 학생들은 교직과목의 필요성에 81.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58.1%의 학생만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일반

교육학 과목을 통해 ‘교육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형성’한다고 인식

하면서도, 교직과목을 ‘책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이론 과목’, ‘달달 외우기만 하는 

과목’, ‘교육실제와의 괴리된 지식’, ‘전체 숲을 볼 수 없는 구조’ 등 부정적인 인

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직과목의 현장 연계와 과목 

간 연계의 개선을 제언하였다.

2) 특정 교직과목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학생 인식 연구

특정 교직과목에 관한 연구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이 가장 활발하게 이

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김병찬(2004, 2005a, 2009)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2004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직행정 과목을 미국과 비교하였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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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교육행정, 이론중심, 백화점식 교육내용의 성향이 강하

였다. 또한, 미국은 교육행정 과목을 다양한 하위 교과목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

였지만, 우리나라는 단일교과목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교육행정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수업경험을 질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육행정 과목을 ‘교육현실을 다루는 과목, 소화할 분량

이 너무 많은 과목, 거리감이 느껴지는 과목’으로 표현했다. 2009년 연구에서는 

교육행정 수업에서 저널쓰기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저널쓰기

를 통해 복습하기, 깊이 있게 생각하기, 내 생각 만들기, 이론과 실제 연결하기, 

교직 자아 성찰하기 등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허진영(2009)은 교직과목 교육행정의 운영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 

부산·경남 지역 교육행정 수업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하고 수업 실제에 대해 담

당 교수와 면담하였으며, 학생들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업은 대체로 교육행정 관련 지식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교육행정 개론

서에 의한 강의식 수업으로 계획 및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교수 대부분은 

수업시간 부족으로 수업방법 및 평가의 제한이 있었다. 학생들은 교육행정 과목

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현행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현장과의 연계와 실무실습이 

강화된 수업을 원하였다.

신종호, 박수원, 최재희(2011)는 교직과목 교육심리학의 운영 현황과 과제 연

구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심리 과목의 문제점으로 이론과 개념 중심의 교재내용 

구성, 토론과 실습보다 강의 중심의 수업 운영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교육심리

학 운영의 개편 방향으로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학급

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방식 등을 제

안하였다.

교직과목에 관한 인식 연구를 살펴본 결과,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는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교육에 대한 안목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직과목이 필요하다고 느꼈

다. 그러나 교직과목 수업의 충분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으며 만

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교육현장과 연계된 실제적인 지식의 요구가 높았다. 특정 

과목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도 맥락을 같이하였다.



- 26 -

다. 수업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교직과목 수업에 관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만족도에 대한 기초통계

를 제시하는 데 그쳐(김갑성, 2011; 김갑성 외, 2009; 박제일, 조희성, 2005; 

박주성, 2005), 쟁점이 되고 있는 이론적 수업과 실제적 수업의 질이 수업 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엄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학의 수업 만

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수업 만족도는 대부분 강의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있었으며, 이 결과는 수업의 질 개선 및 교수평가, 우수교수 선발 

등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김성열, 박재완, 김종철, 강현석, 2001; 한인일, 김

혜정, 이정연, 2005). 또한, 학생, 교수, 수업 수준으로 나누어 그 영향력을 살펴

보고 있었다.

1) 학생관련 요인

학생관련 요인 중에서 기본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성별, 학년 등에 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손충기, 김영태(2007) 연구에서

는 학생특성 변인에 따라 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신일(2001) 

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송미섭, 지은립

(1994)연구에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Cashin(1995)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나이, 성별, 평점과 학년 등은 수업평가와 

관련이 없었다.

다음으로 학생의 수업참여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업관여도가 높을수록(이호배, 

2005),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사전 흥미(prior interest), 예상학점, 수강동기가 

높을수록 수업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Cashin, 1995; Marsh & 

Roche, 1997).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높은 동기가 수업을 보다 활기차게 만

들며 수업의 평가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고, 예상학점 변인은 성적을 잘 주

는 교수에 대한 선호도인지, 학생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인지, 학생 개인의 성향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논의하였다.

2) 교수관련 요인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 촉진자로서 학생으로 하여금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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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수의 연령, 성별, 직

위, 전공 등이 수업평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한신일, 2001). 우선 교수

의 성별 차이는 학생의 성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 남교수가 학

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잘 돕고, 여교수는 과제물과 시험결과를 즉시 돌려주는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Elmore & LaPointe, 1974). 하지만, March, 

Haou, Chung, & Siu의 연구(1997)에서는 교수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력을 보이진 않았다.

그리고 직위의 경우, 부교수나 정교수가 조교수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으며

(Villano, 1975; 한신일, 2001: 재인용), 다른 연구에서도 높은 직위일수록 평

가 점수가 높아졌고(Feldman, 1983; Marsh, 1987; Ting. 2000), Marsh(1980)

는 직위가 반드시 수업평가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연령과 

수업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높은 연령

의 교수일수록 많은 강의경력과 통찰력을 지닐 수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신 

동향에 민감하고 열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한신일, 2001).

3) 수업관련 요인

교수 관련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수업 수준에서 수업평가 및 학생 수업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수업의 규모, 수업의 학문계열, 수업의 유

형, 수업의 난이도 등이 있었다(백순근, 신효정, 2008). 우선 강좌의 실제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백순근, 조용환, 정상준, 김지

현, 2005; 손충기, 김영태, 2008), 학문분야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및 공학에 

따라 경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론 혹은 실기 수업인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수업의 

난이도가 높아 학생들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될 때 수업평가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Marshi & Roche, 1997).

정리하자면, 학생의 특성으로는 성별과 학년, 평점, 전공, 수업동기, 그리고 참

여도 등이 수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수의 특성으로는 성별, 직

급, 강의경력, 연령과 같은 요소가, 수업 수준에서는 규모, 수업의 유형, 수업의 

난이도 등이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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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로서 교사

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교직과목 수업에 관한 학생

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담당교수의 인식과 비교해 보았으며, 교수-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 검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론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학생, 교수, 과목, 대

학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연

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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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및 자료

가. 분석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립 사범대학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 그 수업을 수

강하는 학생이다. 분석대상은 사범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네 대학을 교사 배출 

비율5)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하였다. 교사 배출 비율 자료는 전국 중·고교 5331

곳(국·공립, 사립)에 교사로 임용된 1만 4531명의 출신대학을 3년간 분석한 결

과에 근거하였다(중앙일보, 2010.5.22.). 선정한 4개의 대학은 교사 배출 비율뿐

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 면에서도 중등교사교육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연구대

상대학 4곳 중 3개 대학은 1960년대 이전부터 전국 중등교원양성에 있어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대한민국 사범대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은 한 

대학도 1984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대한민국에서 종합교원양성대학

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대학으로 중등교원양성기능 또한 맡고 있다.

위 기준으로 선정된 4개 대학의 분석대상 모집단을 살펴보면, 교직과목 담당교

수가 115명, 수강 학생이 6,797명, 그리고 강좌 수가 198개다. 자세한 현황은 

<표 Ⅲ-1>에 제시하였다.

대학 교수 정원 학생 강좌 개론 심리 사회 철학 과정 평가 행정 공학 상담 과평1

A대학 31 1,690 1,009 40 3 4 4 3 5 9 3 5 4 -

B대학 36 1,460 1,106 50 6 6 5 6 5 6 5 6 5 -　

C대학 22 3,075 2,472 45 3 5 9 7 3 3 7 5 - 3

D대학 26 2,067 2,210 63 8 6 8 9 7 4 5 8 8 　-

계 115 8,292 6,797 198 20 21 26 25 20 22 20 24 17 3

<표 Ⅲ-1> 분석 모집단 현황

※ 과평1: ‘교육과정’과 ‘교육평가’가 분리되기 전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으로 2008년 이전 
입학자를 위해 개설되어 있다.

5) 교사자격증을 주는 전체 학과의 입학정원 대비 임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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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자료

1) 설문지 구성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교직과목 담당 교수와 수강 학생이 수업과 운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수업특성이 학생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지 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A대학 교수 및 학생과의 면담결과를 반

영하였다. 설문지 개발 후에는 A대학의 5명의 교수와 4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survey)를 실시했고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교수용 설문지 문

항은 <표 Ⅲ-2>에 제시하였다.

구분 영역 종속변인 설문내용 문항수

수업

과목 이해 1) 과목의 중요성 이해

11

이론 학습 2) 기본적인 이론 학습 3) 심화된 이론 학습

시야 형성
4)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5) 교육관 및 태도 형성

6) 비판적 시각 형성

현장 이해 7) 수업상황 이해 8) 학교현장 이해

현장 적용 9) 수업상황에서 활용 10) 학교현장의 문제 해결

임용 준비 11) 임용시험(교육학 논술) 준비에 도움

수업시수 1) 수업시수에 대한 생각 2) 3학점 시 수업 (개방형) 2

수업정원 1) 수업정원에 대한 생각 2) 적정인원 수업 (개방형) 2

운영

수업안내
1) 자세한 강의계획서 제시 2) 상세한 수업안내

15

3) 구체적 성적 평가 기준

수업준비 4) 교수 수업 준비도

교수활동
5) 적절한 수업의 난이도 6) 이론, 실제 연계

7) 학생의 관심과 흥미 제고

상호작용 8) 교수의 학생 이해도 파악 9) 교수의 필요한 도움 제공

참여도 10) 학생의 수업 참여도

교재 11) 교재의 적절성

과제
12) 과제 도움 정도 13) 과제의 적절성

14) 과제의 피드백 정도

수업환경 15) 수업환경 만족도

인적사항
1) 성별 2) 직급

4
3) 강의경력 4) 현직교사 경험

총 문항 수 34

<표 Ⅲ-2> 교수용 설문지 문항 구성

교수 설문지는 ‘수업-운영-인적사항’ 3가지 영역으로 문항 수 총 34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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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학생 설문지는 ‘교직(敎職)에 대한 인식’을 추가하여 4가지 영역 총 45

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각 설문지의 응답시간은 약 10여분 소요되었다. 학생

용 설문지 문항은 <표 Ⅲ-3>과 같다. 

구분 영역 내용 문항수

교직

입학동기

1) 적성 2) 가르침에 보람

8

3) 사회에 기여 4) 교육 관련 일에 관심

5) 신분 및 경제적 안정 6) 주변 권유

7) 교원자격증 취득 8) (사범계) 수능, 내신 점수

   (비사범계) 학점 확보

진로인식  진로로서 교직(敎職)에 대한 생각 1

수강신청동기

1) 교육학 지식 및 소양 2)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

53) 임용고사 준비에 도움 4) 이수규정

5) 개설 수업시간이 적절

수업

과목 이해 1) 과목의 중요성 이해

11

이론 학습 2) 기본적인 이론 학습 3) 심화된 이론 학습

시야 형성
4)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5) 교육관 및 태도 형성

6) 비판적 시각 형성

현장 이해 7) 수업상황 이해 8) 학교현장 이해

현장 적용 9) 수업상황에서 활용 10) 학교현장의 문제 해결

임용 준비 11) 임용시험(교육학 논술) 준비에 도움

운영

수업안내
1) 구체적 강의계획서 2) 상세한 수업안내

15

3) 자세한 평가 기준제시

수업준비 4) 교수의 수업 준비도

교수활동
5) 수업의 난이도 6) 이론, 실제 교육 병행

7) 교수의 관심과 흥미 유도

상호작용 8) 교수의 학생 이해도 파악 9) 교수의 필요한 도움 제공

참여도 10) 학생의 수업 참여도

교재 11) 교재의 적절성

과제
12) 과제 도움 정도 13) 과제의 분량

14) 과제의 피드백

수업환경 15) 수업환경

인적사항

1) 성별 2) 전공

53) 학년 4) 교육실습경험

5) 계열(사범계/비사범계)

총 문항 수 45

<표 Ⅲ-3> 학생용 설문지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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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집 방법

설문지는 2014년 1학기 교직과목 수업을 대상으로, 강의가 적어도 6주차에 

접어든 시점부터 약 4주간의 기간에 걸쳐 배포되었다. 설문은 수업시간 전후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포 및 회수하였다. 연구윤리심의 규정

을 준수하여 메일을 통해 교수에게 교수용 설문을 요청하였고, 연구 참여를 허락

한 교수에 한해서 서명을 받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학생 설문은 수업의 담당 

교수가 1차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설문 시에는 연

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였고, 직접 설문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연

구 설명서를 통해 연구를 안내하였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표현한 학생

이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교수용 설문지는 총 75부가 배포되었고 6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약 

80%로, 모집단의 52.1%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용 설문지

는 총 3,214를 배부하여 2,40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약 74.7%, 모집단 대

비 약 35.3%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교수·학생용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 결과는 

<표 Ⅲ-4>과 같다.

대학 교수 배포 회수 회수율 표본
/모집단 정원 학생 배포 회수 회수율 표본

/모집단

A대학 31 23 20 86.96% 64.52% 1,690 1,009 690 616 89.28% 61.05%

B대학 36 24 17 70.83% 47.22% 1,460 1,106 658 508 77.20% 45.93%

C대학 22 17 16 94.12% 72.73% 3,075 2,472 1,093 774 70.81% 31.31%

D대학 26 11 7 63.64% 26.92% 2,067 2,210 773 502 64.94% 22.71%

총계 115 75 60 80.00% 52.17% 8,292 6,797 3,214 2,400 74.67% 35.31%

<표 Ⅲ-4>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결과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이 연구의 성격 ‘사범 학 교직과목에 대한 교수와 학

생 인식’과 다를 수 있는 유아교육전공자와 초등교육전공자 238명의 설문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설문지는 교수용 60개, 학생용 2,231개

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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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집 대상 요약 및 특징

 가) 대학교수

먼저, 표집 된 대학별 교수의 특성은 성별, 직급, 강의경력, 과목에 따라 구분

하여 <표 Ⅲ-5>에 제시하였다.

　구 분
대학

소계 

(유의확률)　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성별
남자 5 10 7 5 27

6.530
(.088)

(25.0) (58.8) (43.8) (71.4) (45.0)

여자
15 7 9 2 33

(75.0) (41.2) (56.3) (28.6) (55.0)

소계
20 17 16 7 6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급
비전임 18 13 11 4 46

4.040
(.257)

(90.0) (76.5) (68.8) (57.1) (76.7)

전임
2 4 5 3 14

(10.0) (23.5) (31.3) (42.9) (23.3)

소계
20 17 16 7 60

(100.0) (100.0) (100.0) (100.0) (100.0)

강의

경력

3년 미만
5 5 3 0 13

19.135
(.085)

(25.0) (29.4) (18.8) (0.0) (21.7)

3~6년 미만 
8 1 3 3 15

(40.0) (5.9) (18.8) (42.9) (25.0)

6~10년 미만
5 6 1 3 15

(25.0) (35.3) (6.3) (42.9) (25.0)

10~20년 미만
1 3 6 1 11

(5.0) (17.6) (37.5) (14.3) (18.3)

20년 이상
1 2 3 0 6

(5.0) (11.8) (18.8) (0.0) (10.0)

소계
20 17 16 7 60

(100.0) (100.0) (100.0) (100.0) (100.0)

과목

개론 2 1 2 0 5

13.937
(.948)

(10.0) (5.9) (12.5) (0.0) (8.3)

철학/사
3 1 4 1 9

(15.0) (5.9) (25.0) (14.3) (15.0)

심리
4 3 3 1 11

(20.0) (17.6) (18.8) (14.3) (18.3)

사회 2 4 2 1 9
(10.0) (23.5) (12.5) (14.3) (15.0)

과정
2 2 1 1 6

(10.0) (11.8) (6.3) (14.3) (10.0)

평가
3 2 0 0 5

(15.0) (11.8) (0.0) (0.0) (8.3)

행정 2 1 3 2 8
(10.0) (5.9) (18.8) (28.6) (13.3)

공학
1 1 1 1 4

(1.0) (5.9) (6.3) (14.3) (6.7)

상담
1 2 0 0 3

(5.0) (11.8) (0.0) (0.0) (5.0)

소계 20 17 16 7 6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Ⅲ-5> 대학별 교수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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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된 교수는 남교수 45%에 비해 여교수가 55%로 조금 많았고, 직

급은 전임 23.3%에 비해 비전임 교수의 비율이 76.7%로 높게 나타났다. 강의

경력은 10년 미만이 71.7%,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3.8%, 20년 이상이 1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부대학의 교육학개론, 교육평가, 생

활지도 및 상담 교수의 설문이 회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석으로 선정된 4대

학 모든 교수의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위 세 과목의 교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

다음으로, 대학별 학생 특성은 성별, 학년, 교육실습경험, 전공, 계열로 구분하

였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학생이 63.3%로 남학생 36.7%보다 비율이 상당

히 높았으며, 학년구성은 2, 3학년이 각각 30%대로 10%대인 1, 4학년 보다 비

율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인원의 12.5%정도인 250

명이었다.

전공은 사범계열 학생만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체능, 기타’ 7개로 

구분해보았다. 전공 내에서 학생의 비율은 국어교육을 전공자가 10%, 영어교육 

9.3%, 수학교육 6.6%이었으며, 사회교육과 과학교육을 전공자는 약 17%였다. 

사회교육전공에는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윤리교육을, 과학교육전공에

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교육을 포함하였다. 예체능전공은 미술, 음악, 

체육, 무용교육 전공자를 의미하며 약 19%의 비율을, 기타전공은 나머지 교육학, 

제2외국어, 보건, 영양, 사서 등을 포함하고 약 20%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전공을 분류해본 사범계열 학생은 전체 학생 표본의 89.5% 정도였으며, 비사범

계열(교직이수자)는 10.5%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집 된 대학별 학생의 특성은 다음 쪽 <표 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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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학

전체 

(유의확률)A대학 B대학 C대학 D대학

성별
남학생

247 162 246 144 799

11.304
(.010)

(41.6) (32.3) (35.0) (38.0) (36.7)

여학생
347 339 456 235 1377

(58.4) (67.7) (65.0) (62.0) (63.3)

소계
594 501 702 379 2176

(100.0) (100.0) (100.0) (100.0) (100.0)

학년

1학년
10 8 150 59 227

367.640
(.000)

(1.7) (1.6) (21.3) (15.5) (10.4)

2학년
226 160 210 142 738

(38.2) (31.9) (29.8) (37.4) (33.9)

3학년
195 176 199 102 672

(32.9) (35.1) (28.3) (26.8) (30.9)

4학년
149 48 93 58 348

(25.2) (9.6) (13.2) (15.3) (16.0)

대학원생
12 109 52 19 192

(2.0) (21.8) (7.4) (5.0) (8.8)

소계
592 501 704 380 2177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
실습
경험

없음
514 387 547 302 1750

23.597
(.000)

(92.6) (88.6) (84.2) (84.4) (87.5)

있음
41 50 103 56 250

(7.4) (11.4) (15.8) (15.6) (12.5)

소계
555 437 650 358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공

국어교육
70 47 23 48 188

198.648
(.000)

(13.2) (12.0) (3.7) (14.1) (10.0)

영어교육
57 47 45 26 175

(10.8) (12.0) (7.3) (7.6) (9.3)

수학교육
39 27 23 34 123

(7.4) (6.9) (3.7) (10.0) (6.6)

사회교육
128 64 76 50 318

(24.2) (16.4) (12.4) (14.7) (17.0)

과학교육
91 62 98 71 322

(17.2) (15.9) (16.0) (20.9) (17.2)

예체능
101 71 131 53 356

(19.1) (18.2) (21.3) (15.6) (19.0)

기타
43 73 218 58 392

(8.1) (18.7) (35.5) (17.1) (20.9)

소계
529 391 614 340 1874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열
비사범계

58 94 69 1 222

78.690
(.000)

(9.7) (19.4) (10.1) (.3) (10.5)

사범계
538 391 614 340 1883

(90.3) (80.6) (89.9) (99.7) (89.5)

소계
596 485 683 341 2105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Ⅲ-6> 대학별 학생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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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도구는 SPSS 20.0과 STATA SE 12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

하였다.

가. 사범대학 학생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 분석

먼저, ‘사범대학 학생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을 대학별로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과 ANOVA를 사용하였다. ‘입학동기’는 사범대학 진학동기와 교직이수과정 이수동

기에 관한 연구(김기정, 1997; 김병찬, 2003a, 2003b; 김영진, 1990; 황원철, 김

정규, 1993) 연구를 바탕으로 8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 비 고

 1)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Likert

5점 척도

 2) 학생을 가르치는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3) 교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4)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5)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6) 주변 사람(학교선생님,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7)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두기 위해서

 8) (사범대학생만 응답)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

    (교직이수자만 응답)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표 Ⅲ-7> 입학동기 설문 문항

사범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

(敎職)에 대해 다양한 인식 변화를 보인다(김병찬, 2003a) 이 연구에서는 진로

인식과 관련하여 ‘1) 계속해서 긍정적, 2) 최근 부정적, 3) 최근 긍정적, 4) 계

속해서 부정적, 5)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은 

교직이론 각 과목보다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학별로 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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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수업에 대한 학생 및 교수 인식 분석

두 번째 연구문제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및 담당교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수강신청동기’를 학생들의 과목별, 진로인식별로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아래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각 응답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

하였다. 그리고 평균값 비교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설문 문항 비 고

 1) 교육학 이론, 개념, 원리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Likert

5점 척도

 2) 이 과목에 관한 지식이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 이 과목에 관한 지식이 임용고사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4) 교직과목을 필수적으로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5) 수업 시간이 이번 학기 수강계획에 맞았기 때문에

<표 Ⅲ-8> 수강신청동기 설문 문항

다음으로, 수업내용에 해당하는 11가지 문항에 대해 학생 인식을 평균값과 그

래프를 통해 교수 인식과 비교하였다. 특히, 학생 인식은 교사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 나타나는 교수와 학생 사이

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

였다. 독립표본 t검정은 다른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두 모집단 각

각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하고 평균을 비교하여 모집단의 

유사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12).

구 분 설문 문항 비 고

과목 이해  1) 수강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이해

Likert

5점 척도

이론 학습
 2)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형성

 3)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시야 형성

 4)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 안목 형성

 5)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6)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형성

현장 이해
 7) 수업(학습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이해하는 바탕

 8) 중·고등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현장 적용
 9) 수강 과목의 지식을 수업 상황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0) 중·고등학교 현장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탐구

임용 준비  11) 중등교원 임용시험(교육학 논술) 준비에 도움

<표 Ⅲ-9> 수업내용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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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각 과목의 수업에 대해서 교수에게는 ‘역량을 본인의 수업에서 얼마

나 길러주고 있는지(교수의 기여도 인식)’를 설문하였으며, 학생은 본인이 수강

하는 수업에서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학생의 중요도 인식)’

와 ‘현재 수업을 통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얼마나 학습하고 있는지(학생

의 학습성과)’ 두 가지를 물어보았다.

세 가지 설문결과를 토대로, ‘교수의 기여도-학생의 중요도-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의 평균값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였고, ‘교수의 기여도’, ‘교사 희망 학

생의 학습성과’ 와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인지 독립표본 t검정을 하여 과목별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분산 검정부분을 생략하고, 평균의 차이 값과 등분산 충족여부

에 따른 t값과 유의도를 제시하였다.

수업의 운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 및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통계적 차이를 검정하였다. 수업운영에 관한 설문 문항은 

<표 Ⅲ-10>과 같다.

구 분 설문 문항 비 고

수업 안내

1) 교수님은 수강신청기간 전, 강의계획서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Likert
5점 척도

2) 교수님은 학기 초 수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다.

3) 교수님은 성적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업 준비 4) 교수님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수 활동

5) 교수님은 학생들이 지적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6) 교수님은 교직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교수님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8)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9) 교수님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친절히 답해 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 참여 10) 나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재 및
과제물

11) 교재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 되도록 적절히 선정하였다.

12) 과제물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13) 과제물의 분량이 적절하다.

14)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환경 15) 수업환경(수업실, 기자재) 등은 만족스럽다.

<표 Ⅲ-10> 수업운영 설문 문항(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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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특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 번째 연구문제 ‘수업특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 학생, 교

수, 과목, 대학의 특성을 통제하고, 관심변수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모형을 통해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수업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와, 교사가 되었을 때 교직과목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관심변인인 수업의 특성은 과목의 중요성 이해, 이론 학습, 시각 형성, 현장 이

해, 현장 적용 이상 5개 영역 11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2개 영역으로 묶어 ‘이론적 수업’과 ‘실제적 수업’ 두 가지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은 교수법, 수업준비 및 관리와 같은 수업운영과 학생, 교수, 소

속 대학의 특성 등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수업운영, 학생, 교수, 과목, 대학 특성을 변인으로 정하였다. 분석모형은 

[그림 Ⅲ-2]와 같다.

1) 분석모형

[그림 Ⅲ-2] 분석모형

2) 변인구성

가) 종속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교직이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이다. 수업에 대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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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의 유용성 기대’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값은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 분 종속변인 설문내용 비 고

유용성 기대  교사가 된다면 현재 수강하는 수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Likert
5점 척도수업 만족도  현재까지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표 Ⅲ-11> 종속변인 설명 및 측정방법

나) 독립변인

수업 변인에 사용된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진 교수와의 사진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구성된 설문지의 문항은 ‘과목의 중요성 이해-이론 학습-시야 형성-현장 이해

-현장 적용-임용시험 준비’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수업운영 변인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15개의 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크게 ‘수업안내-수업준비-교수활동-학생과의 상호작용-학생 

참여-교재-과제-수업환경’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은 종속변인과 

마찬가지로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첫 번째

로 문항의 신뢰도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서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측정값들의 분산으로 판단할 수 있고, ‘Cronbach 알파(문항내적일치도)’ 계수가 

0.6이 넘으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채서일, 2008). 분석한 결과, 

Cronbach 알파계수(문항내적일치도 계수)가 0.917로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수업과 운영 변인에 관한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타당성은 조사자가 측정도구(설문지)를 통해 측정하고자하는 내용을 잘 측

정한 정도를 의미하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여러 변수들이 서로 어떻

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채서일, 2008).

먼저, 연구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계수 

및 Barlett의 구형성 검정값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KMO 값은 0.9 이상이면 

매우 좋고, 0.8이상 정도면 연구모형이 양호하다고 간주된다(백순근, 2004). 분



- 41 -

석결과, KMO 값이 0.899로 연구모형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Bartlett 검정 값도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항목 값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0.899

Bar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자유도) 8954.107(45)***

<표 Ⅲ-12> KMO와 Bartlett의 검정

※ ***p<0.001

그리고 각 요인의 타당성 검증은 주성분 분석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에는 베리멕스(Varimax) 직각회전 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추출은 고유값

(Eigenvalue)이 1보다 큰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문항 요인1 요인2

과목 중요성 이해 .773

이론 기본학습 .784

이론 심화학습 .732

교육 안목 형성 .675

교육관·태도 형성 .578

비판적 시각 형성

수업상황 이해 .729

학교현장 이해 .798

수업상황 적용 .764

학교현장 적용 .763

임용시험 준비

고유값(Eigenvalue) 5.071 1.109

설명비율(%) 46.101 10.078

누적설명비율(%) 46.101 56.179

<표 Ⅲ-13> 수업 관련 변인 요인분석 결과

※ 요인의 부하량 0.5 이하 값 제외

요인분석 결과, 변인 11가지 중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0.5 이상6)인 

변인은 9개로 나타났으며, 2가지로 분류된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56.179%

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변인은 ‘이론적 수업’, ‘실제적 수업’ 2가지

로 구분하였다.

6) 일반적인 관례로 요인적재량이 0.5가 넘으면 아주 중요한 변수로 본다(채서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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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이론적 수업

과목 중요성인지
Likert 5점 척도 기준
․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 5개 변인 평균값 사용

이론 기본학습
이론 심화학습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교육관·태도 형성

실제적 수업

수업상황 이해 Likert 5점 척도 기준
․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 4개 변인 평균값 사용

학교현장 이해
수업상황 적용
학교현장 적용

<표 Ⅲ-14> 수업특성 변인 설명 및 측정방법

다)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수업운영, 학생·교수·과목·대학 특성’ 5가지로 구성하였다. 그리

고 첫 번째 통제변인인 수업운영도 독립변인과 마찬가지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상세한 강의계획서 제시 .797

학기초 수업안내 .815

구체적 성적평가 기준 제시 .721

교수의 수업 준비도 .552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 .624

수업 중 이론과 실제 병행 .545

수업 중 관심, 흥미 유도 .757

학생 이해도 파악 노력 .671

교수의 필요한 도움 제공

학생 수업 참여도

교재의 적절성 .557

과제의 도움 정도 .804

과제의 부량 .789

과제의 피드백 .680

수업환경 만족도

고유값(Eigenvalue) 5.949 1.392 1.061

설명비율(%) 39.660 9.278 7.076

누적설명비율(%) 39.660 48.938 56.014

<표 Ⅲ-15> 수업운영 변인 요인분석 결과

   ※ 요인의 부하량 0.5 이하 값 제외

변인 15가지 중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인 것은 12개로 나타났으며 3가지로 

분류된 요인은 56.014%의 총 분산을 설명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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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은 ‘수업안내 및 준비’, ‘교수활동’, ‘교재 및 과제’ 3가지로 재구성하였다.

구 분 종속변인 설문내용 비 고

교수의 수업 준비도

상세한 강의계획서 제시

Likert 5점 척도 기준
․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4개 변인의 각 평균값 사용

학기 초 수업안내
구체적 성적평가 기준 제시
교수의 수업 준비도

교수의 적극적
교수활동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
수업 중 이론과 실제 병행
수업 중 관심, 흥미 유도
학생 이해도 파악 노력

교재 및 과제의
도움 정도

교재의 적절성
과제의 도움 정도
과제의 부량
과제의 피드백

<표 Ⅲ-16> 수업운영 변인 설명 및 측정방법

학생특성은 총 6가지로 성별, 학년, 교생실습경험, 교직희망여부, 전공, 계열로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집단인 0으로 여학생을 1로 설정하였고, 학년

은 신입생을 준거집단으로 재학 학부생을 1, 대학원생을 2로 두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수업으로 수업에 대한 인식이 다른 재학생과 다를 수 있다. 그

리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생실습은 경험에 따라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고 밝혔으며(김갑성 외, 2009; 김병찬, 2005b; 정혜영, 2004), 이에 따

라 경험 없음을 0, 경험 있음을 1로 하는 더미 변인은 구성하였다. 진로로서 교

직(敎職)에 대해 부정적이면 0, 긍정적이면 1로 처리하였다. 전공은 기타교과를 

0, 주요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를 1로, 계열은 비사범계열을 0, 사

범계열을 1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교수특성은 성별, 직급, 강의경력 3가지로 구성하였고, 성별은 마찬

가지로 남교수를 0, 여교수를 1로 두었다. 직급은 비전임교수를 0, 전임교수를 1

로 설정하였으며, 강의경력은 6개월을 0.5, 1년을 1로 변환하고 연속변수화 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목의 특성의 구분은 이홍우(1980), 박상완(2000a) 연구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적용과 관계없이 교육행위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초학문(개론, 철학․사, 심리, 사회) 과목을 준거집단으로 하

여,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활용과 적용에 초점을 두는 응용학문(과정, 평가, 행정, 

공학, 생활지도·상담)을 1로 분류하여 더미변인은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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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미션(일반종합대학 0, 연구중심대학 1), 체제(일반종합대학 0, 교사양성

대학 1) 2가지로 나누었다. 연구중심대학은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

을 통하여 대학의 미션을 분류한 Shin(2009)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통제변인과 변인에 대한 설명은 <표 Ⅲ-7>에 제시하였다.

구분 변 인 명 설명 및 측정방법

학생특성

성별 더미변인: 남학생(0), 여학생(1)

학년 더미변인: 1학년(준거집단), 2, 3, 4학년(1), 대학원(2)

교육실습 더미변인 : 경험 없음(0), 경험 있음(1)

교직희망 더미변인 : 희망하지 않음(0), 희망함(1)

전공 더미변인 : 기타교과(0), 주요교과(1)

계열 더미변인 : 비사범계(0), 사범계(1)

교수특성

성별 더미변인: 남교수(0), 여교수(1)

직급 더미변인: 비전임(0), 전임(1)

강의경력 연속변수(6개월 : 0.5, 1년 : 1)

과목특성 학문성격 더미변인 : 기초학문(0), 응용학문(1)

대학특성
미션 더미변인 : 일반대학(준거집단), 연구중심대학(1)

체제 더미변인 : 일반대학(준거집단), 교원양성대학(1), 

<표 Ⅲ-17> 통제변인 설명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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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교직에 대한 사범대학 학생 인식

국립 사범대학 교직과목의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학생들

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직이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직업으로서 교사

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였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범대학 학생들

의 입학동기(비사범계열 학생의 교직이수 동기),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에 대한 

생각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입학 및 교직이수 동기

사범대학 입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 동기를 분석한 결과, ‘학생을 가르치며 즐

거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가 5점 척도기준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3.74점, ‘신분 보장 및 경제

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3.57점,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

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5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원자

격증 취득(교사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두기 위해’가 2.20점, 

‘(사범계열)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가 2.53점, ‘(비사범계) 교직이수가 가능

한 학점을 확보했기 때문에’는 2.5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은 ‘가르치는 보람’, ‘적성’, ‘교육과 관련된 일에 

대한 희망’, ‘교직을 통한 사회기여’ 등이 중요한 입학 동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 역시도 중요 하였다. 

하지만,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단순히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수능·내

신·학점에 맞추어 입학하거나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을 갖는 A대학은 다른 3개 대학의 주요 입학동기 항목에

서 다소 낮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가 3.00점으로, 다른 

대학 2.63, 2.27, 2.26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중심대학의 사

범계열 학생 입학동기가 다른 중등교사양성기관 학생의 입학동기와는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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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성 가르침에 
보람 사회 기여 교육관련

관심
경제적 
안정 주변 권유 교원자격증

취득
(사범계)
수능․내신 

(비사범계) 
학점 확보

A대학

M 3.12 3.48 3.13 3.51 3.11 2.95 2.38 3.00 2.41

S.D. 1.13 1.07 1.04 1.10 1.11 1.17 1.16 1.38 1.17

N 557 557 556 557 557 557 558 493 237

B대학

M. 3.56 3.82 3.37 3.75 3.61 3.17 2.35 2.63 2.63

S.D. .98 .90 .97 .97 .99 1.21 1.21 1.26 1.25

N 502 505 502 502 501 499 501 318 225

C대학

M. 3.72 3.98 3.48 3.91 3.78 3.28 2.15 2.27 2.81

S.D. .94 .86 .92 .91 .92 1.12 1.07 1.20 1.28

N 720 719 719 719 719 720 717 610 144

D대학

M. 3.75 4.05 3.57 3.75 3.78 3.39 1.83 2.26

-S.D. .96 .84 .99 .99 .82 1.14 .97 1.24

N 385 384 383 383 382 383 382 365

합계

M. 3.53 3.82 3.38 3.74 3.57 3.19 2.20 2.53 2.58

S.D. 1.04 .95 .99 1.00 1.01 1.17 1.13 1.31 1.24

N 2164 2165 2160 2161 2159 2159 2158 1786 606

<표 Ⅳ-1> 대학별 중등교사양성기관 입학동기

  ※ M: 평균값, S.D.: 표준편차, N: 사례 수

입학동기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게 잘 맞는

다고 생각해서’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B, C, D대학의 경우 

약 42~45%에 이르지만, A대학의 경우 33%에 그쳤다. ‘매우 그렇다’에 대해서

는 A대학과 B, D대학의 응답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A대학은 ‘그렇

지 않다’고 21.4%가 응답하였고 이 비율은 B, C, D대학의 2배가 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52 119 150 184 52 557

148.190
(.000)

(9.3) (21.4) (26.9) (33.0) (9.3) (100.0)

B대학
18 53 134 223 74 502

(3.6) (10.6) (26.7) (44.4) (14.7) (100.0)

C대학
15 55 194 308 148 720

(2.1) (7.6) (26.9) (42.8) (20.6) (100.0)

D대학
9 32 86 176 82 385

(2.3) (8.3) (22.3) (45.7) (21.3) (100.0)

소계
94 259 564 891 356 2164

(4.3) (12.0) (26.1) (41.2) (16.5) (100.0)

<표 Ⅳ-2> 입학동기 ①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 생각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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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입학동기 ‘학생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해서’에 대해서, 

A, B, C, D대학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2%를 넘었고, B, D

대학의 경우 27%가 넘는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A대학 학생

의 1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 비율 역시 첫 번째 진학동기와 마찬

가지로 B, C, D대학 응답비율의 2배가 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22 96 116 239 84 557

129.000
(.000)

(3.9) (17.2) (20.8) (42.9) (15.1) (100.0)

B대학
7 37 104 250 107 505

(1.4) (7.3) (20.6) (49.5) (21.2) (100.0)

C대학
7 37 121 355 199 719

(1.0) (5.1) (16.8) (49.4) (27.7) (100.0)

D대학
2 18 60 184 120 384

(.5) (4.7) (15.6) (47.9) (31.3) (100.0)

소계
38 188 401 1028 510 2165

(1.8) (8.7) (18.5) (47.5) (23.6) (100.0)

<표 Ⅳ-3> 입학동기 ② 학생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생각 (단위 : 명, %)

세 번째 입학동기 ‘교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해서’는 ‘보통

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D

대학에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비율이 18.3%, A대학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30 131 178 171 46 556

80.086
(.000)

(5.4) (23.6) (32.0) (30.8) (8.3) (100.0)

B대학
19 66 182 179 56 502

(3.8) (13.1) (36.3) (35.7) (11.2) (100.0)

C대학
10 87 265 262 95 719

(1.4) (12.1) (36.9) (36.4) (13.2) (100.0)

D대학
10 42 119 142 70 383

(2.6) (11.0) (31.1) (37.1) (18.3) (100.0)

소계
69 326 744 754 267 2160

(3.2) (15.1) (34.4) (34.9) (12.4) (100.0)

<표 Ⅳ-4> 입학동기 ③ 교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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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입학동기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

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6.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C대학에서 

27.1%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고 많이 응답하였으며, A대학에서는 ‘그렇지 않

다’는 비율이 15.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26 86 129 212 104 557

64.741
(.000)

(4.7) (15.4) (23.2) (38.1) (18.7) (100.0)

B대학
13 44 104 237 104 502

(2.6) (8.8) (20.7) (47.2) (20.7) (100.0)

C대학
10 41 147 326 195 719

(1.4) (5.7) (20.4) (45.3) (27.1) (100.0)

D대학
8 35 91 158 91 383

(2.1) (9.1) (23.8) (41.3) (23.8) (100.0)

소계
57 206 471 933 494 2161

(2.6) (9.5) (21.8) (43.2) (22.9) (100.0)

<표 Ⅳ-5> 입학동기 ④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 (단위 : 명, %)

다섯 번째 입학동기 ‘신분 보장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의 경우, C, D

대학에서 50%가 넘는 비율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B대학까지도 ‘그

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A대학은 ‘그렇다’가 36.1%, 

‘매우 그렇다’가 7.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가 20.3%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54 113 148 201 41 557

179.678
(.000)

(9.7) (20.3) (26.6) (36.1) (7.4) (100.0)

B대학
23 39 127 234 78 501

(4.6) (7.8) (25.3) (46.7) (15.6) (100.0)

C대학
18 50 147 364 140 719

(2.5) (7.0) (20.4) (50.6) (19.5) (100.0)

D대학
4 26 78 217 57 382

(1.0) (6.8) (20.4) (56.8) (14.9) (100.0)

소계
99 228 500 1016 316 2159

(4.6) (10.6) (23.2) (47.1) (14.6) (100.0)

<표 Ⅳ-6> 입학동기 ⑤ 신분 보장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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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입학동기 ‘주변 사람(학교선생님, 부모님, 지인 등)의 권유’는 ‘그렇다.’

의 응답 비율이 A, C, D대학 각각 33.6%, 35,7%, 39.2%로 높게 나타났다. ‘보

통이다’고 응답한 비율도 22~27%대로 다소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15~24% 

정도가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75 136 123 187 36 557

58.536
(.000)

(13.5) (24.4) (22.1) (33.6) (6.5) (100.0)

B대학
54 94 137 141 73 499

(10.8) (18.8) (27.5) (28.3) (14.6) (100.0)

C대학
51 136 185 257 91 720

(7.1) (18.9) (25.7) (35.7) (12.6) (100.0)

D대학
28 60 88 150 57 383

(7.3) (15.7) (23.0) (39.2) (14.9) (100.0)

소계
208 426 533 735 257 2159
(9.6) (19.7) (24.7) (34.0) (11.9) (100.0)

<표 Ⅳ-7> 입학동기 ⑥ 주변 사람(학교선생님, 부모님, 지인 등)의 권유 (단위 : 명, %)

일곱 번째 입학동기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은 ‘전혀 그렇

지 않다’가 약 32.1%, ‘그렇지 않다.’가 35.1%로 부정적 응답이 약 67.2%였다. 

특히,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인 D대학은 부정적 응답이 약 80.6%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반면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약 15%정도에 그쳤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149 184 114 86 25 558

83.193
(.000)

(26.7) (33.0) (20.4) (15.4) (4.5) (100.0)

B대학
142 177 82 66 34 501

(28.3) (35.3) (16.4) (13.2) (6.8) (100.0)

C대학
228 263 142 59 25 717

(31.8) (36.7) (19.8) (8.2) (3.5) (100.0)

D대학
174 134 45 22 7 382

(45.5) (35.1) (11.8) (5.8) (1.8) (100.0)

소계
693 758 383 233 91 2158

(32.1) (35.1) (17.7) (10.8) (4.2) (100.0)

<표 Ⅳ-8> 입학동기 ⑦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 (단위 : 명, %)



- 50 -

여덟 번째 입학동기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은 사범계열 학생만 응답하였다.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A, B대학의 24%가 넘는 인원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A대학의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약 15%로 다른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 D대학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2%로 A, B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103 86 86 144 74 493

124.008
(.000)

(20.9) (17.4) (17.4) (29.2) (15.0) (100.0)

B대학
81 72 68 78 19 318

(25.5) (22.6) (21.4) (24.5) (6.0) (100.0)

C대학
211 166 110 102 21 610

(34.6) (27.2) (18.0) (16.7) (3.4) (100.0)

D대학
135 93 62 58 17 365

(37.0) (25.5) (17.0) (15.9) (4.7) (100.0)

소계
530 417 326 382 131 1786

(29.7) (23.3) (18.3) (21.4) (7.3) (100.0)

<표 Ⅳ-9> 입학동기 ⑧ (사범계)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 (단위 : 명, %)

한편, 비사범계열 학생들만 응답한 아홉 번째 입학동기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

점을 확보했기 때문에’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의 응답이 대학별로 통계적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유의확률)

A대학
70 57 59 45 6 237

19.641
(0.74)

(29.5) (24.1) (24.9) (19.0) (2.5) (100.0)

B대학
54 56 51 48 16 225

(24.0) (24.9) (22.7) (21.3) (7.1) (100.0)

C대학
26 40 29 34 15 144

(18.1) (27.8) (20.1) (23.6) (10.4) (100.0)

소계
150 153 139 127 37 606
23.9 25.6 22.6 21.3 6.7 100.0

<표 Ⅳ-10> 입학동기 ⑧ (비사범계) 가능한 학점을 확보 (단위 : 명, %)

 * 

※ D대학은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비사범계열(교직이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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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으로서 교사에 대한 진로인식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로서 교사, 즉 교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분석한 결과, 46.2%의 학생이 교직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으며 18.9%가 최근 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65.1%의 학

생들이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에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19.8%에 이르는 학생들이 

최근에 와서 교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9.7%의 학생은 입학당시부터 

지금까지 진로로서 교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등교사양성

기관에 입학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현직교사를 진로로 희

망하는 것은 아니며, 약 40%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별 학생들의 진로인식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C, D

대학의 57~59% 학생들이 진로로서 교직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반면, A

대학은 25.8%의 학생만이 계속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A대학은 최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로, 20.8%, 14.7%, 13.8%라고 각각 응답한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았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24.2%로 다른 대학들의 7.2%, 3.9%, 2.9%와 큰 차이가 있었다. 

구 분
계속 

긍정적
최근 

긍정적
최근 

부정적
계속 

부정적
기타 소계 

(유의확률)

대학

A대학
144 146 102 135 31 558

294.995
(.014)

(25.8) (26.2) (18.3) (24.2) (5.6) (100.0)

B대학
216 104 111 36 33 500

(43.2) (20.8) (22.2) (7.2) (6.6) (100.0)

C대학
412 106 152 28 23 721

(57.1) (14.7) (21.1) (3.9) (3.2) (100.0)

D대학
227 53 64 11 28 383

(59.3) (13.8) (16.7) (2.9) (7.3) (100.0)

소계
999 409 429 210 115 2162

(46.2) (18.9) (19.8) (9.7) (5.3) (100.0)

<표 Ⅳ-11> 진로로서 교직에 대한 생각(대학별) (단위 : 명, %)

대학별 진로인식 분석결과는, 입학동기분석과 마찬가지로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을 갖는 A대학의 학생들이 인식이 다른 3개 대학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

고 일반종합대학 내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진로인식과 교사양성종합대학

의 재학생의 진로인식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C대학 재학생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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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사범대학인 B대학보다 목적형 교사양성대학인 D대학의 학생의 인식과 더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학생특성별 진로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은 0.05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평균값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62.3%, 여학생의 68.5%가 진로로서의 교직에 긍정적이었고, 남학생의 31.9%, 

여학생의 26.3%가 교직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교생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 분
계속 

긍정적
최근 

긍정적
최근 

부정적
계속 

부정적
기타 소계 

(유의확률)

성별

남학생
346 137 153 95 45 776

12.523
(.014)

(44.6) (17.7) (19.7) (12.2) (5.8) (100.0)

여학생
635 280 241 111 69 1336

(47.5) (21.0) (18.0) (8.3) (5.2) (100.0)

소계
981 417 394 206 114 2112

(46.4) (19.7) (18.7) (9.8) (5.4) (100.0)

학년

1학년
139 53 20 7 5 224

77.095
(.000)

(62.1) (23.7) (8.9) (3.1) (2.2) (100.0)

2학년
320 144 141 66 40 711

(45.0) (20.3) (19.8) (9.3) (5.6) (100.0)

3학년
298 105 139 71 40 653

(45.6) (16.1) (21.3) (10.9) (6.1) (100.0)

4학년
134 65 65 54 21 339

(39.5) (19.2) (19.2) (15.9) (6.2) (100.0)

대학원생
92 49 30 8 8 187

(49.2) (26.2) (16.0) (4.3) (4.3) (100.0)

소계
983 416 395 206 114 2114

(46.5) (19.7) (18.7) (9.7) (5.4) (100.0)

교생
실습
경험

없음
768 345 319 173 94 1699

4.653
(.325)

(45.2) (20.3) (18.8) (10.2) (5.5) (100.0)

있음
127 42 41 20 12 242

(52.5) (17.4) (16.9) (8.3) (5.0) (100.0)

소계
895 387 360 193 106 1941

(46.1) (19.9) (18.5) (9.9) (5.5) (100.0)

<표 Ⅳ-12> 진로로서 교직에 대한 생각(학생특성별) (단위 : 명, %)

하지만, 학년별로 진로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특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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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의 경우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에 대해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이 

62.1%였지만, 2, 3학년 시기에는 45%대가 되었고, 4학년이 되었을 때는 39.5%

에 그쳤다. 반면, 최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학생은 1학년 8.9% 정도였지만, 2, 

3, 4학년은 약 20%에 이르렀다.

이 결과는 중등교사양성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약 60%가 처음부터 교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입학하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인식이 바뀌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로인식의 변화는 교원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중등

교원임용시험의 높은 경쟁률, 뉴스 및 선배 교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교직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다른 진로를 탐색하다가도, 학생을 알아가고 가르치는 보람과 신분

의 안정적인 측면 등으로 교직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병찬 2003a,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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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 수업에 대한 인식

앞 장에서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로 입학 혹은 교직이수를 하였

으며, 자신의 진로로서의 교직(敎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교직이론 각 과목별로 학생들의 수강신청동기를 분석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담당교수 들의 인식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가. 수강신청동기

1) 과목별 수강신청동기

먼저 국립 사범대학에서 교직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과목의 

수강신청동기를 5가지 문항7)으로 분류하고 5점 Likert척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교직이론 과목별 수강신청동기

분석결과, 수강신청동기 중에서 ‘필수적으로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값이 가장 높았으며, ‘수업시간이 이번 학기 수강계획에 맞았기 때문에’ 값

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교직과목 수강을 통해 무엇을 배우거나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내적동기로 이수하기보다는, 이수규정 때문에 혹은 본인

7) 5가지 수강신청동기 : ① 교육학 이론, 개념, 원리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 ②이 
과목에 대한 지식이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이 과목에 관한 지식이 임
용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④ 교직이론 과목을 필수적으로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⑤ 수업시간이 이번 학기 수강계획에 맞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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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번학기 수강계획과 맞는다는 외적동기로 각 과목을 신청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다른 수강신청동기 문항과 과목을 함께 살펴보면,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한 과목은 ‘생활지도 및 상담’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과목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학 이론, 개념, 원리

에 대학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신청한 과목도 마찬가지로 ‘생활지도 및 상

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순서로 세 과목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임용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한 과목은 ‘교육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목별 수강신청동기 평균값은 아래 <표 Ⅳ-13>과 같다.

지식 및 소양
쌓기 위해

교사가 되면
도움 될 것

임용준비에
도움 될 것

이수규정
때문에

수업시간이
맞기 때문에

개론
M 3.44 3.34 3.21 4.17 3.83

S.D. 0.99 1.00 1.10 0.86 0.92

N 287 287 287 287 287

철학
M 3.44 3.14 3.07 4.29 3.95

S.D. 0.91 0.97 1.05 0.78 0.85

N 370 371 370 371 371

심리
M 3.64 3.62 3.15 4.20 3.79

S.D. 0.89 0.94 1.17 0.95 0.94

N 243 245 243 244 242

사회
M 3.48 3.31 3.25 4.30 3.99

S.D. 0.81 0.91 0.99 0.79 0.88

N 374 372 371 372 369

과정
M 3.47 3.55 3.59 4.30 3.93

S.D. 0.85 0.86 0.87 0.68 0.92

N 270 270 270 269 269

평가
M 3.42 3.45 2.96 4.40 4.14

S.D. 0.93 0.95 1.12 0.73 0.74

N 104 104 102 103 103

행정
M 3.33 3.21 3.20 4.41 4.05

S.D. 0.89 0.98 1.07 0.79 0.83

N 360 360 359 365 360

공학
M 3.59 3.75 3.33 4.23 4.23

S.D. 1.10 1.12 1.17 1.12 0.80

N 61 61 61 61 61

상담
M 3.68 3.98 3.28 4.20 3.91

S.D. 0.81 0.92 0.94 0.76 0.80

N 141 141 140 141 141

전체
M 3.47 3.39 3.23 4.29 3.95

S.D. 0.90 0.97 1.05 0.81 0.88

N 2231 2231 2231 2231 2231

<표 Ⅳ-13> 교직이론 과목별 수강신청동기

  ※ M: 평균값, S.D.: 표준편차, N: 사례수

  ※ 4.0 이상의 평균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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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응답을 구체적인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필수적으로 12학점(6과목) 이

상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교직이론 각 과목을 신청한다는 응답의 값의 평균이 

4.29점이었고, 전 과목에 걸쳐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업시간이 이번 

학기 수강계획에 맞았기 때문에’ 값이 3.95로,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교

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임용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의 

평균값 3.47, 3.39, 3.2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강신청 할 때, 일반교육학에 관한 이론 및 실제 학습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과목의 유용성 또한 높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일반교육학 논술에 관한 임용시험 전형이 있으나, 학생들은 교직과정 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직과목 수업이 임용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리고 이수규정에 따라 9과목 중 6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과 수강계획

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교직이론 9개 과목 

중에서 필수적으로 6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해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

지도 및 상담’ 과목을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지식 및 소

양을 쌓는 측면에서도 선호하였다. 그리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과목 

역시 유용성을 높게 기대하였으나,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은 교사가 되었을 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2) 학생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수강신청동기 비교

다음으로 진로인식별로 수강신청동기를 비교하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Ⅳ-2] 학생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수강신청동기 비교



- 57 -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직과목이 임용준비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었을 때 

더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각 과목을 신청하였다. 또한, 교육에 관한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것도 교사 미희망 학생보다 높은 점수

를 보였다. 한편, 외적동기로 볼 수 있는 ‘이수규정 때문에’, ‘수업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수강 신청한 경우는 교수희망여부를 떠나서 앞의 세 항목보다 높은 평균

값을 보였으며, 교사 미희망자의 응답값이 교사희망자에 비해 약간씩 높게 나타

났다.

이러한 가시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신청동기
교사 희망자 - 교사 미희망자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t값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0.35 0.05 7.71***

교사가 되면 도움 될 것 같아서 0.58 0.05 12.79***

임용 준비에 도움 될 것 같아서 0.77 0.06 13.23***

이수규정 때문에 -0.11 0.04 -2.69**

수업시간이 맞기 때문에 -0.07 0.04 -1.75　

<표 Ⅳ-14> 학생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수강신청동기 차이 비교

 ※ ***p<0.001, **p<0.01, *p<0.05

검정 결과, 임용 준비 유용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컸으며, ‘수업시간’을 

제외한 4개의 항목에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내적 수강동기가 유의수준 

0.001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이수규정 항목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즉, 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따라 교직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이유는 대부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 인식

다음으로, 교직과목의 수업에서 각 영역에 대해 1) 교수 스스로가 얼마나 가르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 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3) 학생들

이 얼마나 학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수업은 6가지 영역, 총 11

가지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영역은 ‘수강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

성 이해’이며, 둘째 교육학 ‘이론 학습’ 영역은 ‘기본적인 지식 형성’과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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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항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 ‘시각 형성’ 영역은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에 대

한 포괄적 안목형성’,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교육문제에 대

한 비판적 시각 형성’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현장 이해’ 영역은 ‘수업

상황 이해’와 ‘학교현장 문제 및 상황 이해’, 다섯 번째 ‘현장 적용’ 영역은 ‘수업 

및 교수활동에 적용’, ‘학교현장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탐구’ 각각 두 문항을 

넣었다. 마지막은 ‘중등임용시험(교육학 논술)에 도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수업에 대한 교수의 기여도 인식

먼저, 교직과목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에 관한 11가지 문항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인식을 분석해보았다.

구분
과목 
이해

이론 학습 시각 형성 현장 이해 현장 적용 임용
준비기본 심화 안목 태도 비판적 수업 학교 수업 학교

개론
M 4.50 4.33 4.00 4.83 4.50 4.33 3.67 3.50 3.33 3.50 3.33

S.D. 0.55 0.82 0.89 0.41 0.55 0.82 0.82 0.84 1.37 1.38 1.51
N 6 6 6 6 6 6 6 6 6 6 6

철학
M 4.00 4.38 3.75 4.13 4.38 3.88 3.38 3.25 3.25 3.25 3.88

S.D. 0.76 0.52 0.71 0.64 0.52 0.64 0.52 0.46 1.04 1.04 0.64
N 8 8 8 8 8 8 8 8 8 8 8

심리
M 4.20 4.30 3.60 4.10 4.40 3.10 3.60 3.40 3.80 3.50 3.22

S.D. 0.79 0.48 0.70 0.57 0.52 0.99 0.84 0.52 0.63 0.53 1.09
N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사회
M 4.00 3.80 3.60 4.30 4.30 4.60 3.30 3.50 3.20 3.10 4.00

S.D. 0.47 1.03 0.84 0.82 0.48 0.52 0.82 0.85 0.79 0.88 0.76
N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8

과정
M 4.40 4.60 3.60 4.00 4.60 4.00 4.20 4.00 3.40 3.40 3.40

S.D. 0.89 0.55 0.55 0.71 0.55 1.00 1.30 1.73 0.89 1.52 1.34
N 5 5 5 5 5 5 5 5 5 5 5

평가
M 4.80 4.60 3.80 4.40 4.80 4.80 4.20 4.20 4.40 4.00 4.20

S.D. 0.45 0.55 0.84 0.89 0.45 0.45 0.84 0.45 0.55 0.00 0.45
N 5 5 5 5 5 5 5 5 5 4 5

행정
M 4.60 4.40 3.60 4.20 4.40 4.00 3.40 4.00 3.20 3.80 3.80

S.D. 0.55 0.55 0.89 0.45 0.89 1.22 0.55 0.71 0.84 0.84 1.30
N 5 5 5 5 5 5 5 5 5 5 5

공학
M 4.33 4.00 3.67 3.67 4.00 2.67 4.33 3.67 4.33 3.67 2.67

S.D. 0.58 0.00 1.53 0.58 1.00 0.58 0.58 0.58 0.58 0.58 0.58
N 3 3 3 3 3 3 3 3 3 3 3

상담
M 4.67 4.00 2.67 3.67 4.33 4.33 3.67 4.33 4.00 4.00 3.67

S.D. 0.58 0.00 0.58 0.58 0.58 0.58 0.58 0.58 1.00 1.00 0.58
N 3 3 3 3 3 3 3 3 3 3 3

전체
M 4.31 4.25 3.64 4.20 4.42 3.98 3.65 3.65 3.56 3.48 3.62

S.D. 0.66 0.67 0.80 0.68 0.57 0.97 0.82 0.82 0.92 0.93 1.01
N 55 55 55 55 55 55 55 55 55 54 52

<표 Ⅳ-15> 수업에 대한 교수의 기여도 인식

  ※ M: 평균값, S.D.: 표준편차, N: 사례 수/ 4.0 이상의 평균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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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과목을 떠나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이해’, ‘기본적인 이론 학습’,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직관 및 태도 형성’을 

중점적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하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교수들은 ‘교육학개론’, ‘교육사회’, ‘교육평가’,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형성을 길러주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기초학의 성격을 갖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

심리, 교육사회’ 과목 교수에 비해 응용학문의 성격을 지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교수들이 

현장 이해 및 적용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더 가르치고 있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중·고등학교 수업상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

육공학’ 과목 교수가, 중·고등학교현장 이해를 위하여 ‘교육평가, 생활지도·상

담’ 과목 교수가 노력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에 ‘교육평가,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교수들이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2) 수업에 대한 학생 인식

두 번째로, 학생들이 교직 각 과목에서 수업에 관한 11가지 문항이 얼마나 중

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교

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학 

이론 심화 학습’, ‘임용시험에 도움’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도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이 현장 이해, 현장 적용 전

반에 걸쳐 중요도 인식 값이 4점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에서 수업상황 이해와 수업상황에서의 적

용이라는 측면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교직 각 과목에서 11가지 문항의 내용을 본인이 얼마나 

학습 하였는가 대해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 과목에 걸쳐 ‘과

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이해’, ‘기본적인 이론 학습’, ‘교사로서 바람직

한 교직관 및 태도 형성’ 항목에서 학습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값의 

차이는 있으나 교수의 인식과 일치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수업 상황에 대한 이해’ 항목의 학습성과가 높았다. 한편, ‘수업 상황에 대한 이

해’ 문항은 교수의 기여도 인식보다 학생들은 학습성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 60 -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과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이 현장이해와 현장적용 영역에서,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과목에서 수업상황 이해 영역에서 학습성과가 높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교육사

회’ 과목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 형성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과,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에서 학교현장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수업 각 영역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 인식은 아래의 <표 Ⅳ-16>에 제시하였다.

구분
과목 
이해

이론 학습 시각 형성 현장 이해 현장 적용 임용
준비기본 심화 안목 태도 비판적 수업 학교 수업 학교

개론
M 3.85 4.03 3.58 4.06 4.17 3.96 4.09 4.04 4.03 3.90 3.75

S.D. .72 .63 .81 .68 .74 .82 .77 .78 .90 .95 .90
N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철학
M 3.66 3.85 3.49 3.99 4.09 3.90 3.73 3.67 3.66 3.67 3.69

S.D. .81 .69 .81 .78 .80 .90 .91 .94 .94 .95 .91
N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심리
M 4.04 4.06 3.75 4.01 4.22 3.87 4.10 3.85 4.07 4.08 3.69

S.D. .76 .70 .87 .70 .73 .87 .78 .92 .87 .80 1.01
N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사회
M 3.82 3.91 3.61 4.12 4.18 4.23 3.96 3.91 3.80 3.87 3.69

S.D. .70 .64 .76 .72 .70 .78 .79 .92 .90 .94 .95
N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과정
M 3.89 3.95 3.64 3.95 4.10 3.90 4.09 3.97 3.97 3.94 3.96

S.D. .67 .66 .77 .71 .75 .79 .71 .78 .83 .85 .80
N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평가
M 3.92 3.94 3.66 3.85 3.96 3.72 4.01 3.86 4.15 3.92 3.51

S.D. .88 .83 .87 .87 .88 1.14 .86 .91 .83 .95 1.14
N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행정
M 3.73 3.82 3.35 3.98 3.93 3.92 3.95 4.00 3.74 3.85 3.55

S.D. .74 .74 .82 .78 .85 .84 .84 .87 1.00 .95 1.05
N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공학
M 4.10 4.15 3.70 3.84 4.10 3.48 4.44 4.00 4.44 3.93 3.49

S.D. .83 .73 .82 .82 .89 1.03 .81 .93 .76 1.05 1.21
N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상담
M 4.24 4.08 3.78 4.08 4.24 3.92 4.10 4.15 4.19 4.19 3.65

S.D. .61 .63 .70 .64 .70 .78 .71 .68 .79 .77 .78
N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전체
M 3.86 3.94 3.58 4.01 4.11 3.94 3.99 3.92 3.91 3.90 3.69

S.D. .75 .69 .81 .74 .78 .87 .82 .88 .92 .92 .96
N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표 Ⅳ-16> 수업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 인식

 

  ※ M: 평균값, S.D.: 표준편차, N: 사례 수

  ※ 4.0 이상의 평균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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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 대한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은 아래의 <표 Ⅳ-17>와 같다.

구분
과목 
이해

이론 학습 시각 형성 현장 이해 현장 적용 임용
준비기본 심화 안목 태도 비판적 수업 학교 수업 학교

개론

M 3.56 3.60 3.33 3.65 3.68 3.37 3.32 3.02 3.04 3.04 3.26

S.D. .83 .81 .91 .88 .83 .92 .91 .90 .97 .95 .93

N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289

철학

M 3.63 3.75 3.50 3.69 3.72 3.40 3.22 2.95 3.07 3.05 3.36

S.D. .80 .75 .87 .83 .90 .99 .89 .95 .90 .93 .98

N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심리

M 3.66 3.82 3.35 3.54 3.60 3.14 3.63 3.17 3.35 3.24 3.27

S.D. .85 .82 .92 .87 .99 .98 .89 1.03 .95 .98 .98

N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248

사회

M 3.82 3.84 3.62 4.03 3.89 4.03 3.56 3.41 3.24 3.43 3.35

S.D. .77 .76 .83 .78 .84 .97 .89 1.01 .97 1.03 1.02

N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374

과정

M 3.65 3.81 3.39 3.58 3.71 3.35 3.67 3.38 3.31 3.25 3.51

S.D. .80 .73 .80 .78 .82 .99 .79 .91 .86 .88 .88

N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272

평가

M 3.73 3.88 3.42 3.49 3.55 3.07 3.63 3.42 3.70 3.39 3.25

S.D. .92 .92 .97 .93 .95 1.16 .92 .95 1.16 1.02 1.09

N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106

행정

M 3.68 3.75 3.30 3.71 3.50 3.42 3.45 3.60 3.12 3.24 3.26

S.D. .72 .75 .82 .82 .89 .97 .94 1.03 .99 1.02 1.01

N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365

공학

M 4.13 3.97 3.69 3.39 3.74 2.90 4.13 3.74 4.43 3.57 3.41

S.D. .99 1.11 .85 1.08 1.09 1.03 1.13 .98 .78 1.10 1.07

N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61

상담

M 3.99 3.93 3.46 3.71 3.85 3.38 3.70 3.60 3.52 3.57 3.26

S.D. .70 .62 .72 .71 .73 .90 .72 .81 .94 .78 .80

N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143

전체

M 3.71 3.78 3.43 3.70 3.69 3.44 3.50 3.30 3.26 3.25 3.33

S.D. .81 .78 .86 .85 .89 1.02 .91 1.00 .98 .98 .97

N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2231

<표 Ⅳ-17> 수업에 대한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 M: 평균값, S.D.: 표준편차, N: 사례 수

  ※ 3.5 이상의 평균값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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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에 대한 과목별 학생-담당교수 인식 비교

이 장에서는 수업에 대한 교수의 기여도 인식, 학생의 중요도 인식, 그리고 학생

의 학습성과 인식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프를 통해 과목별로 비교하였다. 추가적

으로 학생의 인식은 학생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과목과 관계없이 수업에 대한 교수, 학생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

은 교직과목에서 이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은 실제적인 내용

보다 기본적인 이론학습과 시각 형성 영역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각 과목을 가르

치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 희망자의 경우,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교직과목의 각 수업내용의 중요성이나 학습성과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그림 Ⅳ-3] 교직이론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1) 교육학개론 

이제 교직이론 각 과목별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해 보겠다. 먼저, 교육

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에 대한 안목형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교

육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학생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학습성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현장이해’와 ‘현장적용’보다 ‘과목의 중요성 이해’, ‘이

론학습’, ‘시각형성’ 영역의 학습성과가 높다고 생각하였고, 이 생각은 교수자의 

기여도 인식과 경향이 유사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과목의 중

요성 및 학습성과 인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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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시각형성’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나머지 학생들은 실제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를 통해, 교육학개론 과목은 교직이론 전반을 개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교수는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 교육 전반에 관한 안목을 학생

들로 하여금 형성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반면, 학생들은 실제적인 내

용도 함께 교육학개론과목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였으며, 실제적인 내용보다 시

각형성 영역의 학습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지만, 교수들의 평균적인 기여도 인식과

는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림 Ⅳ-4] 교육학개론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의 경향성은 유사하였으나 차이가 존재하였고, 특히 ‘교육학이론 기본지식’ 

학습과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생의 수업내용

에 대한 중요도와 학습성과 인식은 ‘과목 중요성 이해’, ‘이론 학습’ 영역에서 거

의 일치하였고, ‘현장 이해 및 적용’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교사를 희

망하는 학생들은 중요도 및 학습정도 인식은 앞과 마찬가지로 교사 미희망 학생

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철학과 역사의 중요성 

이해, 기본 및 심화 이론 학습은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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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교수들은 위 영역에 관하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가르쳐주고 있

다고 생각했으며, 시각 형성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림 Ⅳ-5] 교육철학 및 교육사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3) 교육심리

교육심리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과목 중요성 이해’, ‘이론 학습’, ‘시각 형성’ 영

역에 관한 기여도 인식과 학생들의 중요도 인식은 유사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

성과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비판적 시각형성’과 ‘임용준비’에 관

한 교수의 기여도와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은 거의 일치하였다.

[그림 Ⅳ-6] 교육심리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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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이론적 수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항목에 관해서는 교수들이 가르치는 

만큼 학생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지만, 학습성과는 다소 낮게 인식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심리 과목에서도 실제적인 수업을 학생들은 중

요하게 여겼으나 교수들은 이론적인 수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편, ‘수업 상

황 이해’에 관한 항목은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습성과 인식이 교

수의 기여도 인식과 거의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사 희망 학생들의 학습

성과 현장이해 및 현장적용 영역에서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4) 교육사회

교육사회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들의 중요도 및 학습성과 

인식은 ‘과목 중요성 이해’, ‘이론 학습’ 영역,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측면에서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비판적 시각 

형성’에서는 교수 기여도와 학생 학습성과 인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현장이

해 및 적용’ 영역에서는 학생의 중요도 인식이 대체로 높았으나, 교수의 기여도

와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들은 실제적 영역에서 교수의 기여도 이상으로 학습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 미희망 학생들에 비해 교직사회 과목 이수가 임용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Ⅳ-7] 교육사회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이를 통해, 교육사회 수업에서 교수들이 과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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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르치며 학생들이 교육에 관한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학생

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학습성과 또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하

지만, 교육사회 과목에서 교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외계층 및 교육문

제에 관한 비판적 시각 형성’ 측면은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났

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적인 영역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이 영역에 관해 교수들

은 수업에서 무게를 덜 두고 있었으며 교수들이 가르치는 만큼 학생들도 학습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의 중요도 인식과 학습성과 인식은 교

사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교수의 기여도 인식은 학생의 

중요도 인식과 여러 항목에서 일치하였다. 하지만, ‘과목의 중요성 이해’, ‘기본 

이론 학습’, ‘태도 형성’ 항목에서는 교수 기여도 인식과 학생 학습성과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Ⅳ-8]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이러한 결과는, 교직과정 과목의 교수들이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 이론을 가르

치고 교사로의 태도와 관점 형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그 중

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였으며 학습성과 또한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교육학의 성격을 갖는 앞 4과목과 다르게 교육과정 과목은, 실제적 

영역 중 수업 상황 및 학교현장 이해 측면을 교수들이 강조하고 있었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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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수들은 교육과정 수업의 지식을 수업상

황이나 학교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까지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6) 교육평가

교육평가과목의 수업내용 중 ‘현장 이해 및 적용’ 영역에 관한 교수와 교사 희

망 학생의 인식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과목 중요성’ 항목과 ‘기본지

식 학습’ 항목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형성’ 영역에 관한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의 차이는 컸다. 

[그림 Ⅳ-9] 교육평가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 응답한 교육평가 교수들이 수업내용과 관련된 전 항목

에 관해 기여도를 높게 인식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수들은 이

론적 수업 영역을 실제적 영역보다 더 강조하고 있었지만,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들은 교육평가 과목에서 실제적인 영역을 이론적 영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교

수 인식과 반대로 나타났다. 교사 희망 학생들의 학습성과 또한 수업의 이해와 

수업에서의 적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중요성과 학습성과 인식은 ‘과목 

중요성’ 영역과 ‘이론 학습’ 영역, 그리고 ‘학교현장 이해’ 항목에서 거의 일치하였

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은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수업 이해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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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한 항목과 제외하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과목의 중요성 

이해, 기본 및 심화 이론 학습 항목은 중요도 만큼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수들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인

식하였다. 그리고 실제적 영역에서 교수들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

며, 이 부분은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비슷하였다.

[그림 Ⅳ-1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에 대한 교수자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중요도 및 

학습성과 인식은 거의 일치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업상

황 이해’, ‘수업에서의 적용’ 항목과 교수의 기여도 인식 및 학습성과 인식이 높

은 평균값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상대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공학 수업에서 교수가 노력하고 애쓰는 항목에서 학생들이 중

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학습성과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육공학 수업에서는 이론적 영역보다 실제적 영역 부분이 보다 강조되

고 있었으며, 현장 이해와 수업 적용 항목에 있어서는 교수의 기여도보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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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성과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1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9)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수업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은 교사 희

망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본 이론 학습’항목과 ‘수

업상황 이해’ 항목에 대해서는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도 비슷하였으나, 그 밖에 

‘과목 중요성 이해’, ‘시각 형성’, ‘학교현장 이해 및 적용’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인

식과 차이가 있었다.

[그림 Ⅳ-12]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에 대한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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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 교수들은 교직수업 시간에 심화된 이론을 

가르치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로서의 태도와 관점, 소외 및 취약계

층과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 학교현장 이해, 수업 상황과 학교현장에서의 

적용 영역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었다. 학생들도 교수들의 강조점에 관해 중요성

을 인식하였으나, 학습성과는 간극이 다소 나타났다.

10) 수업운영

수업운영은 크게 수업안내, 수업준비, 교수활동, 학생과의 상호작용, 교재, 과

제, 수업환경 8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세부적으로는 15가지 항목으로 구성

하였다. 수업운영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평균적인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

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각 값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교사 희망 여부

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존재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세한 강의계획서 제시와 필요한 도움 제공 항목에서 

학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과제의 도움 정도와 

분량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교수들에 비해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수업

운영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비교한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 Ⅳ-13]와 같다.

[그림 Ⅳ-13] 수업운영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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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에 대한 과목별 학생-담당교수 인식 차이 검정

앞 장에서는 교직과목의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 인식을 과목별로 그래프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살펴본 가시적인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은 1)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교

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의 차이 2)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교사 미희

망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의 차이 3) 교사 희망 학생과 교사 미희망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즉, 교수의 교육

(teaching)과 학생의 학습(learning)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먼저, 과목과 관계없이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교수와 교사 미희망 

자’, ‘교사 희망자-교사 미희망자’ 사이에서 수업의 모든 내용에 걸쳐서 인식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과목 중요성 이해’, ‘기본 이론 학습’항목과, 

‘시각 형성’ 항목은 교사 희망 학생들과 담당교수 사이의 인식 차이가 유의수준 

0.001에서 나타났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52 5.16*** 0.72 6.55*** 0.20 5.32***

이론

학습

기본 0.38 3.80*** 0.58 5.51*** 0.20 5.51***

심화 0.11 0.98 　 0.32 2.83** 0.21 5.30***

시각

형성

안목 0.45 4.33*** 0.54 5.65*** 0.09 2.30*

태도 0.63 8.00*** 0.84 10.10*** 0.21 5.19***

비판 0.47 3.66*** 0.58 4.20*** 0.12 2.51*

현장

이해

수업 0.06 0.50 　 0.23 2.02* 0.18 4.51***

학교 0.23 1.86 　 0.49 3.90*** 0.26 5.82***

현장

적용

수업 0.18 1.45 　 0.43 3.37** 0.25 5.71***

학교 0.12 0.98 　 0.33 2.52* 0.21 4.68***

임용 준비　 0.14 1.16 　 0.43 3.31** 0.28 6.61***

<표 Ⅳ-18>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전 과목)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 72 -

이러한 차이는 교직과목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더 강조하는 이론적 영역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교수들은 교직이론 수업에서 학교현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기보

다, 교육학에 관한 기본 이론과 교사로서의 관점 형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론 학습과 시각 형성 측면에서 교수들이 가르친 만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학습성

과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1)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과목의 경우, 교수와 학생 사이에 현장 이해 및 적용과 같은 실제

적 영역에서는 인식차이가 없었지만, 과목 이해 및 시각 형성과 같은 이론적인 

영역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안목 형성 항목은 교사 희망 학

생과의 평균 차이 값이 Likert 5점 척도 기준 1.04, 미희망 학생과의 차이가 

1.31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교육학개론 수업 내

용 대부분에 대한 학생 인식 차이도 존재했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76 2.45 * 1.23 3.27** 0.47 4.22 ***

이론

학습

기본 0.59 1.84 　 1.02 2.89** 0.43 3.96 ***

심화 0.52 1.48 　 0.84 2.06* 0.32 2.62 **

시각

형성

안목 1.04 3.47 ** 1.31 6.60*** 0.27 2.25 *

태도 0.67 2.14 * 1.02 2.64* 0.35 2.82 **

비판 0.87 2.51 * 1.05 2.27* 0.17 1.21 　

현장

이해

수업 0.20 0.58 　 0.49 1.30　 0.29 2.52 *

학교 0.35 0.96 　 0.71 1.83　 0.36 2.89 **

현장

적용

수업 0.09 0.23 　 0.57 1.39　 0.48 3.74 ***

학교 0.30 0.78 　 0.66 1.52　 0.36 2.74 **

임용 준비　 -0.11 -0.18 　 0.36 0.58　 0.47 3.83 ***

<표 Ⅳ-19>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학개론)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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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에서는 ‘교직철학 및 교육사 이론 기본학습’에서 교수

와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 및 교직관 

형성’, ‘임용 준비(교육학 논술)에 도움’ 항목은 교수와 교사 미희망 학생 사이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과목 중요도 이해, 기본이론 학습, 교

사로서 태도 형성, 현장 이해, 학교에서의 적용, 임용 준비 등 여러 항목과 영역

에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도 존재하였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30 1.08 　 0.48 1.88 　 0.18 1.99 *

이론

학습

기본 0.59 2.24 * 0.66 2.86 ** 0.07 0.81 　

심화 0.18 0.59 　 0.40 1.48 　 0.22 2.25 *

시각

형성

안목 0.39 1.46 　 0.45 1.67 　 0.05 0.59 　

태도 0.54 1.89 　 0.83 2.65 ** 0.29 2.90 **

비판 0.43 1.84 　 0.51 1.54 　 0.08 0.71 　

현장

이해

수업 0.07 0.26 　 0.26 0.83 　 0.19 2.03 *

학교 0.21 0.66 　 0.42 1.44 　 0.22 2.12 *

현장

적용

수업 0.10 0.35 　 0.25 0.87 　 0.15 1.56 　

학교 0.11 0.35 　 0.37 1.18 　 0.26 2.53 *

임용 준비　 0.11 0.30 　 0.73 2.24 * 0.36 3.59 ***

<표 Ⅳ-20>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철학 및 교육사)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앞 장의 그래프를 통해 비교한 결과를 함께 생각해본다면, 그래프에서 가시적

으로 나타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기본 이론 

학습 측면에서 교수의 기여도 인식보다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낮게 나타났고, 학

생들의 진로인식에 따른 학습성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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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심리

교육심리 과목에서는 ‘교육에 대한 안목 형성’,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항목에서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의 차이가 있었

다. ‘과목의 중요성 이해’ 항목은 교수와 교수 미희망 학생 사이에 0.05 유의수

준에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교수 희망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차이

가 과목의 중요성 이해, 심화이론 학습, 태도 형성, 비판적 시각형성 항목과 현

장 이해 및 적용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42 1.80 　 0.72 2.55 * 0.30 2.52 *

이론

학습

기본 0.34 1.54 　 0.47 1.80 　 0.13 1.12 　

심화 0.09 0.33 　 0.36 1.32 　 0.26 2.09 *

시각

형성

안목 0.49 2.73 * 0.73 3.86 ** 0.24 1.97 　

태도 0.60 2.34 * 0.94 4.97 *** 0.34 2.57 *

비판 -0.11 -0.36 　 0.28 0.95 　 0.39 2.86 **

현장

이해

수업 -0.15 -0.63 　 0.10 0.35 　 0.25 2.18 *

학교 0.08 0.48 　 0.44 1.53 　 0.36 2.66 **

현장

적용

수업 0.22 0.83 　 0.58 1.93 　 0.36 2.81 **

학교 0.09 0.33 　 0.41 1.32 　 0.32 2.43 *

임용 준비　 -0.12 -0.40 　 -0.16 -0.52 　 -0.04 -0.30 　

<표 Ⅳ-21>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심리)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앞 절에서 살펴본 그래프와 함께 생각해본다면, 교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

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 형성에 관한 항목의 평균의 차이 

값이 크게 나타났고,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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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사회

교육사회 과목에서는 교수 기여도 인식과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교수와 교수 희망 학생의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교수가 가르친 만큼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는 비판적 시각 형성과 임용 준비 

항목에서 교수와의 인식차이가 0.05 유의수준에서 나타났다. 또한, 교사 희망 여

부에 따라 과목의 중요성 이해, 기본이론 학습, 학교현장의 이해, 수업 및 학교

에서의 적용 항목에서 학생 간 학습성과 차이가 있었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10 0.42 0.31 1.72 　 0.21 2.53 *

이론

학습

기본 0.09 0.35 0.33 1.20 　 0.24 2.80 **

심화 -0.11 -0.38 0.05 0.17 　 0.15 1.69 　

시각

형성

안목 0.37 1.55 0.47 1.72 　 0.10 1.17 　

태도 0.39 1.54 0.49 1.89 　 0.10 1.23 　

비판 0.54 1.97 0.66 2.35 * 0.12 1.30 　

현장

이해

수업 -0.29 -1.07 -0.20 -0.80 　 0.09 1.09 　

학교 -0.02 -0.06 0.30 0.99 　 0.32 3.17 **

현장

적용

수업 -0.25 -0.83 -0.01 -0.02 　 0.24 2.51 *

학교 -0.34 -1.08 -0.12 -0.41 　 0.22 2.14 *

임용 준비　 0.47 1.50 0.83 2.44 * 0.36 3.53 ***

<표 Ⅳ-22>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사회)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이를 통해, 그래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항목이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이 진로로서 교사를 희망하는 가에 따라 학습성과가 다르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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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과정

교육과정 과목에서는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기본적인 이

론 학습’, 그리고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과 태도 형성’ 항목에 대한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다른 과목

에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학생들 사이의 인식차이가 많이 존재하였지만, 교육

과정 과목에서는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과 태도 형성’ 항목을 제외하고 차이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67 2.12 * 0.82 2.49 * 0.15 1.35 　

이론

학습

기본 0.71 2.29 * 0.91 3.31 ** 0.20 1.84 　

심화 0.12 0.36 　 0.35 1.04 　 0.23 1.93 　

시각

형성

안목 0.39 1.17 　 0.42 1.36 　 0.03 0.27 　

태도 0.82 2.32 * 1.12 3.70 ** 0.30 2.43 *

비판 0.56 1.36 　 0.73 1.64 　 0.17 1.16 　

현장

이해

수업 0.50 1.44 　 0.55 1.45 　 0.06 0.48 　

학교 0.55 0.71 　 0.75 0.96 　 0.20 1.44 　

현장

적용

수업 0.03 0.08 　 0.21 0.55 　 0.18 1.40 　

학교 0.08 0.20 　 0.23 0.54 　 0.16 1.14 　

임용 준비　 0.08 0.11 　 0.02 0.04 　 0.21 1.58 　

<표 Ⅳ-23>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과정)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검정 결과를 통해,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교수들이 가르친 만큼 학생들이 학습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위 3개 항목에

서만 교수와 학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것은, 교

육과정 과목에서도 교수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본 이론 학습과, 교사로서의 

태도 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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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평가

교육평가 과목도 교육과정 과목과 마찬가지로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

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목의 중요성 이해, 시각형성과 같은 영역에서는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도 교수

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과목의 중요성 이해,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 형성, 비판

적 시각 형성 측면에서 학생 학습성과 인식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현장의 이

해와 구체적인 적용 측면에서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1.04 2.63 * 0.99 2.91 ** -0.04 -0.27 　

이론

학습

기본 0.66 1.63 　 0.70 1.98 　 0.04 0.21 　

심화 0.29 0.69 　 0.35 0.91 　 0.06 0.32 　

시각

형성

안목 0.95 2.56 * 0.69 1.78 　 -0.26 -1.59 　

태도 1.21 3.40 ** 1.18 2.84 ** -0.03 -0.18 　

비판 1.74 3.80 *** 1.60 3.42 ** -0.14 -0.64 　

현장

이해

수업 0.40 1.00 　 0.63 1.78 　 0.23 1.39 　

학교 0.63 2.75 * 0.84 2.32 * 0.21 1.27 　

현장

적용

수업 0.48 1.02 　 0.80 1.87 　 0.32 1.57 　

학교 0.55 4.15 *** 0.60 4.66 *** 0.05 0.25 　

임용 준비　 0.81 3.26 * 0.94 2.13 * 0.13 0.62 　

<표 Ⅳ-24>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평가)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즉, 교육평가 수업은 학생들의 교사 희망과 상관없이 비슷한 학습성과를 달성

하고 있으나,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는 이론 학습과 수업상황 이해 및 적용에 관

한 영역을 제외하고 학생과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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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과목에서는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이 유의수준 0.01에

서,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과 태도 형성’ 항목이 유의수준 0.05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두 항목에 대한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론 학습 영역과 수업상황에서

의 적용 항목은 0.05 유의수준에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학생들 간 인식 차이

가 있었으며, 임용 준비 항목은 0.01 유의수준에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80 2.85 ** 0.89 2.68 ** 0.09 1.03 　

이론

학습

기본 0.19 0.63 　 0.41 1.18 　 0.21 2.44 *

심화 0.30 0.93 　 0.50 1.44 　 0.19 2.09 *

시각

형성

안목 0.26 0.84 　 0.32 0.94 　 0.06 0.68 　

태도 0.78 2.23 * 0.94 2.53 * 0.16 1.57 　

비판 0.58 1.51 　 0.56 1.37 　 -0.02 -0.23 　

현장

이해

수업 -0.20 -0.56 　 -0.06 -0.18 　 0.13 1.35 　

학교 0.13 0.34 　 0.29 0.76 　 0.16 1.55 　

현장

적용

수업 0.09 0.24 　 0.34 0.89 　 0.26 2.45 *

학교 0.18 0.48 　 0.30 0.74 　 0.12 1.08 　

임용 준비　 0.41 0.97 　 0.72 1.80 　 0.31 3.04 **

<표 Ⅳ-25>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이를 통해, 교수들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에 비

해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 및 관점 형성 

측면도 교수가 강조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이 그러한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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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은 앞 장에 살펴본 그래프 상에서도 교수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

과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교사 희망 여부를 떠나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

라 수업상황과 학교현장을 이해하는 측면과 배운 지식을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 학생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07 0.17 　 0.21 0.39 　 0.14 0.62 　

이론

학습

기본 -0.15 -1.03 　 0.18 0.31 　 0.32 1.21 　

심화 -0.14 -0.26 　 0.25 0.45 　 0.40 1.64 　

시각

형성

안목 0.15 0.32 　 0.31 0.47 　 0.16 0.61 　

태도 0.02 0.05 　 0.47 0.79 　 0.45 1.76 　

비판 -0.46 -0.92 　 0.02 0.03 　 0.47 1.85 　

현장

이해

수업 -0.03 -0.07 　 0.51 0.79 　 0.54 2.07 *

학교 -0.29 -0.52 　 0.49 0.92 　 0.78 2.93 **

현장

적용

수업 -0.24 -0.60 　 0.22 0.36 　 0.45 2.04 *

학교 -0.07 -0.12 　 0.31 0.52 　 0.38 1.42 　

임용 준비　 -0.92 -2.01 　 -0.57 -0.79 　 0.35 1.32 　

<표 Ⅳ-26>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즉, 교수들의 수업내용 각 11개 항목에 대한 기여도와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

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교수와 학습의 사이에 괴리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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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에서도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과목과 마찬가지로 교수

의 기여도 인식과 학생의 학습성과 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본이론 학습 측면에서 교수와 교사 미희망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도 존재하였다.

수업내용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과목 이해 0.68 1.72 0.87 2.03 　 0.19 1.33 　

이론

학습

기본 0.01 0.03 0.27 2.80 ** 0.26 1.99 *

심화 -0.80 -1.86 -0.60 -1.56 　 0.20 1.35 　

시각

형성

안목 -0.05 -0.13 0.13 0.29 　 0.19 1.24 　

태도 0.54 1.21 0.40 1.04 　 -0.14 -1.01 　

비판 0.91 1.68 1.03 1.90 　 0.13 0.66 　

현장

이해

수업 -0.07 -0.17 0.03 0.09 　 0.11 0.72 　

학교 0.77 1.59 0.83 1.71 　 0.06 0.36 　

현장

적용

수업 0.46 0.97 0.41 0.96 　 -0.05 -0.30 　

학교 0.45 0.93 0.47 1.03 　 0.02 0.11 　

임용 준비　 0.44 0.94 0.53 1.22 　 0.10 0.58 　

<표 Ⅳ-27>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생활지도 및 상담)

   ※ A: 교수 기여도, B: 교사 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C: 교사 미희망 학생의 학습성과
   ※ ***p<0.001, **p<0.01, *p<0.05

이를 통해, 생활지도 및 상담 수업에서도 교수와 학습의 사이에 괴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학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기본이론 학습 영역에서 학습

성과의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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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업운영

수업운영에서는 자세한 강의계획서 제시, 학생이 필요한 도움 제공, 수업환경 

만족도 항목에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교수와 교사 미희망 학생 사이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교사 희망 학생의 경우에도 상세한 수업 안내, 구체적 성적 기준 

제시, 이론-실제 연계, 학생 관심과 흥미 제고, 학생 이대도 파악, 학생 참여도, 

교재 적절성, 과제의 도움정도 및 분량의 적절성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교수와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인식차이도 

수업운영 전 영역과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업운영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값과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 Ⅳ-28>과 같다.

수업운영
A - B A - C B - C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평균차 t값

자세한 강의계획서 제시 0.10 0.92 　 0.22 1.95 　 0.12 3.20 **

상세한 수업안내 0.26 2.72 ** 0.39 3.76 *** 0.13 3.70 ***

구체적 성적 기준 제시 0.34 2.81 ** 0.55 4.33 *** 0.21 4.79 ***

교수 수업 준비도 0.17 1.50 　 0.31 2.73 ** 0.14 3.63 ***

적절한 수업 난이도 0.14 1.53 　 0.34 3.52 ** 0.20 4.84 ***

이론-실제 연계 0.27 2.22 * 0.41 3.17 ** 0.13 3.08 **

관심과 흥미 제고 0.26 2.96 ** 0.43 4.65 *** 0.17 3.65 ***

학생 이해도 파악 0.34 4.36 *** 0.50 6.07 *** 0.17 3.70 ***

필요한 도움 제공 0.08 0.74 　 0.21 1.76 　 0.13 3.35 **

학생 수업 참여도 0.30 2.82 ** 0.62 5.56 *** 0.32 6.78 ***

교재 적절성 0.24 2.57 * 0.45 4.57 *** 0.21 4.88 ***

과제 도움 정도 0.49 4.24 *** 0.68 7.73 *** 0.18 4.26 ***

과제 분량 적절성 0.38 3.75 *** 0.57 5.43 *** 0.20 4.21 ***

과제 피드백 정도 0.25 1.79 　 0.44 3.00 ** 0.20 4.10 ***

수업 환경 만족도 0.16 1.14 　 0.28 1.85 　 0.12 2.37 *

<표 Ⅳ-28> 수업운영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

   ※ A: 교수, B: 교사 희망 학생, C: 교사 미희망 학생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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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특성과 학생의 수업 만족도 관계

앞 장에서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에 대해 살펴 본 후, 

교직과목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담당교수와 비교해보았으며, 교수와 학생

의 인식 차이, 교사 희망 여부에 따른 학생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인지 검증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대학, 교수, 과목, 학생의 특성과 수업운영을 통

제하였을 때, 교직과목의 수업특성이 수업의 유용성 기대와 전반적인 수업의 만

족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분석 자료의 기술통계

1) 기술통계

중다회귀분석에서 사용된 각 변인의 기술통계 값을 <표 Ⅳ-29>에 제시하였다.

변 수 명 학생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인
유용성 기대 2221 3.71 0.942 1 5

수업 만족도 2222 3.78 0.854 1 5

수업특성
이론적 수업 지표 2227 3.68 0.602 1 5

실제적 수업 지표 2222 3.36 0.729 1 5

수업운영

수업 준비도 2225 4.20 0.598 1.75 5

적극적 교수활동 2225 3.83 0.676 1 5

교재 및 과제 도움 정도 2221 3.59 0.663 1 5

학생특성

성별(준거집단: 남학생) 2176 0.63 0.482 0 1

학년(준거집단: 1학년) 2177 0.98 0.439 0 2

교생경험(준거집단: 없음) 2000 0.13 0.331 0 1

교직희망(준거집단: 안함) 2047 0.70 0.459 0 1

계열(준거집단: 비사범계) 2178 0.90 0.303 0 1

전공(준거집단: 기타교과) 2178 0.54 0.498 0 1

교수특성

성별(준거집단: 남교수) 2231 0.45 0.498 0 1

직급(준거집단: 비전임) 2231 0.36 0.479 0 1

강의경력 2231 9.23 6.871 0.5 25

교사경험(준거집단: 없음) 2231 0.56 0.496 0 1

과목특성 (준거집단: 기초학문) 2231 0.43 0.494 0 1

대학특성
연구중심대학(준거집단:일반대학) 2231 0.2 0.445 0 1

교사양성대학(준거집단:일반대학) 2231 0.17 0.378 0 1

<표 Ⅳ-29> 분석 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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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과 관심변인은 모두 Likert 5점 척도 기준으로 설문한 문항에 근거하

여 값이 산출되었다. 종속변수인 수업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인 수업 만족

도의 평균값은 Likert 5점 척도 기준 각각 3.78, 3.71이었다. 다음으로, ‘이론적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의 평균값은 3.68점, ‘실제적 수업’은 3.36

으로 나타났다. 수업운영에 관한 변인 중에는 수업 준비도가 4.20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과제 및 교재가 3.5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수들의 평균 강의

경력은 9.23개월이었다.

2) 상관관계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인과 관심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상관계수가 

0.2미만일 경우 상관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며, 0.2~0.4을 낮은 상관, 0.4~0.7을 

상관이 있음, 0.7~0.9인 경우 높은 상관, 0.9~1.0을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본

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 사이에 상관이 0.85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aterality)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다(박은경, 2009).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Ⅳ-30>에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전반적 수업 만족도 1 　 　 　 　 　 　

② 수업 유용성 기대 0.568*** 1 　 　 　 　 　

③ 이론적, 개념적 수업 0.609*** 0.557*** 1 　 　 　 　

④ 실제적, 구체적 수업 0.449*** 0.515*** 0.600*** 1 　 　 　

⑤ 수업안내, 준비 0.485*** 0.350*** 0.443*** 0.315*** 1 　 　

⑥ 교수활동 0.639*** 0.525*** 0.595*** 0.510*** 0.536*** 1 　

⑦ 교재, 과제 0.544*** 0.484*** 0.494*** 0.388*** 0.436*** 0.562*** 1

<표 Ⅳ-30> 변인 간 상관관계

    

  ※ ***p<0.001

분석 결과, 종속변인 간에는 0.57 정도의 상관이 존재하였고, 수업목적 변인 

사이에는 0.60 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수업운영 변인의 상관을 보면, ‘수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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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인은 ‘적극적 교수활동’과 0.54, ‘교재 및 과제 도움정도’와 0.44정도의 관

련성이 있었고, ‘적극적 교수활동’ 변인과 ‘교재 및 과제 도움정도’ 사이의 상관은  

0.56으로 나타나 각 변인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인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보면,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는 ‘이론적 수업’ 

변인이 0.61, ‘적극적 교수활동’ 변인이 0.64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었으

며, 수업의 유용성 기대 역시 ‘이론적 수업’, ‘적극적 교수활동’ 변인이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았으나 0.56, 0.53으로 상관계수는 전반적인 수업만족도 보다 낮아졌

다. 그리고 ‘실제적 수업’ 변인은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와 0.45정도의 관련성이 

있었고 수업 유용성 기대와는 0.52의 관련성이 있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과 관심변인 간에 정적인 상관이 존재하였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이 0.85를 넘지 않기 때문에 회

귀분석모형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수업특성이 학생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앞 장에서는 종속변인과, 관심변인, 통제변인들의 기초통계 값을 살펴보고, 종

속변인과 관심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대학, 교수, 

과목, 학생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교직과목의 수업특성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

도와 수업의 유용성 기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다중선형회귀 모형을 사

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관심변인인 수업특성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11개의 문항 중 9개의 문항을 

2개 영역으로 묶어 ‘이론적 수업’과 ‘실제적 수업’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으

며, 수업운영 변인도 요인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교수의 수업 준비도’, ‘교수의 극

적 교수활동’, ‘교재 및 과제의 도움 정도’ 세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

변인은 학생의 특성 6가지(성별, 전공, 학년, 교생실습경험, 진로로서 교직(敎職)

에 대한 인식, 사범계열 여부), 교수의 특성 4가지(성별, 직급, 강의경력, 현직교

사경험), 과목 특성 1가지(학문성격), 대학 특성 1가지(미션)를 통제하였다.

수업특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쪽의 

<표 Ⅳ-3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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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 인
모형① 수업 유용성 기대 모형②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

B β S. E. t B β S. E. t

수업
특성

이론적 수업 0.333 0.210 0.040 8.34 *** 0.336 0.235 0.032 10.37 ***

실제적 수업 0.268 0.206 0.030 8.90 *** -0.024 -0.020 0.024 -0.97 

     수업 유용성 기대 0.178 0.197 0.019 9.49 ***

수업
운영

수업 준비도 -0.038 -0.024 0.035 -1.08 0.161 0.113 0.028 5.72 ***

적극적 교수활동 0.264 0.190 0.036 7.29 *** 0.317 0.253 0.029 10.87 ***

교재, 과제 도움 정도 0.290 0.204 0.032 9.05 *** 0.194 0.151 0.026 7.42 ***

학생
특성

성별(0=남학생) 0.053 0.027 0.036 1.51 -0.048 -0.027 0.028 -1.71 *

학년(준거집단= 1학년)

    2, 3, 4학년 -0.123 -0.051 0.056 -2.17 * 0.117 0.054 0.045 2.60 **

    대학원생 -0.162 -0.047 0.081 -1.99 * 0.087 0.028 0.065 1.34 

교생경험(0=없음) 0.057 0.020 0.054 1.07 -0.119 -0.046 0.043 -2.79 **

교직희망(0=안함) 0.124 0.060 0.039 3.14 ** -0.015 -0.008 0.031 -0.48 

계열(0=비사범계) 0.118 0.037 0.064 1.85 -0.052 -0.018 0.051 -1.02 

주요교과전공
    (0=기타교과전공) -0.083 -0.044 0.037 -2.21 * 0.032 0.019 0.030 1.09 

교수
특성

성별(0=남교수) 0.151 0.080 0.041 3.67 *** -0.009 -0.005 0.033 -0.26 

직급(0=비전임) 0.126 0.064 0.043 2.90 ** 0.137 0.077 0.035 3.95 ***

강의경력(단위: 1년) 0.003 0.019 0.003 0.77 -0.009 -0.067 0.003 -3.15 **

교사경험(0=없음) -0.086 -0.045 0.044 -1.98 * -0.013 -0.008 0.035 -0.37 

과목
특성

응용학문(0=기초학문) -0.084 -0.044 0.044 -1.91 0.068 0.040 0.035 1.92 

대학
특성

연구중심대학(0=일반대학) -0.001 -0.001 0.053 -0.02 0.073 0.038 0.042 1.72 

교사양성대학(0=일반대학) 0.080 0.032 0.047 1.69 0.004 0.002 0.038 0.11 

상수항 -0.449 . 0.179 -2.51* -0.642 . 0.143 -4.49 ***

F(20, 1799) = 71.45*** F(20, 1798) = 113.73***

Number of obs 1819 1819

R-squared 0.4301 0.5585

Adj R-squared 0.4241 0.5536

<표 Ⅳ-31> 수업특성이 학생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p<0.001,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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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특성이 학생 수업 유용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

모형①의 수정된 설명력은 약 0.42정도로, 실제 국립 중등교사양성과정 교직과

목 수업의 유용성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42%정도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심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업목적 지표 ‘이론적 수업’, ‘실제적 수업’ 모두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각각의 표준화 회귀

계수는 각각 0.210, 0.206으로 ‘이론적 수업’의 값이 조금 더 높았다. 표준화 회

귀계수 β는 변인 간 측정단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으며(민인식, 최필선, 

2012), 그 결과 다른 변인에 비해 이론적 수업 지표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관심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비교한 결과, 이론적 수업이 실제

적 수업보다 수업 만족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은 이론적 수업의 

학습성과가 높아질 때, 실제적 학습성과가 높아질 때보다 수업을 더 유용하게 인

식했다. 그리고 이론적 수업의 회귀계수는 0.333이며, 이론적 수업에 관한 값이 

1점 올라갈수록 수업 유용성 점수가 0.333점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중

선형회귀모형에서는 계수 추정치의 해석을 ‘다른 변인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해당 

변수의 기울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인식, 최필선, 2012). 수

업운영 변인 중 ‘수업 준비도’는 유용성 기대에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교

수활동’과 ‘교재 및 과제의 도움 정도’가 0.001 유의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적극적 교수활동’와 ‘교재 및 과제의 도움 정도’가 1점 올라갈 때 수업 유

용성 기대가 각각 0.264, 0.290점 증가하였다. 이 두 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190과 0.204로, 학생들의 수업 유용성 기대는 교수의 적극적인 교수활동보다 

교재와 과제가 더 학습에 도움 될 때 높아졌다.

그리고 학생특성 변인은 중 교직(敎職)을 희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

에 비해 유용성 점수가 0.124 높았으며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일수록 수업을 더 유용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유의

수준 0.05에서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과 대학원생이 교직이론수업의 유용성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기타교과에 비해 주요교과 전공자들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교수의 특성에서는 남교수에 비해 여교수 수업일 경우 학

생들의 유용성 기대 점수가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0.151점 높았으며 유의미

하였고, 비전임 교수에 비해 전임 교수의 수업이 유의수준 0.01에서 0.126점 높

았다. 이것은 여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업과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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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에도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의수준 0.05

에서 현직교사 경험이 있는 교수의 수업 학생들의 유용성 기대에는 오히려 부적

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목 및 대학의 특성은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력을 갖지 못하였다.

2) 수업특성이 학생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에 관한 다중선형회귀모형은 실제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약 55%정도 설명하였으며, ‘모형① 수업 유용성 기대에 미치는 영

향 분석’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모형②에서는 ‘이론적 수업’에 대한 학습성

과가 Likert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점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0.336점 증가하

였으며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실제적 수업’은 

영향력을 갖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통제한 수업 유용성 기대 변인 0.001 유의수

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실제적 수업에 관한 학습성과는 학생

들의 교직수업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며, 이론적 수업의 학습성과가 높

거나 수업이 유용하다고 생각될수록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운영 변인은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수업의 만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수업 준비도’, ‘적극적 교수활동’, ‘교재 및 과제 도움 

정도’에 대한 점수가 1점 높아질 경우 만족도가 각각 0.161, 0.317, 0.194점 증

가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아도 이론적 수업 변인이 0.235, 적극적으로 교

수활동 변인이 0.253으로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 증가에는 적극적인 교수활동이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특성을 보면, 1학년 학생들에 비해 2, 3, 4학년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교생실습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유의수준 

0.01에서 1학년 대비 2, 3, 4학년일 경우 만족도는 0.101점이 높아졌고, 교생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유경험자의 만족도가 0.106점 낮아졌다. 교수특성

도 두 가지 변인이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

는데, 0.001 유의수준에서 비전임 교수에 비해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수업의 만

족도가 0.137 정도 높았으며, 0.01 유의수준에서 강의경력이 많을수록 수업 만

족도가 0.009 감소하였다. 즉, 교수의 강의경력 변인의 회귀계수는 굉장히 낮게 

나타나 실제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기타 과목과 대학

의 특성은 수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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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석 및 논의

이 연구는 주요 국립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와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에 관한 인식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울 때가 아닌, 교육학 이

론을 학습하고 교사로서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수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학 이론 학습과 교사로서 관점 형성 수

준은 교수가 가르친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직과목의 역할과 기능

가. 사범대학 입학과 교직과목

이 연구는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약 2160여명의 입학동기와 교직이수동

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원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교원임용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도(김명수, 2003), 학생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

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입학하고, 교직이수를 시작하였다. 

또한, 취업난이 가중되고 대학 졸업자 중 정규직 취업비율이 23.8%에 불과한 

상황에서(박영범, 2013),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입학하거나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단순히 교원자격

증을 취득하거나 점수에 맞추어 입학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대학별로 입학동기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연구중심대학의 특성

을 갖는 A대학을 제외하고는 위 문단과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으며, 특히 종

합교사양성대학인 D대학의 학생들의 입학동기가 그러하였다. 그리고 일반종합대학 

내에 존재하는 사범대학 C의 재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사범대학 B의 재학생보다는 

D대학의 학생 인식과 유사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한편, A대학 학생들은 가르침과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입학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능과 내신 점수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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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A사범대학에 입학하기보다 높은 학교 명성으로 인해 성적에 맞추어 A대학 

내 사범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입학동기 및 교직이수동기 분석 결과를 보면,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교육에 대한 포괄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는 교직과목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에 앞서 교직이론 과목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

치는 보람이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관점을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 현상으로서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생은 시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

한 학생과 안정적인 신분을 고려하는 학생 모두 교사의 삶과 업무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나. 교직과 교사, 그리고 교직과목

2162명의 학생들은 진로로서 교직에 대해 65.1%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전체의 46.2%의 학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9.7%의 학생은 입학 당시부터 교직에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진

로에 관한 인식을 학생 특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처음부터 교직진출을 희망했던 

1학년은 60%였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져 4학년의 약 39.5%만

이 처음부터 희망한 교직에 관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18.9%의 학

생이 최근 들어 교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19.8%의 학생이 직업으로서 교

사에 대해 최근 부정적이라고 응답하는 ‘교차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중등교원임용시험 경쟁률,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는 교직생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진로탐색을 하다가도, 학생을 알아가고 가르치는 것의 보람, 교

사신분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교직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병찬 2003a, 2003b).

교직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교직수업을 더 유용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이 연구의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수업에 대한 학습성과가 교직

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보다 더 높은 것을 비추어볼 때, 교직과 교사에 대한 학생

들의 인식은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의 학생이 직업으로서 교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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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교직이론 수업의 성격과 운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 이수해야만 하는 교직과목

22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1학기 교직이론 각 과목의 수업을 신청한 

동기를 분석한 결과,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만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과, 이번 학기의 수강계획과 시간에 맞아서 신청했다는 의견이 매우 강

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임용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강신청동기 응답결과에

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각 과목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신

청하기보다, 교직이론 9과목 중 6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교사

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수강시간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

지도 및 상담과목이 지식 및 소양, 유용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으며, 교육과

정 과목이 교사가 되었을 때와 임용준비 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들이 많았다.

이 결과와 교수들이 각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중요성 이해 정도는 낮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본다면, 학생들이 왜 

교직이론 각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 교수들은 더욱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자신들의 가르치는 것을 왜 학생들이 배워야 하

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reasoning)을 제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비판받

고 있는데(이병승, 2012),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의무교육과정처럼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직이론 수업 역시도 예비교사들은 왜 배우는지 모른 채 6과목을 

이수해야할 수도 있다. 이에, 교직과목 담당교수들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정당화

(正當化, justification)8)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

이 이 교직이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정당화(正當化, justification) : 어떤 활동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 혹은 합리적인 신념
과 행동의 이유를 제시하는 작업을 뜻함(Bailey, 1984: 11, 이병승, 2012: 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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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과 교수 인식

가. 교수(teaching)과 학습(learning)의 괴리

교직과목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각 과목에서 교수들

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영역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수들이 가장 강조하는 영역에 대해 학생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과목별로 강조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학개론 담

당교수는 ‘교육에 관한 안목 형성’을,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수들은 ‘기

본 이론 학습’,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수들은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었다. 이 항목에 관한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은 교

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

히,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성과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수업과 관련된 11개 항목 중에 대부분의 영역의 교수(teaching)과 

학습(learning)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때, 교직이론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사

회,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의 수업에 관한 인식은 교수와 

학생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교수-학습 간 괴리가 적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학습성과도 다르게 나타났

기 때문에, 사범대학 학생의 진로인식 역시 학습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과목별 인식 차이

다음으로, 수업에 관한 교수와 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각 과목의 특징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교육기초학과 교육원리의 성격을 

갖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회, 교육심리 4과목은 교수들이 이

론적인 수업에 해당하는 ‘과목의 이론과 실제의 중요성 이해, 교육학 이론 학습, 

교사로서의 관점 형성’ 영역을 보다 강조하고 있었고, 학생들 또한 이 영역의 학

습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응용학문의 성격을 갖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들은 실제적 수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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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볼 수 있는 ‘수업상황 및 학교현장 이해, 수업상황 및 학교현장에서 적용’

을 기초학문 담당교수보다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학생들 학습성과 인식

도 실제적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각 수업영역에 관한 중요

도 인식을 함께 살펴보면, 학생들도 교직과목에서 교육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고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이에 

못지않게 실제적인 수업의 내용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교사로서 바람직한 태도 및 시각을 형성하는 것과, 수업과 학교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지식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즉, 학생들도 현직교사들의 요구와 마찬가지로(박용호 외, 2012; 윤세정, 2013; 

정미경 외, 2011), 교직이론에 수업을 통해 학교현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질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수업운영에 관한 인식 차이

마지막으로, 수업운영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는 여러 영역에서 차이

가 났고,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학생들의 인식 차이가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세한 강의계획서 제시와 교수의 수업 준비 정도는 교

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가 없었고, 교수들이 학기 초에 수업과 성적평가기준을 자

세히 제시한 것은 학생들 인식과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수업 안내에 관한 

위 3개 문항에 대학 학생들의 인식 평균값이 모두 3.99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지만, 교수의 인식과 차이가 발생하였고 특히, 성적평가 기준 제시 문항의 인식

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 강의계획서에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많

은 교수가 1주차 수업에서 평가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학생들은 

보다 자세하고 상세히 설명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수활동에서도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 유지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제고 측면에서 인식 차이가 나타났고,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교수

의 학생 이해도 파악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교수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점은 인식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교재와 과제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고, 특히 과제의 도움

정도와 과제 분량의 적절성에서 차이 폭이 컸다. 이 결과는, 과제가 실제로 도움

이 되지 않거나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전공과목이 아닌 교직과목들



- 93 -

은 적당히 이수하면 된다고 인식(진동섭, 1998)’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수들

이 요구한 과제에 대해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3. 교직과목 만족도 영향 요인

가. 수업특성과 수업운영

수업특성이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적어도 교직

이론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론적인 내용이 잘 다루어질 때 만족도가 증가하고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실제적인 내용을 더 배운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즉, 학

생들이 각 교직이론 과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육학 이론을 배우며 교육에 대

한 안목과 교사로서의 태도를 형성할수록, 수업에 만족하고 또 교사가 되었을 때

도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상황과 학교현장을 이해하

고 수업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기대

하였지만 수업 만족도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선행연구를 함께 생각해본다면, 초임교사들이 경험하는 이

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끼고 직전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2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들이 만족하고 유용하리라 기대하는 교직과

목 자체가 실제로 교육현장과 괴리되어 있거나, 교직과목은 제 역할을 하였지만 

교사양성과정과 학교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줄 다른 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현재의 교직과목이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이론이기 보

다 교육학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정

미경 외 2011). 두 번째 경우는, 교사양성교육을 받은 초임교사가 다양한 중·

고등학생, 많은 수업과 행정업무 등을 처음 접하게 될 때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

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강하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직과목에 배웠던 교육

에 대한 사고, 태도, 관점 등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정은주, 2013). 정리하

자면,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적어도 예비교사들은 교직이론 학습의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과정 자체가 실제와 괴리는 없는지에 대

한 반성이 필요하며, 교직이론이 학교현장의 어떠한 맥락 속에서 유용할 수 있을

지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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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직과목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내용들을 배울 때에 학교현장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

는 점은 생각해볼만하다. 이 점을 교직과목의 현재의 운영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수업에서 학교현장의 이해와 적용 영역까지 배우기는 하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로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직과목은 이수단위가 2학점

으로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지만 수강정원

은 오히려 더 많고 다루어야 할 분량과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다양

한 학교현장의 사례를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교직과목 수

업에서 이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교직과목에서의 현장연계 측면은 여전히 고려해야할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유용성 기대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수업운영 변인을 살펴보

면, 적극적인 교수활동과 교재와 과제가 학습에 도움 정도 높을수록 수업의 유용

성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하였고, 교수의 수업 안내 및 준비는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에만 유의미하였다. 회귀계수 값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수업만족에는 교수의 

수업 준비도, 교수활동, 교재 및 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는 달리, 교사가 되었을 

때 수업이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교수활동보다 교재 및 과제가 학습에 도움 

정도가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

나. 학생특성과 교수특성

학생특성 변인은 각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이 교직이론수업의 유용성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수업

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즉, 특정 학년 학생들에게는 교직이론 수업

의 유용성 기대와 수업 만족도는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원생들도 

교직과목의 유용성을 1학년 학생에 비해 낮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진로로서 교

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업을 더 유용하게 여겼다. 즉, 

수업에서 배우는 지식을 실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 현재의 교

직이론수업이 충분이 교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는 대부분 교직과목의 수업에 관한 학습성과를 교사 희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인

식하는 것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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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주요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공자들은 나머지 교과전공자들

보다 수업이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과정의 과목들은 

전공과목 이외에 교사자격증을 따기 위해 적당히 이수하면 된다는 학생들의 그릇

된 인식과(진동섭, 1998), 교직과목이 학교 교사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교

과교육 교수들의 인식이(임연기, 2011), 주요교과 전공자들에게 더 퍼져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조금 낮게 

인식했으며, 교생실습경험을 가진 4학년 학생들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만족

도가 낮았다. 학교현장을 직접 다녀온한 교생실습 유경험자가 수업의 유용성이 

아닌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교직이론수업이 현장에 유용하지 않다고 해

석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교수의 특성 변인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비전임교수보다 전임교수의 

수업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에도 더 유용하게 인식하였고, 만족도도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강의경력이 많은 교수의 수업일수록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그

렇지만, 회귀계수가 –0.009로 아주 낮고, 이것은 강의경력이 1년 증가할수록 만

족도 값이 0.009점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의경력이 실제 수업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교수의 비해 여교수의 수

업이 더 유용하다고 학생들은 인식하였고, 이 결과는 여교수의 교직이론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이 교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교사경험이 있는 교수들의 교직이론 수업을 학생들이 오히

려 더 유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직교사 경험을 가진 

교수들이 교직이론 수업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원인은 현직교사 경험이 있는 교수들이, 15주 각 2시간이라

는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분량을 다루어야하는 교직이론수

업 운영에 어려움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학생들은 이론적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학습이 잘 이루어 질 때, 교

사가 되었을 때 유용할 것이라 기대하며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르칠수록, 교재와 과제가 도움 될수록, 전임교수가 가르칠수

록, 수업은 교사가 되었을 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고 만족도 역시 높아

졌다. 하지만, 나머지 학생특성과 교수특성은 유용성 기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과목과 대학특성은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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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국립 사범대학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만족

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범대학 학생

들의 입학동기와 진로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을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하였

고, 이를 토대로 교직과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학생의 인식과 담당

교수의 인식을 비교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이론적인 내용의 학습과 실

제적 내용에 관한 학습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실증적

으로 분석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 사범대학 학생들의 입학 동기 및 교직이수 동기를 살펴보면, 주로 ‘학생

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 응답하

였다. 또한,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입학 

및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도 많았다. 반면, 학생들은 단순히 ‘교원자격증 확보, 수

능·내신 점수에 맞추어’ 입학하거나 ‘학점을 확보했기 때문에’교직이수를 시작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敎職)에 

대해 1학년 학생들 60%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져 4학년의 약 39.5%만이 교직에 대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긍

정적으로 인식한 학생이 18.9%, 최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19.8%였다. 

이러한 입학 동기와 진로로서의 교직을 대학별로 살펴보았을 때 특징적인 점은,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을 갖는 A대학의 학생들의 인식과 다른 일반종합대학 내 사

범대학 학생 및 교사양성대학 학생들 사이의 차이가 있었다.

교직과목 수업에 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지식 

및 교양을 쌓거나 임용준비 혹은 교직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수강신

청하기 보다는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또는 이번학기 

수강계획에 수업시간이 맞았기 때문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교

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범대학 학생들

이 교직과목을 왜 배우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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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화(正當化, justification)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직이론 수

업에서 이론을 배우고 교사로서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직이론 수업에서는 교수

들이 실제적인 영역보다 이론적인 영역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그 

경향은 기초학문과목(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에서 

응용학문과목(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생활지도 및 상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여러 수업에 대해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만큼 학습하고 있다고 대부분 인식하였지만, 교수들이 특히 중점

적으로 다루는 ‘과목의 중요성 이해, 기본 이론 학습, 교사로서의 태도형성’ 영역

은 강조하는 만큼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교사를 희망

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성과가 더욱 낮게 나타났다. 수업운영에 관해서도 ‘자세

한 강의계획서 제시, 교수의 수업준비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 제공’ 문항은 

교수와 학생 사이 인식 차이가 없었으나, ‘상세한 성적평가 기준 제시, 과제의 분

량 및 도움정도’에 관해서는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교직이론 수업특성이 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이론적인 내용의 학습성과가 높아질수록 

수업이 더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

제적인 내용은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수업이 교사가 되었을 때 더 유용할 것이라

고 기대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았다. 즉, 학생들은 과목의 중요성

을 이해하고, 이론을 학습하며, 교육에 대한 안목과 교사로서의 태도 형성할 때, 

교직이론 수업을 충분히 유용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수업상황 및 학

교현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과 학교에서 적용할만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하다고는 생각했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다루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인 교수활동과 적절한 교재 및 과제도 수업의 유용성

과 만족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임교수의 수업이 비전임교수의 수

업에 비해 유용성과 만족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특성은 수업 

유용성과 만족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쳤고, 과목과 사범대학의 특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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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등교사양성기관 교직과목 정책 및 운영의 개선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직과목은 교육에 대한 교양과목으로서의 기능과 현직교사의 직전교육

으로서 현장과 연계된 과목의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먼저, 교양으로서

의 교직이론은 학생들의 교사 희망 여부를 떠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

고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학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험을 제공

하고 더 높은 학생 만족을 지향하는 후기 대중화(post-massifed) 단계로 진입

한 것을 고려해볼 때(Shin, Teichler, 2014),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학생들이 학

습 경험을 통해 교육에 관한 ‘계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수 있고, 교수 및 선배 교

사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Dewey, 

1938/2002).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령기 인구

를 감당하기 위한 양적 수급에 치중하여 현재는 졸업인원의 4%만이 공립교사가 

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 재학생의 35%의 학생들은 교직을 희망하지 않았다. 그

리고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직과목은 교직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학 이론을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흥미로운 영역

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교육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보며, 교수와 학생 모두 교

직과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양과목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014 교원자격 실무편람의 

기본교수요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현장과 학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

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교직과목의 현장 연계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으

며, 연구결과에서도 학생들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의 요구가 컸다. 특히,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실제적 영역을 매우 중요하

게 인식하였다. 따라서 수업 상황 및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과 같은 과목은 일반교육학을 토대로 교과교육과 보다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지도 및 상담 같은 경우도 실습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을 2학점이라는 이수 단위로 묶어두기보다, 필요에 따라 3학점으로 

개설하는 융통성을 두어 교육학 이론과 교과교육이 분리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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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단, 이러한 조치는 전체 졸업학점에서 교직과목의 비중, 다양한 교직

이론의 학습, 다른 교사교육과정과의 연계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에 대한 교수와 학생의 인식 차이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교수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생은 교원자격증 취득과 졸업을 위해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의 이수해야 하고, 교수는 매주 2시간이라는 적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야 한다. 이

렇게 제한된 수업 시간 동안 학교현장에 모든 상황과 맥락을 다룰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교수들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이론적인 학습성과가 높

아지고, 교수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칠 때 수업 만족도도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론적인 내용에 관한 학생들의 학습성과는 교수의 기여도보다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교수들은 교직수업에서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본 

이론, 교육에 대한 안목, 교사로서의 태도 등을 학생들이 더 잘 배우고 형성해나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본인의 직업으로서 교사

를 희망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낮은 내적 동기를 갖고 교직과목을 이수하

고 있다. 이에 교수들은 각 과목의 지식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교직이

론이 왜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

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직이론수업과 임용시험 중 교육학 영역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3년 이전의 임용시험 중 교육학 영역은 20점 배점의 필답고사로 구성되었고 

변별력을 갖기 위해 굉장히 지엽적인 문항들이 출제됨으로써, 임용고사 관련 사

교육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남수경, 2006).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13년 이후 교육학 영역이 논술로 바뀌었지만, 각 교직수업에서 다루는 내용과

의 연계는 더욱 낮아졌다. 하나의 교육학 논술 문제를 특정 과목의 지식에 관하

여 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일선 중·고등학교의 

학생 평가 결과가 대학 입시에 무의미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내용이 학교에

서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정상화되기 힘

들다. 마찬가지로, 교직수업이 임용과정과 관련이 떨어진다면, 수업에서의 학생

들은 동기유발은 훨씬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교육학 임용시험은 선발과 배제를 

위한 시험보다는 최소한의 교직이론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거나, 교직과목 담

당교수에게 Pass/Fail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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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학생용)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만족도 

(학생용)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교직이론 과목*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실

시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교사가 되거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

기 위해서 사범대학에 재학하거나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이 

교직이론 과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개별적인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문항들에는 옳고 그른 답이 정해져 있지 않

습니다. 각각의 응답이 교직이론 교육 발전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

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응답은 총 15분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직이론 과목 :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소양, 교육실습과 함께 교직과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 하나로, 교직이론의 세부과목으로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교육경영’, 

‘생활지도·상담’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우한솔 드림

( 이메일 : shout4god@snu.ac.kr, 연락처 : 010-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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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책임자명 : 우 한 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이 연구는 중등교사양성과정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는 교직이론 과목의 수

강생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

여 수행됩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교수자(敎授者)와 수강생이 중등교사양성과정 교직이론 과목에 대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5개 대학에서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의 교수 약 115여명과 교직이론 

과목 수강생 약 3,000여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교직이론 수업 

전·후로 강의실에서 15개 정도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4.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5.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설문은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치나 

중재가 없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7.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

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8. 이 연구에 참가하면 보상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금전적 보

상은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전전공 

석사과정 우한솔(010-1234-5678)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

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

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02-880-5153)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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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 보관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

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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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교직 선택 동기

 1. 다음 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범대학을 입학하거나 교직과정 이수를 선택한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직업보다 교직이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학생을 가르치는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교직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4)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5) 신분 보장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주변 사람(학교선생님,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권유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7) 교사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해두기 위해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8) (사범대학생만 응답) 수능, 내신 점수에 맞추어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9) (교직이수자만 응답)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0) 기타  (                                                                                   )

 2. 현재 본인의 진로로서 교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 ① 교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점점 굳어짐.

  __ ② 교직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짐.

  __ ③ 교직에 대한 마음이 새로이 생기고 있음.

  __ ④ 교직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이 없음.

  __ ⑤ 기타 (                                                                                  )

  2-1. 그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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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A. 중요도 B. 현재 학습 성과

교육학 이론 학습

 1) 수강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인지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2)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형성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3)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Part II. 교직이론 ‘수업’

  ※ 본인이 현재 설문지에 답하고 있는 수업의 과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__ ① 교육학개론 __ ② 교육철학·교육사 __ ③ 교육심리

       __ ④ 교육사회  __ ⑤ 교육과정 __ ⑥ 교육평가

  __ ⑦ 교육행정·교육경영 __ ⑧ 교육방법·교육공학 __ ⑨ 생활지도·상담

3. 본인이 이 수업을 선택한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학 이론, 개념, 원리에 대한 지식 및 소양을 쌓기 위해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이 과목에 관한 지식이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이 과목에 관한 지식이 임용고사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4) 교직이론 과목을 필수적으로 12학점(6과목) 이상 이수해야하기 때문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5) 수업 시간이 이번 학기 수강계획에 맞았기 때문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기타 (                                                                                   )

4. 본인이 수강하는 교직이론 수업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질문입니다.

  ※ 수업 목적에 비추어

A. 해당 내용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B. 현재 수강하는 수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얼마나 학습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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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A. 중요도 B. 현재 학습 성과

교사로서의 관점 형성

 4)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 안목 형성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5)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6) 교육문제(교육기회의 평등, 취약·소외계층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형성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중·고등학교 현장의 이해

 7) 수업(학습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이해하는 바탕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8) 중·고등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과 실천

 9) 수강 과목의 지식 및 내용을 수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10) 중·고등학교 현장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탐구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중등임용시험 준비

 11) 중등교원 임용시험(교육학 논술) 준비에 도움

__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__ ② 중요하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중요하다. 
__ ⑤ 매우 중요하다.

__ ① 전혀 그렇지 않다.
__ ② 그렇지 않다.
__ ③ 보통이다.
__ ④ 그렇다.
__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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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까지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수강 과목의 교육학 이론 학습에 만족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교사가 된다면 현재 수강하는 수업이 도움이 될 것이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4) 수업을 통해 중·고등학교 현장을 더 잘 알게 되어 만족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5) 수업에서 배운 것을 교사가 되었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족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5. 이번학기 교직이론 수업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업 
안내

1) 교수님은 수강신청기간 전에 강의계획서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교수님은 학기 초 수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교수님은 성적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수업 
준비

4) 교수님은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교수 
활동

5) 교수님은 학생들이 지적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교수님은 교직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7) 교수님은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학생과의 
상호작용

8) 교수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9) 교수님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친절히 답해 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학생 
참여

10) 나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교재 11) 교재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 되도록 적절히 선정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과제물

12) 과제물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3) 과제물의 분량이 적절하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4)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수업환경 15) 수업환경(수업실, 기자재) 등은 만족스럽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직이론 수업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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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의 문항 외에 교직이론 과목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Part Ⅲ. 인적사항

1. 전공:                            

2.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현재 이수중인 교사양성과정:

   ① 사범대학

   ② 비(非)사범계 교직과정

   ③ 교육대학원

   ④ 기타 (                     )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기타 (                     )

5. 교육실습 경험:

    ① 있음

   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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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대학교수용)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만족도 

(대학교수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사양성과정에 대한 현직교사, 예비교사들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양성과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범대학 교직과

목에 대해서 교수자(대학교수 및 강사)와 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함께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설문지는 교직이론과목* 교수자와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여 교직과목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개별적인 응답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어

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은 총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직이론과목 :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소양, 교육실습과 함께 교직과목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 하나로, 교직이론의 세부과목으로는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교육경영’, 

‘생활지도·상담’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우한솔 드림

( 이메일 : shout4god@snu.ac.kr, 연락처 : 010-1234-5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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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사범대학 교직과목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책임자명 : 우 한 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석사과정)

  이 연구는 중등교사양성과정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는 교직이론 과목의 교

수자(敎授者)이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

에 한하여 수행됩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교수자(敎授者)와 수강생이 중등교사양성과정 교직이론 과목에 대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5개 대학에서 개설된 교직이론 과목의 교수 약 115여명과 교직이론 

과목 수강생 약 3,000여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교직이론 수업 

전·후로 강의실에서 15개 정도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4.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5.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설문은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치나 

중재가 없습니다.

6.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직이론 과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7.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

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8. 이 연구에 참가하면 보상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에게 금전적 보

상은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전전공 

석사과정 우한솔(010-1234-5678)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

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

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02-880-5153)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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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자 보관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

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참여자 보관용)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

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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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교직이론 수업
 ※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교직이론 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직이론 수업에서, 수강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얼마나 길러주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교수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학 이론 학습

 1) 수강 과목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중요성 인지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형성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수강 과목의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교사로서의 관점 형성

 4) 사회현상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포괄적 안목 형성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5)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 바람직한 교육관 및 태도 형성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교육문제(교육기회의 평등, 취약·소외계층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형성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중·고등학교 현장의 이해

 7) 수업(학습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이해하는 바탕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8) 중·고등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천

 9) 수강 과목의 지식을 수업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0) 중·고등학교 현장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탐구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중등교원 임용시험(교육학 논술)에 도움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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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교직이론 수업 운영

2. 이번학기 교직이론 수업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수업안내

1) 나는 수강신청기간 전에 강의계획서를 제시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2) 나는 학기 초 수업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나는 성적평가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수업준비 4) 나는 수업 준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교수활동

5) 나는 학생들이 지적 도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의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6) 나는 교직 이론과 실제를 함께 다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7) 나는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학생과의 
상호작용

8) 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9) 나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친절히 답해 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학생참여 10)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교재 11) 교재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 되도록 적절히 선정하였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과제물

12) 과제물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3) 과제물의 분량이 적절하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14)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수업환경 15) 수업환경(수업실, 기자재) 등은 만족스럽다. __ ① __ ② __ ③ __ ④ __ ⑤

3. 위의 문항 외에 교직이론 과목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Part III.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령:       만            세

3. 직급:     ① 비전임    ② 전임

4. 현재 수업담당 과목: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교육사    ③ 교육심리

        ④ 교육사회     ⑤ 교육과정     ⑥ 교육평가

   ⑦ 교육행정·경영    ⑧ 교육방법·공학     ⑨ 생활지도·상담

5. 교직과목 강의 경력:             년           개월

6. 초·중등교사 경력:     ① 있음 (      년      개월)    ② 없음





- 123 -

Abstract

A Study on Prospective Teachers’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Woo, Han-Sol

Major Advisor: Shin, Jung-Cheol, Ph. D.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government has put enormous efforts and resources in 

teaching prospective teachers so as to deal well with sharply 

increasing school-age  children since 1945, and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urriculum for 

pre-service teachers. However, despite this quantitative growth, the 

courses have been seriously criticized with respect to their contents 

and the quality of the instructions by many who question the 

practical value of educational theories. Although the situation is as 

such, there has been lack of empirical studies on collegiat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rospective teacher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regarding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Data was collected by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2,400 

students and 60 faculties in colleges of education. The survey was 

developed in order to analyze the students’past motivation for 

college selection, their current dream career(whether it is a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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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or not), and the whole participants’perception in terms of 

the instruc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faculties, the following statistical tests were used: Crosstab, 

ANOVA,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Also,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students’satisfac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large 

proportion of the students in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entered 

the college of education because they wanted to teach young 

learners or to do something related to education, and occupational 

stability of teaching career was an important factor that they took 

into account as well. Also, 65.1% of them wanted to be a teacher 

but 37.7% recently changed their mind about being a school teacher. 

Second, the faculties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emphasized 

theoretical contents, but for the course-takers, practical contents 

were also important along with the theoretical ones. Moreover, they 

responded that their learning outcomes with regard to the theoretical 

contents were questionable, and those who did not want to be a 

teacher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instructions lower than their 

counterparts did. Third, the better the theoretical contents were 

taught to the students with the faculties’enthusiasm, the more 

student satisfaction could be gained, which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However, the practical contents in multiple regression 

model did not affect the students’contentment with the course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for the government and the colleges of education as to 

their policies regarding collegiat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First,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students were taking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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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 courses ― which are mandatory for their graduation ― 

with little intrinsic motivation. Moreover, there were inherent gaps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instructions. Thus, the faculties 

should present justification regarding why prospective teachers need 

to learn about educational theories, and put efforts into bridging the 

teaching-learning gaps albeit under constraints from situational 

factors. Second, while quite many proportion of the course-takers 

did not hope to be a teacher, the other teacher want-to-bes had 

aspiration for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which they can use in 

school practices in a foreseeable future. Thus, teaching profession 

courses need to set a clear boundary between their two distinctive 

roles: contributing to a general education about education, and 

serving as a provider of curriculum for pre-service teachers. The 

former necessitates considerations on the students’interests, and 

the latter calls for enhancing the relevance with contexts of school 

practices. In conclusion, what is called for is more flexible 

approaches for teaching profession courses ― going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education and subject-matter education ― so as 

to prepare great teachers.

Keywords: teacher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 cours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prospective teacher 

Student Number: 201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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