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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맑究으l 必훌性

敎師의 寶質을 향상시키기 위한 敎員敎育은 교원 양성을 위한 職前敎育이나 재직중의 敎

員을 위한 現職敎育이나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푹히 敎育寶習은

職前敎育의 마지막 關門으로 敎育現場에서 理論과 實鐘을 결부시키고， 현직 교원의 지도

밑에서 實鐘的 經驗을 쌓는 것으로서 敎員養成機關의 敎育課程中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敎員養成의 중요한 과청언 敎育實習이 敎育寶習生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며 그들에게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소기의 目的은 달성되고 있는지， 만약 소기의 目的이 달성되

고 있지 않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方案은 무엇인지 등 敎育實習

改善을 위한 없究는 펄요한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맑究의 目的

本 陽究는 敎育寶習에 대한 서울대학교 師範大學 敎育實習生， 附屬學校 敎師， 附屬學校

學生의 반응으로부터 敎育寶習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附屬學校의 敎育實習 指導方法

改善과 師範大學의 敎育寶習 計劃樹立에 공현하고자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n. 理論的 背景

1. 敎育實習의 意義

敎育實習은 일반적으로 敎師 志쏠生이 ‘敎師의 修練을 쌓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 하에 敎

職에 대한 體驗을 하는 過程이라고 말할 수 있다. 鄭뾰哲 교수는 敎育實習을 질시하는 機

* 本 論文은 1979年度 文敎部 學術짧究 助成費에 依한 맑究論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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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 實習 對象， 敎職課程중에 난3하는 敎育寶習의 위 치 , 그리고 敎育實習의 주된 활동 등

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敎育實習에 다음과 같은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 敎育實習이란 (1) 各

種， 各級 學校의 敎師를 養成하는 敎育機關에 서 , (2) 寶習生(student teacher)을 대 상으로，

(3) 全體 敎職課程중의 한 過程우로， (4) 교육의 實際的 힘II練， 또는 修練을 쌓는 敎職的

經驗課程(Professional experience course) 또는 寶驗的 昭究經驗課程(Professional laboratory

experience course)을 말한다( 1 ) 라고 했다. 또 鄭植永 교수는 敎育寶習의 의의를 다음과 같

이 들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전 구조에서 보면 교육질슴은 일반 교육의 기초 위에 교과 전문과 교

직 전문과를 유기적￡로 종합시키는 실천적 중핵이다.

둘째， 학생의 이수 과정에서 보면 敎育寶習은 대학에 있어서의 수업을 통하여 얻은 지금

까지의 연구 결과가 이에 동원되는 시기이며， 아울러 앞무로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원천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2) 라고 했다.

이 상을 요약해 본다면 敎育實習은 교직 적 이 흔을 습득시킨 각종 각급 학교의 교사 양성

기관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오며， 敎育實習生을 대상오로 학교에서 습득한 교직적 이론을

기초로 하여 야를 실제의 行動， 經驗， 寶驗 및 應用 등을 통해서 더욱 深化시키는 학습의

延長오로서의 교직적 경험 과정인 동시에 실험적 연구 경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실

습이란

(1) 敎職에의 출말로서

(2) 學習의 延長으로서

(3) 경험과 실험 연구를 주요 활동오로

하는 교직적 경험 과정 (3)이라는 접에 더 많은 의의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2. 敎育實習의 目的

敎育實習을 교직적 경험 과정이라는 면에 그 의의를 둔다면 그 目的은 바람직한 교사，

이상적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경험 과정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교샤를 양성하기 위한 敎

育實習의 목적은 무엇인가?

鄭:(E喆 교수는 敎育實習의 목적을 형식적 목적과 실질적 목적으로 나누어 형식적 목적이

란 교사 자격증을 獲得하기 위하여 題修해야 할 하나의 必、須課程을 말하고， 실질적 목적은

첫째，‘ 풍부한 교직적 경험의 習得， 둘째， 합리적안 敎戰的 技術의 練層， 세째， 숭고한 교

직자적 精神의 確立， 네째， 교사로서의 퇴己理解와 自급檢證을 말한다(4)고 했다. 이어서，

(1) 鄭在喆， 교육실습， 교육출판사， 1978, p.8.
(2) 鄭植永， 교육실습의 이 론과 실제 , 이 대 출판부， 1975, p. 12.
(3) 鄭在喆， 前獨書， p.9.
(4) 鄭在喆， 同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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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敎育寶習의 실질적 목표를 다시 구체적 목표로 나누어 (1) 學生을 가르치는 學習指導

者로서의 經驗의 체계를 세우며， (2) 학생이 경험할 內容을 짜는 敎育課程計劃者로서， (3)

교육 목적 에 의 成長 程度를 재는 評價者로서, (4) 학생을 陽究하는 事例例究者로서, (5)

건전한 活動으로 이끄는 活動指導者로서， (6) 좋은 학습터를 마련하는 學習管理者로서， (7).

사회 활동에 參與하는 公共關係者로서의 여 러 가지 경 험을 寶習生들로 하여금 갖게 하려는

데 았다(5)고 했다.

朴漢植 교수는 敎育實習의 목적을

첫째， 교샤 양성 교육 기관에서 습득한 교육 이론을 직접 체험을 통하여 심화시키고，

둘째， 교직척 기술을 설습 기간 중에 體得 向上시키고，

셋째， 교육자로서의 자신과 교육 정신을 실제 교단에서 함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두고

있다(6)고 했다.

이틀을 종합하여 볼 때， 敎育實習의 目的은 다음과 갈이 흉흉約할 수 있겠다.

(1) 敎育의 寶證的 昭究의 目的

(2) 敎育의 敎職的 隔究의 目的

(3) 敎師의 敎職的 資質의 目的 ( 7 )

1) 敎育의 實證的 핍구~의 目的

敎育이라는 本質을 敎師와 學生과의 具體的인 A間關係에서 究明할 때， -般的 學問的인

理論과 知識에 지나지 않는 講義室 內에서의 講義를 A間들이 약동하는 現實에 갖고 을어

가서 그 참된 모습을 把握하여 바로 자기의 것오로 만들면서， 敎育이라는 學問이 살제에

있어서 λ、間關係의 問題를 해결해 가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寶|聚로 체득시키는 데에

서 교육질습의 목적을 둘 수 있다.

2) 敎育의 敎職的 맑究의 目的

敎職歡育課程은 敎師養成을 目的으로 設置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學問的안 %￥究의 分野

로서도 그 意義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 나 궁극의 到達點은 바람직한 敎師가 되 기 寫한 \iff

修課程이라고 함이 옳겠다. 즉， 敎職科를 통하여 배운 知識과 專攻學科目의 專門的 知識을

통합하여 교사로서의 資質융 갖추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問의 셰계가 “있어야 할 자세”를

究明하는 것이라면 敎育寶習의 世界는 “있는 자세”를 그대로 발견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있

게끔 하는 冊究의 世界라는 것을 體得시키는 데에 그 目的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3) 敎師의 敎職的 寶廣의 目的

교육질습은 被動的 立場에서의 단순한 理論의 習得이 아니고 能動的인 자기 활동에 의해서

전개되어야 하묘로 자기 스스로가 한 사람의 바람직한 교사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敎職的

(5) 鄭在喆， 上據뿔， p.l l.
(6) 朴漢植， 사범대학 부속학교에서의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 1974, p. 1.
(7) 교직총서， 교육실숨지침， 교육출판사， 1972, pp. 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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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識과 技術， 그리고 資質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의 與否에 관한 자가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둘 수 있다.

3. 敎育實習의 由來

1) 우리 나라의 敎育實習

敎育實習은 敎師養成機關 또는 師範學校의 發達史와 關聯이 깊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는 1894년 官立 漢城師範學校가 設立될 때까지는 學者가 곰 敎師로서 활

약했￡며， 敎師養成의 機關은 달리 없었다 (8)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敎育實習의 出짧은

1894년 이후라고 본다. 또한 敎育實習을 穩해서는 附屬學校 또는 協力學校의 設立이 있어

야 할 것이고， 또 敎育寶習과 附屬學校는 不可分의 關係를 갖고 있다 하겠다.

우리 나라의 附屬學校의 歷史를 보면 1895년 高宗 刺令 제 79호에 의 하여 漢城師範學校에

附屬小學校가 設置되었음은 처음이라 볼 수 있겠고 敎授法의 寶地 練習은 이 때에 처음 實

施되 었다고 추측이 된다 (9)

그 以外에도 ‘韓國敎育의 觀往 및 現::fE' 라는 冊字에서 師範學校의 形態가 있었다고는 하

나 24""'25명 程度의 學生을 受容할 수 있는 敎室 한 개 에 學課程도 漢文學에만 置重된 敎

育이었다고 하니， 이러한 內容으로 보아 그 規模나 敎授法은 어떼했을지 짐작이 된다. 더

우나， 이 冊字의 發行年度가 1809年A로 되어 있어 1895年을 敎育寶習을 行하게 펀 처음으

로 간주하여도 좋오리 라 본다. 그러 나， 師範敎育機關으로 그 面線를 갖추게 된 것은 日帝

下 사이또오 政治 밑에서 制定된 소위 新敎育令公布(1922)라 하겠다. 즉， 師範學校는 普通

學校 敎員의 養成을 目的오로 하는 외에 特히 寶際 敎育問題wf究에 힘쓰도록 親定하였다.

또한 中等學校敎員의 養成은 專門學校 또는 大學에 中等敎員養成의 機關을 附設한다고 밝

혔다 (1이

이것이 우리 나라의 師範學校와 附屬塵校의 始發은 2論 學校외 織能이 明文化된 始初라

하겠다. 그 이훈 敎員養成機關이 附設되기 始作했던 것이다. 그리고， 빼推園에 關係된 것

은 1937年에 따로 公布하였고 이 때부터 짧代敎育制度의 形態를 갖게 되 었고， 따라서 師範

學校의 敎授몇目에 의한 敎育實習의 內容 및 敎育寶習의 寶際를 項目別로 分類해서 指導하

기 始作한 것도 이 무렵 이후였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敎育寶習의 方向을 提示한 것은 1954年에 美敎育使節團長 멀호렌

드 博士를 비롯한 부리튼 敎授를 中心으로 한 指훨助言의 結果이며， 새 方向을 잡은 것은

1960年 美敎育便節團의 드라먼드 博士， 헤이워드 博土， 그리고 서윷大學校 師範大學 鄭範

諸 博士를 中心으로 한 敎育寶習昭究協議會의 結果였다고 본다. 이 때 美敎育便節團의 協

(8) 현대교욕총서， 교직과 교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2니 p.37.
(9) 한국교육전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재동문화사， 1974, p.16.

(10) 上獨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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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로 1月 과 8月 ， 2回에 컬쳐 協議會를 가졌고 敎育實習目標分類의作밟아 홉手되었다 (11)

뿐만 아니 라， 美軍政期(1945 '"'-' 1948)에 敎職課程에 包含되지 않았던 敎育實習이 第一共和國

時代(1948'"'-' 1960)에 와서 敎職必須로 指定되면서 敎科로서의 必、須性을 갖게 되고 現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現左의 敎育實習을 보면 敎育大學에서는 12週間에 결쳐 附屬國民學校와 協力學校 또는

市 • 道內 各 國民學校에서 實施하고 있￡며 , 師範大學에서는 4週'"'-'6週間에 결쳐 附屬해 •

中 • 高等學校에서 寶習하고 있는데 寶習期間은 充分한 것이 못된다 ( 1 2 ) 기 다 一般大學에서

도 敎職科自을 題修한 學生들은 敎育實習을 받을 수 있고 敎育實習期間은 4週間오로 協力 /

學校에서 寶廳하고 있으나 短期間이 되어 形式的인 敎育實習이 되기 쉬우며 特히 協力學校

의 指導敎師의 指혈能力도 問題가 되고 있다고 본다.

2) 外國의 敎育實習

西洋의 敎師養成機關을 살펴보면 宗敎改華 以後 組織的이며 專門的안 敎師養成°1 이루어

졌고 이.는 루터의 후계자 표란케 (August Herrmann Franke 1663'"'-'1727) , 헥카(Johann

Julius Hecker , 1707'"'-'1768)에 의해서이며 19世紀에 들어 /와서는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표뢰벌에 의해서 行하여졌오며 표러시아에는 1854년 敎育規定에 立聊해서 師範學校플 設置

하게 되었다 ( 13 )

大體的 o로 外國의 事情은 敎育寶習의 理論的 指導는 페스달로치 以來의 敎育技術尊重의

思湖에 그 根據를 두고 있다 하겠다.

표랑스에서 라 • 사루(La， Salle , S.J.B de)가 1685年에 師範學校와 附屬學校를 開設하여

敎育實習을 始作한 것을 위시하여， 도이취에서 헤르바료트(J.F. Herbart)가 1810년에 ， 미국

에서는 피어스(C. Peirce)가 1839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州의 師範學校에 附屬學校

를 設立하여 敎育實習을 實施하였다(14)고 한다.

오늘날은 世界 各國에서 敎育寶習이 敎員養成機關의 敎育內容오로서 必要不可缺한 것우

로 受容되고 있다. 특히 英國과 獨進은 敎職의 敬育課程에 있어 敎育寶習에 重點을 두고

있다.

4. 各國의 敎育實習 實態

1) 美國의 敎育實習

美國의 敎育實習은 各 j、H ， 各 機關에 따라 多樣하기 때문에 -般的인 碩向을 밟허가는

困難하나 敎育實習의 擺括的인 모습을 文歡을 通하여 밝혀 보기로 한다.

(11) 上獨書， pp.17-18.
(12) 교직총서 7, 교육실습지침， 교육출판사， 1972, p. 29.
(13) 현대교육총서， 교직과 교사， ·1962, p. 37.
(14) 한국교육전서，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1974, p.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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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大學의 敎育實習을 例로 하면 3학년과 4학년에 서 各各 9週間씩 의 實習期間을

設定해 놓고 있는데 前期에는 評價敎師(Critic teacher)가 責任者가 되어 敎生과 大學얘II의

助言者가 協力해서 實習計劃을 세우고 이 3名이 자주 모여 討議하게 된다. 後期에는 敎生

의 過去成績을 參敵하여 寶習指導를 하게 되며 마지막￡로 州敎育長은 雙學士 및 指導敎師

의 報告書와 魔集된 各種 關聯情報에 立빼해서 最終的인 評價를 내리게 되는데 合格하게

되면 보통 3年間 有했한 敎師免許狀을 받게 된다(15 ) 즉， 敎育實習이 敎師免許狀을 받는

最後의 關門으로 되어 있고 18週를 劃當하고 있다.

其他 ~般學校의 共通된 敎育實習은 內容面에서 볼 때 騙察， 參加， 實習o로 되어 있으

며 이러한 敎育實習은 附屬學校， 實驗學校 및 地方의 公立學校에서 行하여지고 있다.

學生은 當初 敎育實習을 觀察부터 시작하여 점차 自己가 全的오로 責任을 지는 實習￡로

옮겨 깐다. 그러 나， 이 것은 어 디까지나 大學測의 敎育實習 指導敎授 및 指導敎師의 藍督，

指導 下에 行하여진다. 그리고 寶習은 4學年에 서 8週間 施行된다 ( 1 6)

2) 英國의 敎育寶習

英國의 경우에는 學生의 敎育理論 맑究를 補充한다거 나 或은 그에 도움이 되는 具體的

事例를 授與하는 目的 下에 行하는 學校 닮問과 學校 職員의 member가 되는 經驗을 얻게

하기 寫해 서 하는 比較的 長期間의 敎育寶習이 있오며 , 前者에서는 學校運營， 學生의 顧察，

示範學校의 參觀 等을 行하게 하고， 後者에서는 見習經驗을 쌓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生은 各者가 후業 後에 動務를 希뿔하는 學校段階의 敎育에 應하여 다음과 갈은 年顧別

의 敎育 部分을 選擇하여 題修하게 된다.

즉， 保育部(nursery)는 5歲 以下， . YJJ兒學校(infant)는 5'"'-'7歲， r級 小學校(junior)는 7'"'-'

11歲， . primary는 5'"'-'11歲， secondary는 11歲 以上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小學校는 學

級擔任制로 되어 있고 secondary school은 全科擔任制와 敎科擔任制의 중간을 取하고 기다

의 中等學校는 敎科別 擔任制로 되 어 있￡므로 小學校 敎師養成을 主로 하는 course에 서는

敎職專門敎科와 準敎職專門敎科에 重點을 두며 , secondary school의 敎師養成을 主로 하는

course에서는 一般學科에 比較的 重點을 두고 있다(17)

師範學校에서는 12'"'-'15週， 大學敎育學科에서는 14週間의 敎育實習을 行하고 있으며， 美術

學校 師範部에서의 寶習은 學校 및 좁年의 클럽 센터， 夜間學級에서도 行하고 있다.

또 英國의 中等敎員養成機關인 敎育大學(institute of education)의 入學資格은 一般大學을

후業한 사람A로 學士學位를 所持한 者라야만 試驗을 보아 入學할 수 있는데 이의 授業年

限은 1년 동안이다. 英國의 學校制度에 따라 1年間을 3學期로 나누었기 째문에 두 學期 동

안은 主로 敎育學과 心理學에 關한 것을 屬修하고 簡單한 論文을 쓰고 나머지 한 學期 동

(15) 교직총서， 교육설습지침， 1972, p. 26.
(16) 한기언， 현대교육사조， 1965, p. 350.
(17) 낌 병 화， 교육원리 요론， 1978, p.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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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敎育大學에 所屬펀 寶驗學校에 나가서 敎育實習을 한다(18) 따라서 이 學校에서는 3

個月 程度의 敎育寶習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現場學校의 敎育寶習에 現在보다도

더 많은 時間을 充當활 必異가 있다는 主張이 일고 있다. 그렇지마는 4年오로 延長해야 한

다는 主張에는 同意하지 않고 그 代身 1年의 見習動務(probation)를 制度化하여 이것을 敎

職寶格 獲得의 必須 條件A로 하여 1960年度부터 實施하였다 ( 19 )

따라서 , 英國의 敎育寶習은 普通 3個月 以上이 라 볼 수 있고 여 기 에 見習動務를 1年 하

는 것은 特記할 만한 것이다.

3) 프랑스의 敎育寶習

師範學校의 敎育은 觀察， 寶習 및 寶驗을 위해서 設置되고 있는 附屬學校와 密接한 連結

을 카지고 行하여지고 있다. 그 밖의 學校도 이를테면 協力學校格으로 大學區 雙學官이 選

定하고 特히 選任된 敎師가 擔當하고 있는 學級이 寶習에 利用되고 있다.

師範學校 學生들은 學年中 3個月間(I年을 3學期로 每 學期初 : 10 ， 1，4月 )을， 高等師範學

校 學生들은 約 1個月間 寶習에 臨하고 있￡나 公敎育에서 1年間 經驗아 있는 者는 免除되

며 , 寶習學級， 學校의 敎師 및 校長은 學生의 實習에 對한 評價를 해 야 한다 (20)

다시 말해 서 敎育實習으로는 附屬學俊와 協力學校에서 每 學期當 1個月間 흑은 전체 12

週間에 걸쳐 觀察， 實習 및 實驗을 한다-般大學을 후業한 者는 鏡爭試驗을 通해서 中等

敎員 免許狀융 밤게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講義와 數週의 敎育寶習01 包含펀 短期間의

敎育코요스를 밟아야 하며 기다 技術敎育 高等師範學俊， 職業輔導敎師養成學校에서도 數週

間의 觀察과 敎育實習을 하게 된다. (21)

따라서， 프랑스에서도 大體로 3個月 程度의 敎育實習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獨邊의 敎育實習

獨適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8"-'20週間을 敎育實習에 配當하고 있다 (22)

敎育大學의 敎育課程으로서 專攻科팀과 敎職科目이 있는데 敎職科目 속에 敎育心理學，

學生觀察， 敎授法， 敎育實習이 있다. 이 課程이 끝나면 第 1 次 敎師試驗을 받게 되고 그

後에 實習學校에 配屬된 다음， 2年間 或은 3年間 文敎部에서 派遭된 熟練敎師 指導下에 행￥

究集會나 集團會合에 出席하게 되고 몇 段階의 敎育을 寶鍵한다 (23 )

짐나지움 敎師가 되기 위해서는 綠合大學에서 4年間 敎職科目을 包合한 敎育課程을 찜究

하는데 學生들이 擇한 學問領域에 關한 能力을 보기 위해서 最終大學試驗을 본다. 大學에

서 船究를 마치면 적절한; 中等學校에서 2년간(보통 두 개 .학교에서 1년씩 ) 現職밟II練을 받

(18) 현대교육총서 , 비 교교육. 1962, p. 181.

(19) 김 병 화， 교육원리 요론， 1978, p. 369.
(20) 한기언， 현대교육사조， 1965. p.347.
(21) 교직총서 7, 교육실습지침， 1972, p. 22.
(22) 대한교육연합회 : 교원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제 10집 ! 1970, p.46.
(23) 교직총서 -7， 교육실습지침， 197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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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여 기 서 敎育實習生은 模範敎師의 授業을 觀察하고 自身도 實地授業을 한다 (24)

獨進에서도 最少 2個月 以上의 敎育實習을 施行하고 있우며 질게는 2年間 敎育寶習을 하

기도 한다 할 수 있다.

5) 日本의 敎育實習

日本의 敎育實習은 一般敎育과 敎科에 關한 專門敎育 및 敎職敎育 等을 一體化하는 것오

로 重視하고 敎育活動 全般에 걸천 顆察， 參加， 寶習을 通하여 敎育 全般에 關한 까口識을

갚게 하고 必몇한 쩌識技能을 授與함과 同時에 敎師로서의 自覺을 굳게 하는 것으로서 4年

制中에서 大體로 1學期 程度의 期間을 이에 配當하고 敎科에 關한 敎育 및 敎職敎育과 密

接한 關聯을 保有케 하면서 適期에 集中的오로 行하는 것이 아니라 隨時로 해야 한다고 되

어 있￡냐 現곁E 大部分의 敎師養成機關에서는 集中的우로 寶施하고 있다 (25)

學藝大學의 敎員養없課程의 敎育課程을 보면 學藝大學 初等敎育敎員養成課程에서는 4單

位로 專門敎育에서 敎職實地맑究를 하며 學藝大學 中等敎育敎員養成課程에서도 거의 이에

準하고 있다.

6) 덴마아크의 敎育寶習

師範大學課程은 國民學校 및 그와 關聯된 實科課程의 敎師養成을 위하는 것으로 內容的

￡로는 세 개의 修業年限을 달리하는 課程이 있는데 主로 國民學校 低學年(第1， 2， 3學年)을

맡게되는 準備女敎師(Preparatory school mistress)를 위한 2융年 課程， 4年間의 正規的얀

本科課程， 그리고 高等學校， 또는 文法學校를 마친 者가 -般的으로 取得케 되는 대학 예

비 시험 합격자를 위한 3年 課程이다.

1954년의 師範大學敎育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3年 및 4년 課程의 學生은 한 科目 또는

數個科目의 專攻分野를 갖게 되고， 講義를 지양하고 토론과 實習， 實驗， 그리고 寶地 見學

등에 의한 敎育方法이 彈化되었다.

敎師資格試驗에 關한 事項도 法律로서 變更되었는데 단적으로 말하여 大學 當局이 敎育

實習에 合格되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 ( 26 ) 따라서， 敎育實習에 대한 比重을 굉장히 높

혀 놓고 있다. 또 各 師範大學은 附屬實習學校를 가져야만 하며， 國立大學은 무상이고 國

家짧學金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師範大學 아닌 綠合大學校 出身도 敎職課程을 마치면 敎師가 될 수 있는데 이 課程은 短

.期의 것ξ로 敎育實習은 高等學校 또는 文法學校에서 l週 18時間으로 4個月에 결져 寶施한

다 (27 )

따략서 , 멘마아크에서도 短期 코오스가 4個月 以上 敎育寶習을 施行하니 우리 나라에 比

(24) 上提書， p.25.
(25) 김 병 화， 교육원 리 요론， 1978, p. 383.
(26) 현대교육총서 , 비 교교육， 1962, pp.245-246.
(27) 上握書，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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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당히 많은 時間을 敎育實習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m. 冊究 方法

1. 맑究 期間

1979年 3月부터 1979年 11月까지

2. 팎究 對옳

1)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敎育實習生

文科 男學生 138名

文科 女學生 28名

理科 男學生 155名

理科 女學生 33名

計 354名

2)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附屬學校 敎師

附屬國民學校 敎師 19名

附屬女子中學校 敎師 40名

附屬中學校 敎師 28名

附屬高等學校 敎師 25名

計 112名

3)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附屬學校 學生

附屬國民學校 學生 351名

附屬女子中學校 學生 400名

附屬中學校 學生 361名

附屬高等學校 學生 295名

計 1 ，407名

- 8 3-

3. 따究 節次

------‘~ 기 간 I '7 0 ., \ A내용 -------I ‘ ;;I . V I .. 5 I 6 I 7 I 8 I 9 I 10 I 11 \ 12

연구주제선정 •--•

문헌연구 •-- ---•
연구도구제작 { ---•
설문지조사 ‘-- -->

결과처리 •-

보고서 작성



- 84-

4:. 맑究 道具

師大論講 (20)

1) 제작 과정

%究 道具는 3차에 결친 船究協議會를 거쳐 제작되었다.

1次協議會에서는 設問領域을 @ 敎職科目 @ 制度 @ 오리엔테이션 @ 寶習中의 問題 @

實習의 셨果 @ 意識構造 @ 其他로 분류하해， 대상별(敎生， 敎師， 學生) 設問項目을 각자

작성하기로 하였고， 2次協議會에 서 는 각각 작성한 設問項目을 모아對象別 領域別로 設問

項目을 選定한 후， 各設問은 가능한‘限 陳述型을 피하고 選擇型으로 하고 答展는 肯定에서

否定으로 5개 청 도가 되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3次協議會에서 各設問과 탑지를 모아 검토

수정하여 확청지었다.

2) 敎育賢쩔生用

CD 敎育實習 전후에 변화가 없A리 라 생각되는 內容과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되는 內容의

17개 項目의 設問紙로 附屬國民學校에 서 敎育實習에 임할 때 調훌하였다(事前檢홉).

@ 敎育實習에 관계되는 全領域에 결천 92개 項目의 設問紙로 敎育寶習이 끝날 째 調훌

하였다(事後檢훌).

3) 敎師用

敎育實習 현황과 그 개션 방안‘ 수럽을 위한 敎師의 意見을 알아볼 수 있는 23개 項目의

設問紙로 敎育實習이 끝난 후에 調훌하었다.

4) 學生用

敎育實習r期間中 學生들이 經驗하고 느낀 일들을 알아볼 수 있는 20개 項팀의 設問紙로

觀育實習이 끝난 후에 調훌하였다.

5. 따究의 制限

보다 완벽한 빠究가 되려면 全國의 師範大學 敎育寶習生과 敎生을 指훨하는 敎師와 敬生

의 指훨를 받는 學生을 母集團오로 하여 全國의 敎育寶習 寶態를 究明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經濟的 • 時間的 • 地域的 여 러 與件이 不充分하여 서울大學校 師範大學과 그 附屬

學校만을 짧究對象으로 選定하였다.

lV. 結果 및 解釋

1. 敎育實習生의 意識構造

師範大學 入學을 결정한 시기， 師範大學 入學을 권유한 사람， 師範大學에 入學하게 펀

동기에 대한 敎生의 반응은 〈表 1>과 같고， 대부분의 敎生들은 예 III고사 이후에 성적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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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사범대학 입학 결청에 대한 반응

- 8 5 ~

----누二L
구 분

남 N=293 여 N=61 계 N=354
-

설 문 N % N I', % N %

-----------국민학교 6 2.0 l 1. 7 7 2.0
중학교 5 1. 7 3 5.1 8 2.3
고등학교 1학년 33 11. 5 9 15.3 42 12.1

결정시기 고동학교 2학년 8 7.8 2 3.4 10 2.9
고 3학년 1학기 33 11. 5 15 25.4 48 13.9
예비고사때쯤 44 15.3 8 13.6 52 15.0
원서제출시 158 55.1 21 35.6 179 51. 7

본인자신 138 48.1 29 49.2 167 48.3
부모의 권유 28 9.8 9 15.3 37 10.7

권유한사람 선생념의 권유 40 13.9 8 13.6 48 13.9
친지나 선배 11 3.8 2 3.4 13 3.8
성적에 따라 70 24.4 11 18.6 81 23.4

국가 사회에 공헌하려고 16.7 7 11. 9 55 15.9

입 학동기
적성에 맞고 안정한 직업 62 21.6 19 32.2 81 23.4
경쟁률과 커플라인이 낮아서 136 47.4 16 27. 1 152 43.9
부모 친지의 권유로 41 14.3 17 28.8 58 16.8

라， 경쟁율과 커플라인이 낮고， 敎職이 안청된 職業이기 때문에 師範大學에 업학할 것을

결정하고 었다.

師範大學에 입 학한 심 정 , 졸업후의 敎職從事 與否， 敎職에 종사않는다면 그 이유와 희망

직엽， 자신의 敎師寶質， 교직생활을 위한 敎育實習의 훨요성에 대하여 實習에 입할 때(사

전)와 寶習을 끝낼 때(사후)의 敎生의 생각을 lJ]교하면 〈表 2>와 같다.

敎育寶習을 통하여 師範大學에 입학한 것에 대한 생각은 찰했다가 43.0%에 서 63.0%로

늘어 났으나， 후회한다가 5.8%에서 11. 9%로 역 시 늘어 났다.

좋엽후 敎職 從事 여부에 대해서는 敎職을 天戰으로 알고 종사할 敎生은 19.4%에 서

17.8%로 줄어픈 반면 敎職에 절대 종사하지 않겠다는 敎生은 17.9%에 서 20.9%로 늘어났

오며 이것은 敎職이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敎職에 종사하지 않는 이유 중 두드러진 것은 敎職이 사회적으로 인청을 못 받아서이고，

희 망직 업 오로는 자유업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 12.2%는 보수가 많으면 어 떤 職業이

나 좋다고 하고 있다.

자신이 敎師餐質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생은 46.8%에서 56.5%로 늘어나고， 없다고 생각

하는 교생은 8. 7%에 서 8.2%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교직 생 활을 위해 서 敎育實習은 꼭 필요한 것 같다가 49.7%에 서 59.3%로 늘어난 것은

觀育寶習의 효과라 할 수 있지 만， 전혀 펄요없을 것 같다가 3.9% , 별로 펄요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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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실습에 엄할때와 끝낼때의 생각 비교

師 大 論 業 (2<r)

며넣~드프
λ}전 N=346 사후 N=354

N % N %

참 잘 했다 34 9.8 33 9.3

업학에대한심정
찰 해다 115 33.2 190 53‘7
그저 그렇다 177 51.2 89 25.1
매우 후회한다 2<r 5.8 42 11. 9

천직으로 알고 평생 종사 67 19.4 63 17.8

종 사 여 .lf- 인정받게 될 해 종사 141 40.8 163 46.1
종사하다가 전직 76 22 54 15.3
철대 종사 않겠다 62 17.9 74 20.9

사회적으로 인정 못받아서 109 31.5 91 25.7

종사않는이유
승진 기회와 장래성이 없어 78 22.5 65 18.4
경제적 대우가 낮아 65 18.8 62 17.5
적성에 맞지 않아 84 24.3 82 23.2

회사원 51 14.7 47 13.3

희 망 직 엽
일반직 공무원 88 25.4 54 15.3
차유엽 177 51.2 138 39.0
보수가 많으연 무엇이나 20 5.8 43 12.2

매우 풍부하다 48 13.9 57 16.1

고l 사 자 칠
좀 있는 펀이다 114 32.9 143 40.4
S생 법 하다 154 44.5 125 35.3
차질이 없다 30 8.7 29 8.2

꼭 필요한 것 같다 172 뼈 r‘ 210 59.3

질습의필요성
다소 훨요한 것 같다 131 37.9 93 26.3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30 8.7 37 10.5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다 13 3.8 14 3.9

가 10.5%로， 14.4%가 敎育實習에 否定的이 다.

기다 敎生의 意識構造와 관계았는 내용A로 敎生의 建議 사항 종 敎育實習을 선택으로

부과하고， 敎授들이 자주 實習現場을 방문하여 위로와 격 려를 해 주고， 實習手當을 支給하

고， 實習費의 일부블 음료수 대금 동으로 사용할 수 았도록 해 달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敎師의 建議 사항 중에는 大學에서 使命感이 나 敎戰觀 確立 敎育에 힘 써 주고， 敎育寶習을

敎戰 希뿔者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는 것 퉁이 포함되어 있다. 學生틀의 敎生에 대한 反應中

에는 선생넘우로서의 態度와 훌任感이 휘박하고 自身의 行動은 멋래로 하면서 교질에서만

선생남 같은 行動을 하려하고， 自身들은 寶習을 싫어하면서 학생이나 선생넘의 흉을 본다

는 것 퉁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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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敎職科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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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職科目에 대한 敎生의 반응을 종합하면 〈表 3>과 갇고， 그 중 10% 이상의 敎生이 반

응을 보인 것만 순서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表 3> 교직과목에 대한 반응

~ 구 분
질도습움에된가것장 실도된습움것에이 가장안 이장론이잘 현맞 이장는본에것이안， 현맞 필해수야로함 부것과

~ 는에것
~

과 -&- ~\ NI% NI% N1% N1% %
-

교L * 학 흔| 60 17.0 441 12.4

쩌혜펴써꺼 n
54 15.3 102 28.8

고L ι* 심 리 학 120 33.7 471 13.3 102: 28.8 591 16.7 105 29.7
학 교 와 지 역 사 회 27 7.6 116 32.8 7.1 87 24.6 33 9.3
고L * 철 학 34 9.6 36 10.2 4.2 64 18.1 60 17.0
고L 육 사 7 2.0 21 5.9 10 2.8 30 8. 5 12 3.4
고L 육 행 정 12 3‘4 42 11. 9 21 5.9 30 8.5 18 5.1
고ζ 육 과 정 49 13.8 23 6.5 371 10.5 23 6.5 59 16.7
생 활 지 도 47 13.3 9 2.5 521 14.6 15 4.2 75 21. 2
고l τ。r 평 가 10 2.8 14 4.0 20 5.6 13 3.7 24 6.8
시 청 각 고L 육 2 5.7 3 8.5 1 0.3 4 1. 1 16 4.5
도 서 관 학 - 3 8.5 2 0.6 4 1. 1 6 1.6
고L * 실 습 - 80 22.6

1) 實習에 가장 도움된 敎職科目

觀育心理學， 敎育學擺論， 敎育課程， 生活指導

2) 實習에 가장 도움되지 뭇한 敎職科目

學校와 地域社會， 敎育心理學， 敎育學觀論， 敎育行政， 敎育哲學

3) 理論이 現場에 찰 맞는 敎戰科目

敎育心理學， 生活指導， 敎育學擺論， 敎育課程

4) 理論이 現場에 가장 맞지 않는 敎職科目

學校와 地域社會， 敎育哲學， 敎育心理學， 敎育學擺論

、 5) 必須로 부과해 야 할 敎職科덤

敎育心理學， 敎育學擺論， 敎育寶習， 生活指導， 敎育哲學，敎育課程

敎育評價에 대한 敎生들의 반응은 6.8%이 며 , 이는 敎生이 寶習 중에 評價에 관한 문제

에 접해볼 기회가 적였기 해문일 것이다.

또 必須로 부과해야 할 敎職科目에 대한 敎師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敎育心理學(69. 6%)， 敎育寶習(65 . 2%)， 敎育評價(58. 0%)， 敎育哲學(54. 5%)， 生活指導

(53.6%) , 敎育課程(50. 9%)， 敎育學觀論(45 . 5%)， 視聽覺敎育(39‘ 3%)

各科 敎授法에 대해 서 65.6%는 도움이 되 었다고， 34.4%는 도움이 되치 않았다고 反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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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오며， 各科 敎授法 講義블 철저히 해주고 中 • 高校 敎材와 中 • 高校 敎育課程을 취곱

해 달라는 建議를 하고 있다.

敎職科目， 各科 敎授法， 實習校의 오리엔테이션 중 寶習에 가장 도움된 것은 各科 敎授

法(36 . 4%)， 寶習校의 오리엔테이션 (32 . 5%)， 敎戰科目 (7 . 1%)의 )1멍이 고， 24.0%는 3가지

모두 별 도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3. 制 度

敎育實習 실시에 적합한 學年， 적합한 時期， 적절한 期間， 적절한 方法， 敎師當 적절한

敎生數에 대 한 敎生과 敎師의 반응은 〈表 4>와 같다.

〈表 4> 제도에 대한 교생과 교사의 반응

~

--------설---------------문---- 구 분 고L 고l 사

-~~.-

~-----
N % N %

4학년 144 40.6 78 69.6

적절한실습학년
3학년 182 51. 4 27 24‘l
2학년 22 5.2 l 8.9
l학년 \ 6 1. 6 6 5.4

4rv 5월 119 33.5 20 17.9
5rv 6월 124 35.0 55 49.1

적 절 한 시 기 6rv 7월 52 14.7 18 16.1
9rv10월 28 7.9 10 8.9
10rv11월 31 8.8 8.0

{

l주 229 64.7 46 41.1

국민학교
2주 101 28.5 50 44.6
g이 22 6.2 5 4.5
4주 2 0.6 3 2.7

적 철 한 기 간 %π 108 30.5 4 3.6
aπ 137 38.7 17 15.2

중등학교 4주 85 24.0 60 53.6
5주 18 5.1 7 6.3
6주 6 1. 7 26 23.2

1기 에 마침 69.5 81 72.3
방 볍 271 로 나누어 실시 91 25.7 31 27.7

3기 로 나누어 실시 17 4.8

1rv3명 떼 38.7 67 59‘8

생 수
4rv6명 167 47.2 37 33.0

고l

7rv9명 35 9.9 8 7‘l
10rv15명 1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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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育寶習 실시에 적합한 學年

敎生 51.4%가 3학년， 敎師 69.6%가 4학년이 좋다고 하고 있A며， 그 이유로 敎生은 4

학년은 후業論文 준비로 가장 바쁜 때이므로 心理的 時間的 餘쩍가 없고， 大學課程에서 배

운 專門內容이 寶習에 크게 作用하는 것도 아니며， 敎職科目도 1，2，3學年에서 끝나버리는

것 등을 들고 있고， 敎師는 敎職 및 專攻 分野의 知識 習得後 理論的 바탕위에서 寶習이 이

루어져야하고， 연령이나 생활경험이 圓熟된 후에 寶習에 臨해야 하고， 學問的 )、間的 成熟

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2) 1年中 敎育實習에 適合한 時期

敎生은 35.0%가 5"-'6월 ， 33.5%가 4'-""5윌을， 敎師는 41.9%가 5"-'6월 ， 17.9%가 3 ，-...，4웰

을 들고 있고， 그 理由로는 敎生은 날싸가 볍지 않을 혜와 4학년에 서는 즈듀業論文 作成 時

期와 컵 치 지 않는 것을 들고 있고， 敎師는 實習校의 新入生이 學校에 익숙해 지 고， 學校가

安定되고 整備되는 時期와 날씨가 렵지 않을 때가 5，-...，6월이 라 하고 있다.

3) 適切한 敎育寶習 期間

敎生은 國民學校에서는 64.7%가 1週， 28.5%가 2週로 中高等學校에서는 30.5%가 2주，

38.7%가 3주， 24.0%가 4주로 反應하고， 敎師는 國民學校에서는 41.1%가 1주， 44.6%가

2주로， 中 • 高等學校에서는 15.2%가 3주， 53.6%가 4주， 23.2%가 6주로 反應하고 있다.

단， 國民學校 敎師의 52.6%가 國民學校에서의 寶習期間은 1주가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國民學校에서의 實習期間에 대하여 35.3%의 敎生만 現行 1주보다 긴 2주 이 상이 적 절하

다고 하고， 中等學校에서의 實習期間에 대해서는 69.2%의 敎生이 現行 4주보다 짧은 2,3

주가 적절하다 하고， 現行보다 긴 5，6주에는 6.8%만이 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現行의 實

習期間을 연장하자는 意見은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敎育寶習의 意義와 目的에 비추어

건설적인 의견￡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中等學校에서의 寶習期間을 단축하자는 意見은 비

록 그 수가 많을지라도 敎材없究， 學習指導， 生活指導 등이 어 렵고 生活이 고되기 때문에

과정만 마치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 適切한 敎育寶習 方法

敎生 69.5% , 敎師 72.3%가 1期에 全過程을 마치는 方法이 좋다고 하고， 그 理由로 觀

生틀은 集中的오로 寶習의 深度를 높이 고， 學生과 學校의 立場을 고려하는 것을 들고 있고，

敎師는 學校敎育에 支障이 적 고， 集中的 綠合的오로 實習하는 것이 했果的이 고， 學生들의

生活指導에 g差股c;>1 적고， 쉬 었다가 하면 指導의 體系가 흐트러지는 것 등을 들고 있다.

5) 實習校의 選定

78.3%가 本人의 意뽑、에 따라 選定되 었고， 實習校의 選擇 動機는 25.7%가 高等學校 敎

科內容을 다루고 짚어서이고， 34.5%가 中學校 敎科內容을 다루고 싶어서이다. 또 適切한

寶習校의 選定 方法에 대해 서는 59.3%가 本A의 意思에 따라， 35.6%는 寶習校別 A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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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과 實習校의 協議로 定하고， 寶習校 選定은 學科에서 協議하여 定하는 것이 좋다고 한

다.

6) 敎師當 適切한 敎!l:.數

敎生은 38.7%가 1"-'3명 , 47.2%가 4"-'6명 오로， 敎師는 59.8%가 1"-'3명 33.0%가 4"-'6

명으로 하고 있다. 질제 敎師의 66.6%가 6명 이하의 敎生을 指훨하였고， 18.8%는 10명 이

상의 敎生을 指專하였다. 또 學生들은 實習期間 中 가창 나봤떤 일로 敎生數가 많아 學校

가 시그L렵고 소란스러운 것을 들고 있다.

敎生數를 줄이 는 方案으로 敎師들은 附屬學校의 學級數를 增加시 키고(31. 2%) , 各科 A

員을 兩分하여 2期에 실시하고(30 . 4%)， 實習學校를 市中學校로 擬大하는 것(30 . 4%) 등을

들고있다.

4. 오리엔테이션

1) 大學의 오리맨테이션

大學의 오리엔테이션 內容에 대한 敎生의 반응은 〈表 5>와 같고， 時間에 대해서는 48.9%

가 1시 간， 37.9%가 2시 간의 적절하다고 하고， 寶輝方法에 대해서는 69.2%가 학과별로，

13.6%가 전체가 한자리에서， 13.6%가 질습교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다.

〈表 5>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에 대한 반응

~--- 구 분
도움펀 내용 포함되어야 할 내용

내 용 ---------- N % N %

실습중 주의사항 140 39.5 104 29.4
실습교의 현장 소개 21 5.9 99 28.0
교과지도 방법 48 13.6 142 40.1
교육실습의 의의 38 10.7 94 26.6
학급 근우 요령 3 8.5 19 5.4
주번 근무 요령 4 1. 1 6 1. 7
71 다 11 3.1 7 2.0

2) 實習校의 오리맨테이션

寶習校의 요리엔테이션에 대해서 77.1%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22.9%(81명 )는 도움

되지 않았다고 하며 도움되지 않은 이유는 敎生 자신이 관섬이 없어서 (80명)라 하고 있다.

寶習校의 오리 엔테 이 션온 學校마다 內容과 時間數가 다소 다르기 째문에 附中， 附女中，

附高에 결친 모든 내용 중 도움된 內容과 삭제해도 좋은 內容에 대한 敎生과 中等學校 敎

師의 반응은 〈表 6>과 같고， 첨가해 야 할 內容은 〈表 7>과 같다.

實習校의 오리엔레이션에 포함되어야 할 內容을 〈表 6>와 〈表 7>로부터 추출하면 CD 學
習指導案 作成法 @ 寶習錄 作成法 @ 學習指導 方法 @ 學級經營案 作成法 @ 學習目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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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실습교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에 대한 반응

%

20.1 63 17.8 11 11.8
8.2 96 27.1 8 8.6

63 17.8 32 9.0 4 4.3

127 35.9 21 5.9 6 6.5

13 3.7 92 26.0 25 26.9

5 1. 4 146 41. 2 43 46.2

3 0.9 204 57.6 45 48.4

106 29.9 46 13.0 10 10.8

98 27.7 19 5.4 9 9.7

217 61. 3 14 4.0 6 6.5

34 9.6 35 9.9 19 20.4

42 11. 9 16 4.5 9 9.7

96 27.1 25 7.1 4 4.3

146 41. 2 21 5.9 11 11.8

12 3.4 73 20.6 10 10.8

22 6.2 77 21. 8 22 23.7

18 5.1 90 25.4 41 44.1

21 5.9 98 27.7 21 22.6

31 8.8 138 39.0 31 33.3

21 5.9 163 46.1 30 32.3

20 5.7 79 22.3 34 36.6

삭제해도 좋은 내용

| 교사 N=93

I N I%

교생

N

도움된 내용

%

교생

부
ι

교육계획운영

교 무 운 영

생 활 지 도

학 습 지 도 법

상 당 실 활 용

국민윤리교육

새 마 을 교 육

학 급 경 영 안

학습목표설정

지 도 안 작 성

교육실습목표

실습주별계획

유 의 사 항

실 습 록 작 성

실습평가배점

특 활 반 운 영

학 적 부 기 록

출석기록동계

교 육 법 발 웨

문서관리작성

사 례 보 고 서

구

용내

〈表 7> 실습교의 오리엔테이션에 첨가해야 할 내용

--------二=~~~~ 쿠 분 고l 생 (354) 고l 사 (112)

내 용 --- N % N %~~

학 년 별 특 정 l 181 51.1 26.8
목 표， 시 설 소 개 44 12.4 30 26.8
시 청각기재사용 72 20.3 37 33‘0
지 s;. 고l 사 :::ιL- 52 14.7 8 7.1
기 타 5 14.1 7 6.3

設定方法 @ 實習生의 유의사항 @ 學校敎育 計劃 및 運營 @ 生活指導 @ 敎育實習 週別

計劃 @ 視聽覺 機材 使用法 등이고， 時間은 1項目當 1時間씩 배당하는 경우 10시 간이 소

요된다.

5. 敎科指導 및 學級動務

살지 수업에서 가장 곤란했던 事項들에 대한 敎生의 반응은 〈表 8)과 같고， 살지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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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8> 실지 수업에서 가장 곤란했던 것

師大論靈 (20)

~ 구 분
설 문 ←~

---• ~-----------
{도 입

단 계 | 전 개

정 리

시 간 조 정

판 서 정 리

내 용 전 달

지 명 방 법

개 인 차

교.펀 불 제 작

목표 달성 확인 R

질 문 처 리

곤란했던점

곤란했던
태 도

준비과정

남 (293)

N \

126
54

113

85
32
19
15
66
13
58
5

시선의처리 77
위치선정 I 64
음 성 I 104
복 장 I 31

두 발 l 17

지도안작성 ! 101

목 표 설 정 I 20
판서 내용 정리 I 31
교재연구 I 58
수업형태 I 63
교펀물제작 I 20

%

43.0
18.4
38.6

29.0 I
10.9 I
6.5 i
5. 1

22.5
4.4

19.8
1.7

26.3
21.8

35.5
10.6

5.8

34.5
6.8

10.9
19.8
21. 5
6.8

여 ffrξl뎌ljffr깐

뚫 | 혔; g l 1옳 l 3§;5

N

U5

m
2

퍼

27.9
8.2

16.4
3.3

21. 3

mM

%
ωm강n
mm

”u

m
ω7

-
없
m
ωm생
띠
야n

-
때
%
ωm
ω@
ωm
ω%
ω

/

。
。
FO

9
ι
QU

qu

1l

gu

nU

{
?i

4
<

QU

CU

。
。
-9Q

A
‘‘

。
u
”hu
CU

9
나

-----------------

Qu

nU

Q
]

A1

9Q

nJ

Q
“
9‘
-qu

q4

Q
ι

Q
ν

4
-
-
4
ι

η
i

Q
ν
Qu

q4

η
l

。
ι

r
ι

n
ι

1i

-
n
ι
q4

nJ

。
J

1i

u2

-7

m
많
3

19.7
3.3

11. 5
26.2
57.4
4.9

서 처음 도입 단계와 마지막 정리 단계가 곤란했고， 時間調整과 學生의 個人差의 고려가

어렵고， 목소리가 작거나 사투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준비 과정에서는 指導案 作成이 가

장 힘든다는 사질을 알 수 있다.

敎科指導 敎師의 指導能力은 매우 훌륭하고(39. 0%)， 능력이 있는 펀이고(41. 2%) , 敎科

指導 敎師에게 중요한 몇因은 원만한 A間關係(55 . 4%) ， 탁월한 指훨能力(27. 7%)， 탁월한

敎科知識(16'. 1%)의 순으로 指導能力이나 敎科쩌識보다 A間關係블 더 중시하고 있다. 敎

科指導 敎師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 학습자료 준비 조언 (44. 6%)， 천절 (20. 6%)， 교생

을 교사로 대우(12 . 7%)， 평가회 철저(10 . 7%) 등을 들고 있다.

學習指導案 作成에 대해서 대부분이 學習했果를 올리기 위해서 (53 . 1%)， 敎生의 任務이

고 義務이기 때문에(12. 7%) 檢훌後에 수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15. 0%) 작성해야 한다

고 하지만， 19.2%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指導案 作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단원설정의 이유 또는 단원의 개관(37. 3%)， 학습목

표(18. 5%)， 지 도내용 및 유의 점 (16. 4% ), 학습활동(13 . 0%)， 지 도과정 (10. 5%)의 순이 다，

잃

6

2

8

U
6

36. 1

9.8
3.3

13.1
27.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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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習指專案 it成에 대한 實習校의 실정은 附高에서는 細案 3부와 略案 10부를 작성하도

록 부과하고 있고， 附中과 附女中에서는 細案 1부와 略案은 실지 授業分의 것만 作成하도

록 하고 있어 이는 調整하여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實地授業에서는 46.0%가 週當 1，2時間， 19.5%는 5시 간 이 상의 수업을 하였으며, 이는

學科에 따라 다르고， 담임 근무 횟수와 더불어 敎生數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며， 적

절한 週當 授業時間數는 61.9%가 2"-'4시 간， 26.8%가 5"'7시 간으로 반응하고 있다.

敬科指導에 필요한 授業指導技術， 學習指導案 作밟， 學習目標 陳述 方法에 대해서는 〈表

9)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찰 배운 것 같다고 하지만， 授業指導技術에서 4.5%, 指導

案 作成에서 1. 7% , 目標 陳述 方法에서 6.8%는 否定的이며， 이것은 敎生의 무관심 때문

이라 생각된다.

〈表 9> 실습의 효과

펴좋~-구 분 수업지도기술 지도안작성 목표진술방법

N % N % N %

---------‘-

매우 많이 배웠다 143 40.4 134 37.8 102 28.8
꽤 배운것 같다 123 34.7 138 39.0 138 39.0
약간 배운것 같다 69 19.5 76 21.5 90 25.4
거의 배운것 없다 16 5.4 6 1. 7 24 6.8

學級動務面에서는 1學級에 배당되는 담임敎生이 10명 이 나 되어， 실지 주관하는 朝會·終

禮 횟수도 평균 2회 정도로 學級 學生과 접촉활 기회가 적어 學級動務는 주로 관찰로 끝난

다고 할 수 있다.

6. 敎育寶習과 指專敎師

敎育實習은 敎師들에게 새 수업 방법을 발전할 수 있고(43 . 8%)， 후진 지도의 보람을 찾

을 수 있고(36 . 6%)， 指導授業을 하게 되 어 지도능력의 말전을 가져 오는(12. 5%) 것 등의

이점을 주고 있지만， 교과진.도에 支障을 주고(81. 2%) , 業務量이 많아 곤란하고(58 . 0%)，

敎生이 指導한 內容을 선택적￡로라도 다시 지도해야 하는(97. 3%) 등의 어려움도 주고 있

다.

敎育實習이 學生에게 미진 영향에 대한 敎師의 반응은 〈表 10)에 서 와 같이 좋은점에 대

해서는 初 • 中 • 高校에서 크게 다르며， 나쁜점에 대해서는 大同小異하다.

가장 指導하기가 어려웠던 敎生오로는 使命感이 부족하고 태만한 敎生(50 . 0%)과 의욕과

열성이 부족한 敎生(36 . 6%)을 지적하고 있다.

敎育寶習에 관한 敎師의 建議事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갚다.

O 敎生數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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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0> 교육실습이 학생에게 미진 영향에 대한 반응

師大論靈 (20)

~내 =용~구~운 부국(19) 부여중(40) 부중 (28) 부고 (25) 계 (112)

N I % NI% NI% %

학습흥미흘 북돋는다 31 15.8 에이익셰31 이g 。 61 21.4 51 20‘0 28 25.(

좋
학교생활을 즐겁게 131 68.4 151 37.5 91 32.1 2 8.0 39 34.1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개선 21 10.5 7.5 2 7.1 41 16.0 11 9.1

학습 습관 향상 l 2.5 41 14.3 1 4.0 6 5.L

-c'。

학교 행사에 도움 51 12.5 141 50‘0 81 32.0 27 24. ]

성격 교정， 사회성 발달 91 47.4 3 7.5 91 32.1 2 8.0 23 20.1
정

학생 생활 지도가 잘 됨 5.3 1 2.5 2 1.1

기 타 2\ 10.5 2 5.0 4\ 16.0 8 7.1

학습태도해야 10 52.6 31 77.5 191 67.9 171 68.0 77 68.1

나 생활지도 곤란 11 57.9 181 45.0 131 46.4 14\ 56.0 56 50.(

학습흥마 상실 2 5.0 l 3‘6 51 20.0 8 7.]

1B:t’ 교생을 너무 좋아함 91 22.5 2 7.1 2 8.0 13 11.‘
이성 문제 야기 l 2.5 1 3‘6 41 16.0 6 5. ‘

정 학습 습관 저해 11 52.6 13 32.5 91 32‘ 1 61 24.0 29 25.!

기 다 2 7.1 1 4.0 3 2.~

。 指훌훌敎授의 적극적인 關心과 지원 몇뿔

。 師範大學에서 使命感 및 敎職聽 確ft 敎育에 努力해 줄 것.

O 敎師의 授業과 業務블 대신해 준다는 思考方式을 觸批로록

O 指훨敎師에 대한 禮義를 지킬 수 있도록 大學에서 事前 敎育 必몇

。 敎育寶習의 學點을 더 높게 책정

O 敎職 從事 希뿔者에게만 寶習 寶施

。 敎生室， 評價會 場所 등 附屬學校 施設 據‘充

。 敎生指導쭈當의 現實化(敎授 水準)

또 指導敎師에 관계되는 敎生의 建議事項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O 敎뽀의 자발적안 의사를 존중하고， 재량권을 부여해 줄 것.

。 학생지도 절대권 부여

。 실습록 간섭 배제

。복장간섭중지

。 평가의 눈오로 보지 말라

O 학생과 접할 기회와 면담 시간을 마련해 줄 것

7. 敎育寶習과 學生

敎育寶習 및 敎生의 敎科指훨， 觀生의 學級運營에 대한 學生의 반응은 〈表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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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1> 교생에 대한 학생의 반응

- 9 5-

-----------~ 구 분 1f- 국 부여중 1f- 중 1f- 그l 계

내 용 ~c-~- N --I· % N 1% N 1% N I % %

아주좋다 200 57.0 26 6.5 79 21.9 20 6.8 325 23.1
고l

좋다 115 32.8 132 33.0 150 41.6 63 21.4 460 32.7
생。I

그저 그렇다 20 5.7 202 50.5 81 22.4 135 45.8 438 31.1
오

싫다 16 4.6 35 8.8 29 8.0 62 21. 0 142 10.1
면

아주 싫다 5 1.2 22 6.1 15 5.1 42 3.0

고L
아주 잘 지도한다 뼈581 ω16. 5 26

6 이이익””qι1이이이」jj↑11

35 9.7 15 5.1 134 9.5

과
잘 지도한다 221 63.0 244 61. 219 60.1 145 49.2 829 58.9

지
별 것 아니다 21 6.0 37 9. 421 11.6 62 21. 0 162 11.5
형떤 없다 19 5.4 9 2. 16 4.4 25 8.5 69 4.9

도
다시 배워야 한다 32 9.1 84 21. 49 13.6 48 16.3 213 15.1

학
담엄처럼 능축하다 971 27.7 51 12.8 321 8.9 3.1 189 13.4

二겁l
열의는 었으나 서투르다 201 57.3 311 77.8 271 75.1 245 83.1 1028 73.1

운
열의는 없지만 잘 한다 451 12.8 20 5.0 32 8.9 9 3.1 106 7.5
열의도 없고 서투르다 8 2.3 16 4.0 16 4.4 27 9.2 67 4.8

영
전혀 우관심하다 2 0.5 10 2.8 5 1.7 17 1. 2

敎生이 요면 55.8%의 學生은 좋아하치만， 싫어하는 學生은 國民學生 4.6%, 附女中 學

生 10.0% , 附中 學生 14.1%, 附高 學生 26.1%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고， 좋아하는 이유

는 國民學生은 같이 놀아주고(35 . 3%)， 새 방볍으로 지도해 주고(32. 5%)， 中高等學生은 서

투르지만 열의가 있고(29 . 9%)， 새방볍3로 지도해 주기 (26 . 2%) 때문이고， 싫어하는 이유

는 선생넘 같지 않고(1 1. 2%) , 교생이 많아 학교가 시끄럽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

라한다.

敎生의 敎科指導에 대해서 68.4%는 찰 지도한다고 하지만， 15.1%는 선생님이1게 다시

배원야 한다고 하고 있A며， 실제 대부분의 교사(97. 3%)가 선택적오로라도 다시 지도해

주고 있고， 敎生의 學級運營에 대해서는 대체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우나， 6.0%는 열

의도 없고 서투르거나 전혀 무관심하다고 한다.

敎育實習으로 인한 자신의 生活態度는 37.8%가 좋아졌다고， 22.4%가 나빡졌다고 하며

나빠지는 學生에 대해서는 實習 1前後에 敎師의 지도가 특히 요망된다‘

敎育寶習 6로 흥미가 생긴 科目과 興味가 없어진 科目 및 그 理由를 分析하면 흥미가 생

긴 과목이나 없어진 과목 모두가 全敎科에 결쳐 있고， 그 理由는 敎科目쪽에 있는 것이 아

니라 敎生쪽에 있다. 즉， 興味가 생긴 科目은 열성적이고 쉽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능숙하

고 재미있고 다정하게 찰 가르치고， 실험을 많이 해 주는 敎生이 가르친 科目이고， 興味가

없어진 科目은 재미없고， 열성이 없고， 분위기가 딱꽉하고 지루하고 무질서하고， 지도방법

이 서투료고 허술하고， 어렵게 가르치고 체계가 없고， 설명이 어렵고 어물어물하고 표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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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고 악력이 없고 옥소리가 작은 敎生이 가르친 科目과， 지도교생이 많아 시간마다

교생이 바뀌는 科目이다.

敎育實習 中 좋았던 일과 나봤던 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좋았던 일

。 수업시간에 칭찬받거나 지명- 받을 때.

。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로 수업에 임하는 것.

O 다른 교수볍， 새로운 방법오로 수엽할 때.

O 선배로서의 충고， 형남이나 친구처럼 허심단회하게 대화하는 것.

O 공부하는 방법， 대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

O 상담역이 되어 주는 것.

O 과학과의 실험을 많이 해 본 것.

나했던 일.

O 교생이 너무 많아 산만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

。 펀파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만 시킬 때.

O 실력이 없어 설명이 부족하여 수업의 질 저하.

O 참관 교생이 잡담하거나， 잠자거나， 뒤에 앉은 학생의 공책을 들여다 보는 것.

O 수업중 복도를 교생이 저나다니고 분위기가 산만한 것.

O 지도교생이 자구 바뀌고 여러 사람이 가르치는 것.

O 배운 것의 질서가 없는 것.

O 선생념으로서의 태도와 책임감 결핍.

O 자신의 행동은 멋대로 하면서 선생넘언 척 하는 것.

O 자신은 실습을 싫어하면서 학생이나 선생남의 흉을 보는 것.

。 반말로 함부로 하는 언어불량.

O 복장의 문제， 특히 여교생의 노출과 화려한 옷차립.

V. 結論 및 提言

1. 結 論

1) 敎育實習生의 意웅앓構造

敎生의 66.7%가 예비고사 이후에야 師範大學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고， 11.9%가 師範

大學에 入學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20.9%가 교직에 절대 종사하지 않겠다고 하며， 12.2%

가 보수만 좋오면 어 떤 職業이 나 좋다고 하고， 14.4%가 敎育實習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고， 19.2%는 學習指導案도 作成할 必要가 없다고 하고， 69.2%가 中等學校에서의 實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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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間은 단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바로 意識機造의 問題性을 대변하는 것이다.

2) 敎職科目

펼수로 부과해야 할 敎職科目은 敎育心理學， 敎育學擺論， 敎育寶習， 生活指導， 敎育哲學

敎育課程， 敎育評價이고， 各科 敎授法 內容에 中等學校 敎育課짧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옮IJ 度

CD 寶習學年은 生活經驗이 나 學問이 원숙되 는 4학년이 좋지 만 쭈業論文 作成을 우선우로

할 염려가 있다.

@ 寶習時期는 實習校의 新入生이 학교사정 에 익숙해지고 날씨도 렵 지 않은 5""6월이 좋

다.

@ 寶習期間은 敎育實習의 意義와 目的에 비추어 8주 이상이 바람직하겠우나， 현재의 교

육 여건하에서는 國民學校 l주， 中等學校 4주로 현행 期間이 좋다.

@ 寶習方法은 實習의 效果블 높이고 實習校의 여 러 가지 問題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았

는 1期에 전과정을 마치는 현행 方法이 좋다.

@ 實習校의 選定은 敎生의 희망에 따르면 가장 좋겠오나， 이것은 한 쪽으로 편중되기

쉬우무로， 實習校別 A員은 大學과 實習校가 協議하여 정하고 實習校選定은 學科에서 協議

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이 때 敎生의 希뿔과 일치하지 않을 째에는 事前에 이해를 시키논

것이 필요하다.

@ 敎師當 敎生數는 1주에 4""5시 간의 授業을 할 수 있도록 5명 이하가 적절하다.

4) 오리엔테이션

@ 大學의 요리엔테이션은 時間보다 內容에 重點을 두어 寶習中의 유의사항， 寶習의 塵

義와 目的 등에 관해서는 전체가 한자리에서 실시해도 좋지만， 敎科指鐘 方法， 寶習校의

現場 紹介， 中等學校 敎育課程 등은 學科別로 실시하여야 한다.

@ 實習技의 요리엔테이션은 2일간의 걸쳐 10:시 간 정도로 하고 다음과 갚은 內容을 포함

시켜야 한다.

기. 寶習中의 留意事項

L. 實習錄 作成方法

C. 學習指導案 作成方法

2.. 敎育目標 設定方法

디 • 學級經營案 作成方法

1:1. 쩔훌校 敎育計劃 및 運營

λ. 生活指훨

。. 寶習 週別 計劃

A. 視聽覺機材 使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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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敎科指導 및 學級動務

敎科指導와 學級動務는 敎育實習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실제 敎生數가 너무 많아

46.0%가 1주일에 1 ，2시 간의 수업을 하고， 朝會 。 終禮는 實習中 평균 2회 정도 주관하는

실정이다.

學習指훨案은 實習을 통해 指導案 作成法과 目標陳述의 훈련을 위해 細案 2부와 略案 8

부는 義務的오로 작성하도록 부과해야 할 것이다.

6) 敎育寶習과 指導敎師

敎育實習으로 敎科進度에 지장이 있고， 敎生이 지도한 內容을 다시 지도해야 하고， 學生

生活指導가 어렵고， 敎職을 기피하는 敎生에게도 學習指導案 作成 指훨， 實習錄 점검， 指

導授業 실시 , 敎生수엽 참관， 授業評價 • 助言 등을 해 야 하는 業務量 과다로 敎師는 정신

적 • 육체적 고충을 겪고 있오며， 師範大學에서 敎戰科目 講義를 통해 使命感을 부여해 줄

것을 비-라고 있다.

7) 敎育寶習과 學生

敎育實習을 통해 學生들은 새로운 敎授法을 접해 보고， 젊은 敎生과 대화도 하고， 열의

있는 지도도 받는 등 얻는 것도 많지만 學習態度가 해이해지고 분위기가 산만하고， 學習內

容의 體系가 확럽되지 않고， 敎生에 따라서는 敎科가 싫어지는 것 등의 앓는 것도 많은데，

앓는 것의 정도는 高等學校에서 더 심하다.

2. 提 릅

以上의 %究 結果로부터 보다 나은 敎育實習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提言한다.

1) 敎師當 配當 敎生數를 줄여 야 한다.

敎生數기- 많오면 指導敎師의 業務量이 많아지 고， 敎生의 實-地 授業 時數가 적 어 觀察 寫

主의 寶習 o로 되고， 學校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學習의 效果가 적고， 敎生의 動態 把握。1

어렵다.

敎生數를 줄이는 方案으로는 附屬學校의 學級數를 增加시 키 거 나， 各科 )、員을 兩分하여

2期에 나누어 實施하거나， 實習學校를 市中學校로 據大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實習時期와 후業論文 作成時期가 一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후業論文作成을 手先

으로 하고 實習을 等閒視한다-

3) 指導敎師의 敎生指導手當을 大學講師料 水準￡로 ~I上 現實化하여야 한다.

實習校에서의 敎育實習生에 대한 指導는 그 課業의 本質上 師範大學生들에게 敎育에 관

한 機能的 知識과 寶際的 技術을 直接的 6로 指導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을 담당하는

指導敎師는 그 zp.常業務에 더하여 專心的인 大學生 指導를 담당하게 되으로 이에 대한 合

當한 報慣策이 講究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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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學에서 敎職科目 敎育을 彈化하여 使命感과 敎職觀을 바료게 심 어 주어 야 한다. 特

히 敎戰科目 中 敎育心理學， 敎育學擺論， 敎育實習， 生活指響， 敎育哲學， 敎育課程， 敎育

評價는 必須로 願課해야 할 것이다.

5) 各科 敎授法 時間에 各級學校 敎育課程을 取鼓하여 주고， 附屬學校 各科 敎師의 協力

εL록 各級學校 敎材內容과 指導方法에 대한 充分한 指導가 있어야 하겠다.

6) 寶習期間 中에도 敎授의 계속적인 指導가 必몇하다.

敎生들이 敎授의 指훨를 훨求하고 있고， 大學을 떼냐 있기 때문에 • 敎授의 指훨 限界블

벗어 나 바람직하지 못한 行動이 /나타날 수도 았다.

7) 實習校의 敎育實習 指針書는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內容만을 包含하는 간단하고 명료

한 것이어야 한다.

훌및成 敎師나 알아야 할 많은 事項을 너무 빈틈없이 收錄하면 敎育寶習 指針書가 아니라

敎師의 參考書가 되기 렵다.

8) 實習校의 施設을 확충해야 한다.、敎生이 寶習하기에 불펀이 없도록 敎生을 위한 시설

이 마련되어 야 寶習의 했果도 증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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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ervised Teaching

Lee, Sang-ik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eaching prilCtice in all its aspects andsuggest the

improvement of it.

. In order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teaching practice, the questionaires including

152 items were given to 817 persons; 354 student teachers of C.O.E. , S.N.D. , 112 teac

hers and 351 students of the Attached Schools (Elementary, Boys' and Girls'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s).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the questionair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tents

as follows: (1) the thoughts of student teachers on teaching (2) education (3) practice

system (4) orientation (5) teaching lessons and class management (6) the relation of

teaching practice and teachers (7) the relation of teaching practice and students.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dure, the conclusion was reached based on the

contents from (1) to (7)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e. Consequently

the eight suggestions are mad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each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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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屬修한 敎職科目은?

CD 敎育學擺論，@ 敎育心理學，@ 學校와 地域社會，@ 敎育哲學，@ 敎育史，@ 敎育

行政，CiJ 敎育課程，@ 生活指導，@ 敎育評價，@ 視聽覺敎育，@ 圖書館學

2. 가장 도움된 敎職科目은?

1짧 問項과 同一함.

3. 寶習에 가장 도움되지 못한 科目은?

1짧 問項과 同一함.

4. 現場과 一致되는 科目은?

1짧 問項과 同i함.

5. 現場과 不一致 科目은 ?

1짧 問項과 同一함.

6. 必須로 부과해야 할 科目은?

1짧 問項과 同一함.

7. 各科 敎授法이 敎育實習의 頁斷度는 ?

CD 매우 도움이 되었음，@ 약간 도움이 되었음，@ 別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 전혀 •

도움이 되지 않았음.

8. 敎育實習中 가장 有益 했던것은?

CD 敎職科目，@ 各科 敎授法，@ 附屬學校 오리엔테이션， @ 3가지 별로 도움이 안되 었

.Q.
p.

9. 適當한 敎育實習. 學年은 ?

CD4學年，@3學年，@2學年， @ 1學年

10. 適切한 寶習 時期는 ?

CD 4""5月 ， @ 5""6月 ， @ 6""7月 ， @ 9""10月 ， @ 10""11月

11. 適切한 敎育寶習 期間은 ?

國民學校

CD1週，@2週，@3週，@4週

中·高等學校

CD2週，@3週，@4週，@5週，@6週

12. 適切한 敎育寶習 方法은 ?

CD1期에 全過程 實拖， @ 2期로 나누어 實拖， @ 3期로 나누쩌서 實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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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實習學校의 選擇方法은 ?

CD 本A의 意思，® 敎授의 指定，@ 大學의 配定，@ 寶習學校의 몇求，@ 其他

14. 寶習學校흘 本A이 選擇하였다면 그 理由는 ?

CD 高校生을 指導하고 싶어서，® 中學生을 指導하고 싶어서，@ 先콤칩의 추천，@ 敎授

의 추천，@ 연고관계

15. 適切한 實習學校의 選定 方法은 ?

@ 配當A員은 大學과 寶習校와 協議에 依하여 定하고 寶·習校 選擇은 學科에서 協議에

依하여 定함，® 本A意思、尊重; @ p용績에 따라，@ 大學 任意로

16. 指導敎師 當 適當한 敎生數는 ?

CD 1"'3名 ， ® 4"'6名 ， @ 7"'9名 ， @ 10"'15名

17. 實習中 敎授의 關心度는 ?

@ 매우 갚음，® 높은 펀엄，@ 약간 관섬 있음，@ 약간 관심 없음，@ 거의 關心 없음

18. 大學의 오리엔테이션 時間온?

CDl時間， ® 2時間， @ 3時間， @ 4時間， @ 없었다

19. 大學.의 오려엔테이션 I쳐容은 ?

CD 實習中 一般的얀 품意事項，@ 寶習學校 紹介，@ 敎科指導方法，@ 實習의 意、義，@

動務훨領，@ 週짧動務훨領

20. 大學의 오리엔테이션 寶施方法은?

@ 學科別로，® 文 •理科別로，@ 全體的으로，@ 寶習學校別로

21. 適切한 大學 오려엔테이션 寶施方法은?

CD 學科別로，® 文 •理科別로，@ 全體的으로，@ 實習校別로

22. 大學 오리엔헤이션의 效果는?

@ 크게 도움이 펌，@ 약갚 도움이 됨，@ 別로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23. 大學 i려엔테 이션중 도움준 內容이 있다면 ?

CD 寶習中 주의 할 點，@ 寶習校 소개 ,@ 敎科指導方法，@寶習의 意義，@ 學級動務

흉흉領，@ 週짧動務몇領， (J) 其他

24. 大學의 오리엔테이션中 도움이 안 된 理由는?

@ 實習學校의 實態파악 不充分，@ 흉흉式行寫에 不過함‘，@ 오리엔테이션 時間이 不足했

다，@其他

25. 大學 오리엔테이션 所몇時間은?

CD1시 간， @ 2시 간， @ 3시 간， @ 4시 간

26. 大學 오리엔테이션中 追加될 內容은?

CD 질습중 주의 사항，® 설습교 소개，@ 敎科指導方法，@ 寶習의 意義，@ 動務(學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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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領，@ 週짧動務흥§領， W 其他

27. 寶習學校 오리엔테이션의 效果는?

CD 큰 도움이 되었음，@ 약간 도움이 되었음，@別로 도움이 안 되었음，@ 전혀 도움

이 안되었음

28. 實習學校의 오리엔테이션이 도움이 된 點은?

CD 歡育計團l 및 運營，@ 敎務連營，@ 生活指導，@ 學習指導方f용，@ 相談室 活用，@

國民倫理敎育， W 새마을 敎育，@ 學級經營案 作成，@ 學習目標 設定方法，@ 學習指

導案 作成方法，@ 敎育實習目標，@ 敎育實習 週別計置I， @寶習生의 留意事項，@ 敎

育寶習錄 作成方法，@ 敎育實習 評價配點，@ 特活班 運營，@ 生活記錄權 記錄方法，

@ 出席繹 記錄 및 出席緣計 作成方法，@ 敎育法 및 敎育公務員法 발훼 ,@ 公文書 管

理 作成，@ 事f헤j 昭究 報告書 作成法

29. 寶習校의 오리엔테이션이 別 도움이 안 된 理由는?

@ 內容食弱，@ 形式的，，@ 指導敎師의 誠意不足，@ 敎生의 無關心

30. 寶習校의 오리엔테이션 內容中 倒除되어야 할 內容은?

28짧 問項과 同一함.

31. 實習校 오리엔태 이 션 內容에 追加할 것은 ?

@ 學年別 學生의 特徵，@ 敎育目標 및 施設紹介，@ 視聽覺機材使用法，@ 指導敎師의

具體的인 紹介，@ 其他

32. 寶習校 오리 엔테 이 션 時間과 內容은 ?

時 間

@ 많다，@ 적절하다，@ 不足하다

內 容

Q) 많다，@ 適切하다，.® 不足하다

33. 寶習校의 寶習計劃은 ?

@ 適切함，@ 比較的 適切함，@ 適切하지 못함，@ 아주 適切하지 못함

34. 寶習校의 實習指針書의 活用은 ?

@ 매우 빈번했음， @ tt較的 반번허，@ 가끔 活用했음，@ 거의 活用 안 했음

35. 寶習校 實習指針書 內容은 ?

@ 꼭 必愛한 內容임，@ 必훨한 內容도 조금 있음，@ 不必홍§한 內容이 大部分엄，@

전혀 不必몇함

36. 寶習指針書中 빼除해도 좋은 部分은 ?

CD 敎育計畵u 맞 運營，@ 敎務運營，@ 生活指導，@ 學習指導方法，@ 相談室 活用，@

國民倫理敎育， W 새마을 敎育，@ 學級經營案 作成，@ 學習目標 設定方、뿜，@ 學習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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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훌案 作成方法，@ 敎育寶習目標，@ 敎育實習週別 計劃，@ 寶習生의 留意事項，@ 寶

習錄 ff成 方法，@實習評價 配點，@ 特活班 運營，@ 生活記錄擺 記錄方法，@ 出席驚

記錄 및 出席統計 作成 方法，@ 敎育法 및 敎育公務員法 발춰I]， @ 公文書管理 作成，@

事例없究報告書作成法

37. 敎育寶習 指針書에 追加할 內容은 ? (

38. 指導敎師의 指導授業 內容은 ?

@ 大端히 有益，(ID 약간 參考가 됨，@ 別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오히려 나쁜 影響

39. 授業中 困難을 겪은 段階는 ?

@導入，(ID展開，@整理

40. 學習指導 過짧中 困難했던 點은 ?

@ 時間調整，(ID 板書，@ 內容傳達，@ 指名方法，@ 個A差， @ 敎願物，(]) 目標到達

與否確認，@ 質問處理

41. 授業中 態度에 困難했던 點은 ?

@ 視線處理，(ID 位置選定，@ 륨聲，@ 복장，@ 頭髮

42. 授業準備 過程에서 困難했던 點은 ?

CD 指導案作成，(ID 目標設定，@ 板書內容整理，@ 資料魔集，@ 授業形態，@ 敎廳物作

成

43. 指導敎師의 指導能力은 ?

CD 매우 흘륭함，(ID 能力이 있음，@ 그저 그렇다，@ 能力이 없다

44. 指導敎師에 게 重휠한 點은 ?

CDA間關係， (ID 知識，@ 指導能力，@ 其他

45. 指導敎師에게 몇請하고 싶은 것은 ?
CD 評價會 微底，(ID 親切，@ 參顆微底，@ 資料準備助름，@ 敎生을 敎師로 待遇，@

其他

46. 授業中 -學年 學生의 態度는 ?

CD 好意的이고 積極的임，(ID 多少 好意的이고 積極的엄，@ 別로 關心이 없음，@ 敵對

的암

47. 授業中 二學年生들의 態度는 ?

46짧과 項目이 同-함.

48. 指導案은 몇 짧 作成했나?

細 案

CD1먼 ， (ID 2벤 ， @ 3번 ， @ 4먼

略 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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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1"'3먼 ， @ 4"'6먼 ， @ 7"'9먼 ， @ 10먼 以上

49. 指導案 作成에 對한 意見은 ?

CD 敎生의 任務이 무로 作成해 야 한다.@ 檢훌를 받고 授業에 臨해 야 하기 때문에 作成

해야 한다.@ 學習쳤果向上을 寫해 自發的오로 作成해야 한다.@ 指導案 없이도 授業

할 수 있어 作成할 必몇가 없다.

50. 指導案 作成時 雖點은 ?

CD 單元 設定의 理由，@ 學習目標，@ 指導內容 및 指導上의 留意點，@ 學習計劃，@

學習活動，@指導過짧

51. 授業은 週當 몇 時間 했냐?

CDl시 간， @ 2시 간， @ 3시 간， @ 4시 간， @ 5"'10시 간

52. 授業은 週當 몇 時間 程度가 適當 한가 ?

CD 2"'4時間， @ 5"'7時間， @ 8"'10時間， @ 10時間 以上

53. 朝·終禮는 몇 번 主숍했냐?

횡~ 會

CDl번 ， @ 2번 ， @ 3번 ， @ 4번 ， @ 5번 以上

終 禮

CDl벤， @ 2벤 ， @ 3번， @ 4벤 ， @ 5먼 以上

54. 學級經營의 難點은 ?
@ 學生動態，@ 姓名暗記，@ 學級事務，@ 時間不足，@ 週짧活動，@ 朝 • 終禮， (j)

i좁歸指導， @ 餘R탱善用

55. 生活指홉의 困難했던 點은 ?

CD 學生과 거 려 감，@ 特別活動，@ 校外指導，@ 缺席， 週刻團束

56. 指導敎師의 指導能力은 ?
CD 애우 혼륭하다，@ 能力있는 便이다，@ 그저 그렇다，@ 能力이 없다

57. 指導敎師에 게 훨請 事項은 ?

( )

58. 敎輔物 製f'f 活用 程度는 ?

CD 먼벤했다，@ 꽤 活用했다，@ 가끔 活用했다，@ 活用 얀 했다

59. 敎醒~ 製作者는 ?

@ 學生，@ 敎生，@ 敎師，@ 製作專門家

60. 實習을 通해 授業指導 技術픈 ?
@ 많이 배웠다，@ 배운 것 같다，@ 약간 배운 것 같다，@ 배운 것이 없다

61. 寶習을 通해 學習 指導案 作成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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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먼과 同一함.

62. 實習을 通해 目標 陳述方法은 ?

60벤과 同一함.

63. 實習을 通해 授業指導技術， 指導案作成， 敎援目標 陳述 以外에 배운것은 ?

@ 매우 많았다，@ 꽤 있었다，@ 약간 있없다，@ 거의 없었다.

64. 實習을 通해 特허 배운것은 ?

CD 學生理解，@ 學級經營，@ 敎務一般，@ 相談技術，@ 特活指導，@ 諸般帳짧作成

65. 배운 것이 없다면 그 理由는?

@ 自身의 準備不足，@ 指筆敎師의 誠實不足，@ 平素 關心이 없어서，@ 與件 助成 不

充分

66. 實習後 敎職에 對한 생각은 ?

@ 훌륭한 專門職이라平生 奉職하겠다.@ 다소 애착이 생겼다.@ 별다른 생각이 없다.

Q 애착이 더 없어졌다.@ 애착을 전혀 가질 수 없다.

67. 實習後 學生에 對한 애착이 생겼는가 ?

CD 깊이 생겼다，@ 생긴 것 같다，@ 별로 생긴 것 갈지 않다，@ 전혀 생기지 않았다

68. 實習 前 • 後에 敎t홉에 서 의 態度變化는 ?

@ 크게 있었다，@ 약간 있었다~@ 별변화가 없었다，@ 전혀 변화가 없었다

69. 實習中 敎生들의 學生 指導에 對한 熱意는 ?

@ 아주 열심히 가르쳤다，@ 꽤 誠意가 있는 便이었다，@ 別로 誠意가 없었다，@ 전

혀 誠意가 없었다

70. 寶習後 敎生들의 生活態度 變化는 ?

CD 安定되고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별로 좋아 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빠졌

다，@ 매우 나빠졌다

71. 實習中 敎生들의 言行에 對하여는 ?

@ 매우 좋았다，@ 꽤 갖추어진 펀이다，@ 別로 만족치 못하다，@ 매우 좋지 않았다

72. 寶習中 他 敎生와 資勢에 대한 생각은?

@ 단정하고 安定感이 있다，@ 그런대로 좋았다，@ 別로 滿足스려운 것이 못 되었다，

@ 좋지 않았다

73. 바럼 직한 敎生像은 ? (]順序릎 써 라)

@ 意愈的이고 熱誠的인 敎生，@ 指示에 )1煩應하고 授業 잘 하는 敎生，@ 準備를 찰 하

고 兒童을 사랑하는 敎生，@ 敎育의 使命이 투철하고 動敏한 敎生

74. 바람직 하지 못한 敎生은 ?

@ 의욕과 열성이 부족한 교생，@ 수업기술이 부족하고 지시를 어기는 교생，@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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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흡하고 兒童의 A格을 무시하는 敎生，@ 使命感이 不足하고 태만한 敎生

75. 師大入學한 것에 對한 現在 必1좁은 ?

CD 참 찰 했다고 생각한다，@ 찰 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매우 후회한다

76. 즈뷰業後 敎職종사 如否는 ?

@ 天職으로 알고 平生 敎職에 종사，@ 經濟的 社會的 待遇를 받을 때 ,@ 敎職에 종사

하다 적당한 機會에 轉職，@ 敎戰에 종사 안 하겠다

77. 후業後 敎戰에 從事 안 한다면 그 理由는 ?
@ 社會的 認定을 못 받아서，@ 昇進 機會가 적고 장래성이 없어서，@經濟的안 대우가

낮아서，@敎職이 適性에 맞지 않아서

78. 후業後 敎職에 종사 안 할 경 우 希뿔職種은 ?

@ 會社員，@ 一般職公務員，@ 自由業，@ 보수가 많은 직엽이면 무엇이나

79. 여러분 自身은 敎師로서 資質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CD 資質이 豊富하다，@ 資質이 좀 있는 편이 다，@zr:凡하다，@ 適↑生얘 맞지 않고 資

質도 없다.

80. 어떤 각오로 實習에 臨 했읍니까?

@ 師大 敎育課程의 -部임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가르치겠다，@ 好奇心이 냐며 學點도

따야 하묘로 열섬히 하였다，@ 적당히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압했다.

81. 實習後 마음의 狀態는 ?

@ 安定되었다，@ 시원하다，@ 그저 그렇다，@)$(;績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스렵다

82. 敎師 沒害U에 對한 社會的 待遇는 ?

CD 社會的으로 認定받고 있다，@ 多少받고 있다，@ 별로 옷받고 있다，@ 전혀 못받고

있다.

83. 敎師가 現在 經濟的으로 어 떤 待遇플 받고 있는가 ?

@ 經濟的으로 높은 水準이다，@ 보통 程程이다，@ 別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生活 維持가 어려운 程度다.

84. 敎戰生活을 寫해서 敎育實習은 ?

CD 꼭 必、몇하다，@ 다소 必훨할 것 같다，@ 별로 必훨 없다，@ 전혀 펄요 /없다.

85. 學生들이 自身을 어떻게 對했다고 생각하나?

@ 좋은 先生념으로，@ 아는 사람 程度로，@ 學生￡로，@ 친구로

86. 優秀 敎師가 敎育을 擔當할 수 있는 方法은 ?

@ 經濟的 o로 安定，@ 動務條件 改善，@ 社會的 대우，@ 授業時間과 學級當 學生數

감축

87. 敎師는 知識 傳達外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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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寶習을 通하여 애로접을 重몇度에 따라 1, 2, 3 2.-로 表示 하시요.

CD 敎課課程에 익숙치 못했다，(ID 理論이 實際에 活用이 안되었다，@ 寶習校 方針에 따

라 心理的 壓追이 있었다，@ 學級經營 其他 敎育技術 習得에 소홀했다，@ 敎具fF成에

素質이 없었다，@ 學生과의 關係가 원만하지 못했다， (j) 指導敎師가 블에 박한 敎師像 ’

을 만들거에 급급했다，@ 施設 敎具가 不足했다，@ 時間的 餘찍;가 없었다，@ 事~J 1iJ￥

究가 形式的이었다.

89. 敎育實習을 끝낸 所感은 ?

@ 期間이 짧은 것 같다，(ID 學生과 헤어지기가 싫다，@ 敎師와 헤어지기가 싫다，@

후련하다，@ 期間이 걸고 지루한 느낌이다

90. 寶習에 關하여 大學測에 建議하고 싶은 것은?

91. 實習에 關하여 實習校에 建議하고 싶은 것은 ?

92. 敎育實習에 關해 其他 改善해 야 할 點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