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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문교과 교육 실습생의 지도 역을 구안하고, 이 지도 

역의 요도에 한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인식 수 을 비교하고

자 하 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문교과 교사의 교육실습 지도 역을 구안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다. 문헌 고찰과 문가 검증을 통해 공업계열 

문교과 비 교사 교육 실습 담당 지도 교사의 지도 역을 구안하고,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이 역에 한 요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교육 실습생에게 지도해

야할 지도 역으로는 7개 역, 17개의 역, 85개의 세부 지도 역으로 나타

났다. 특히 문가들은 비교사에게 교사의 가치   인성 형성 역이 추가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으며, 학교 업무와 련된 역은 교육 실습 지도 교사

가 지도할 역으로 그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 다.

둘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 ‘수업 활동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이 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교육활동 지원 역’과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은 상 으로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교육 실습생은 체 으로 모든 역의 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 문

성 향상 역’, ‘수업 활동 역’의 요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 모두 요하다고 인식하는 지도 역은 

‘수업 활동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

이었다. 반면 교육 실습생은 요하게 인식하지만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상 으

로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역은 ‘ 문성 향상 역’이었다.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교육 활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은 두 집

단 모두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 다.

주제어 : 교육 실습, 교육 실습 지도 교사, 교육 실습생 지도 역, 비 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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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교육 실습은 학과 교원 양성 기 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교사 후보자에게 실무에 

종사하면서 찰, 참가 그리고 실제 수업을 통해 학과 수업-생활 지도-학  리 등의 교육 

실무를 구체 으로 체험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실습은 지 까지의 이론 학습으로 

배운 교육 철학과 이념, 그리고 학습  생활 지도 등의 기술을 실제 학교 장에서 교육 

경험을 통해 확인해 보는 교사 훈련으로서의 최종 단계이다(김형태, 2003). 이런 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습이 사려 깊게 통제되거나 지도되어지는 경험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으

며, 효율 으로 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 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Kuehhl, R., 1984; 김

진, 1997; 황윤한, 2007).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교육 실습에 한 양 , 질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연구 상이 특수교육, 유아교육의 비교사들로 치 되어 있으며, 등교육

의 경우 특정 과목(사회, 체육 등)의 비교사를 상으로 진행한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엄미리,엄 용, 2010; 이규녀, 김소연, 박기문, 2011).

유· 등 교사  등단계 보통 교과 교사와는 달리 공업계열 문교과 교사는 공에 

한 문 지식 뿐만 아니라 산업 장 실무 교육에 필요한 능력들의 함양도 요구된다. 따

라서 공업계열 문교과 비교사는 교육 실습을 통해서 학에서 습득할 수 없는 이론 수

업과 실습 수업에 두루 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역량을 배워야 

하며, 실습장 조직  리, 산학 력 련 역량, 취업  진로지도에 한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업계열 문교과 비교사의 교육 실습은 교육 실습생의 비 부족, 

교육 실습 로그램의 행  운 , 짧은 교육 실습 기간, 그리고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 미 정립 등에 따른 체계 인 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교육 실습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이 민, 2013). 따라서 비 교사들에게 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해서는 체계화된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문교과 비교사의 교육 실습을 담당하는 지도 교사 역할의 

이정표가 되는 교육 실습생 지도 역을 구안하고, 이 지도 역에 한 교육 실습 지도 교

사와 교육 실습생의 요도에 한 인식 수 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을 밝 내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실태를 악하여, 공업계열 

문교과 비 교사 교육 실습 담당 교사들의 역할 인식  련 역량 제고를 한 로그

램 개발과 운 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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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문교과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과 이에 한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인식을 비교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구안된 공업계열 문교과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지도 역은 타당한가?

둘째, 구안된 공업계열 문교과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지도 역에 한 요도는 어떠

한가?

셋째, 공업계열 문교과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지도 역에 한 요도에 해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

우리나라의 등단계 교원 양성 과정에는 사범 학, 교육 학원, 일반 교직과정이 있으며 

공업계열 문교과 교사 양성 한 동일하다. 그러나 공업계열 문교과 교사 양성은 주로 

사범 학에서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학원  일반 교직과정의 경우 양성의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그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사범

학의 교육실습생을 상으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교육 실습생은 사범 학을 통하

여 양성된 비교사를 의미하며 일부 결과는 교육 학원  일반 교직과정의 이수한 교육 

실습생의 인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Ⅱ. 이론  배경

1. 교사의 직무 수행 기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은 교사 직무에 한 상세한 기술로 특정한 직무 역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인 책임,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은 비 교사, 

임 교사, 경력 교사 모두에게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가 무엇이며, 어떤 지식이 필요

한지에 한 분명한 기 과 기 를 제공해  수 있다. 그러나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활용

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직무 수행 기 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한국교

육개발원, 2005). 

첫째, 비 교사를 한 양성 로그램 개발에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임 교사들을 한 입직 로그램 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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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역 업무 내용 세부 기 수

1. 수업 활동

1. 수업계획  비 9

2. 수업 개 6

3. 실험․실습 지도 6

4. 수업 평가 4

2. 학생 지도  학  경
1. 교과 외 학습지도 5

2. 공 동아리 활동 지도 4

<표 1> 특성화고등학교(舊 문계고등학교) 문교과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안)의 

구성

셋째, 경력 교사들을 한 재직 연수 로그램의 개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핵심 직무를 명확하게 가려 으로써 핵심 직무가 아닌 잡무를 구분하게 

해 주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다섯째, 문성 신장을 한 교사 평가의 기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우수 교사의 인증을 목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5)에 제시된 직무 수행 기 의 활용 방안에 나와 있듯이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은 비 교사를 한 양성 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직무 수

행 기 에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 직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로서 갖추어

야 할 역량을 나타낸다. 바꿔 말하면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은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교육 

실습생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특성화고등학교 문 교과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은 교사 직무에 한 상세한 기술로 특정

한 직무 역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 인 책임,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무 수행 기 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가장 잘 표 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비교사를 지도하는데 있어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교육 실습생에게 궁극 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지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장명희(2001)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안)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 으며, 특히 보통교과 

교사와 차별화된 문교과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 다. 따라서 문교과 교육 실습생에게 필

요한 교육 실습 지도 역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명희 등(2001)의 특성화고

등학교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안)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 실습 지도 역을 구안하 다.

장명희(2001)은 문교과 교사의 직무 수행 기 을 6개의 직무 역과 19개의 업무 내용, 

89개의 세부 기 으로 구성하 다. 6개의 직무 역은 수업활동, 학생지도  학  경 , 교

육 과정 개발  운 , 학교운 ,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문성 향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하  요소는 <표 1>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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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역 업무 내용 세부 기 수

3. 생활지도 4

4. 진로 지도 6

5. 학  경 6

3. 교육 과정 개발  운
1. 직업교육 로그램의 개발 6

2. 교육 과정 편성․운 4

4. 학교 운

1. 학교 조직 운 리 4

2. 수업 실험․실습실 자원 리 3

3. 교원 인사 리 2

4. 행정 업무 지원 2

5.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1. 장 실습  산학 동 교류 6

2. 지역 사회와의 연계 6

6. 문성 향상
1. 연구 개발 3

2. 연수 활동 5

출처 : 장명희(2001).

역 역 세부 지도 역

1. 수업 활동

역

수업 계획  

비 방법

수업 목표  내용 련 학습자 특성 분석 방법

연간, 월간, 주간 수업 계획 수립 방법

수업에 필요한 교보재/교구 비 방법

<표 2>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교육 실습 지도 역(안)

그러나 장명희(2001)의 문교과 교사의 직무수행 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직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교육 실습 시 교사가 비교사에게 지도해야 할 세부 업무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직무 역별 세부 역을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지도

해야 할 세부 지도 역으로의 환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각 역별 세부 지도 역

을 다음과 같은 기 을 통해 수정·보완 하 다.

첫째, 직무 수행 기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역  교육 실습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 으로 지도가 불가능 하거나 교육 실습생을 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역, 학 교

육 과정을 통해 이론 으로 충분히 학습 가능한 역은 제외하 다.

둘째, 교육 실습생에게 지도하기 해서 선수학습이 필요한 역은 선수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 제시하 다.

셋째, 교육 실습생이 학습해야할 지도 역  요도가 높거나 다양한 체험이 필요한 

역은 세부 으로 나 어 제시하 으며, 련성이 높아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는 역은 

통합하여 제시하 다.

넷째, 직무 수행 기 안의 세부 역은 교사의 역량 측면에서 ‘~한다’라는 표 으로 제시 

되어 있으나, 비 교사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지도 역의 측면으로 환하기 해 세부 지

도 역에서는 각 역의 지식을 습득하기 한 ‘~방법’으로 제시하 다.

이론  고찰을 통해 구안한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교육 실습 지도 역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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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세부 지도 역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사  학생 수업 비 지시  확인 방법

수업 개 

방법

수업 목표 제시 방법

동기 유발/부여 방법

발문 유도/활용 방법

수업 내용 제시( 서, PPT 활용, 괘도 사용 등) 방법

차시 고 방법

수업 정리 방법

실험·실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설비/재료 비 방법

실험·실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운  방법

실험·실습 후 정리 정돈 방법

실험·실습장 리 방법

실험·실습 과정에 필요한 안 지도 방법

평가 방법

평가 목표 수립 방법

평가 기법 선정 방법

평가 비 방법

평가표 작성  활용 방법

사 /형성/총  평가 방법

실험·실습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방법

2. 학생 지도

 학  경  

역

생활 지도

가정 환경, 성, 흥미 등 학생 정보 수집 방법

교내외 기본 생활 지도 방법

학생 개인  단체 활동 지도 방법

생활 지도 결과 정리  활용 방법

생활 상담 방법

진로 지도

학생의 취업  진학 자료 수집, 활용 방법

개인  집단 진로 상담 방법

진로 지도 련 각종 검사 활용  분석 방법

취업  진학 비 지원 방법

취업  진학 상황 리  추수 지도 방법

학  경

학  경  계획 수립 방법

학  환경 조성  리 방법.

학  자치 제도 개발  자치 활동 지도 방법

학생 행동 발달 사항 기록·평가 방법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 형성  유지 방법

학  환경 개선  정리·정돈 방법

3. 교육과정

개발  운  

역

교육 과정 

개발·편성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교육 련 자료 수집·활용 

방법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지역 사회 련 자료 수집·

활용 방법

련 산업체의 직업 분포  노동력 시장 동향 악 

 분석 방법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직무 분석 방법

학교  학과 교육 과정 개발·편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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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세부 지도 역

교재 개발 방법

교육 과정 

운 ·평가

교과별 교육 과정  운  계획서 작성 방법

교과 진도 조   운  방법

직업교육 련 행사 기획  운  방법

직업교육 과정  로그램 평가 방법

4. 각종 학교 

업무 련 

역

학교 조직 

운  리

각종 학교 원회의 운  계획 수립 방법

학교 운  규칙 제정·운  방법

학생 학사 리 방법

수업  

실험·실습실 

자원 리

수업에 필요한 설비, 자료 등 자원 리 방법

실험·실습장 조직 계획  구성 방법

실험·실습장 시설 유지 리 방법

행정 업무 

지원

각종 공문서 작성· 리 방법

각종 장부와 서류 작성· 리 방법

5.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장 실습  

산학 동 교류

장 실습  산학 동 로그램 계획 방법

장 실습  산학 동 업체 발굴 방법

장 실습  산학 동을 한 각종 자원의 수집, 

리 방법

장 실습 학생 추수 지도 방법

장 실습  산학 동 결과 평가 방법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역 사회와 학교가 력 할 수 있는 상 분석 방법

지역 사회와 학교의 력 활동 계획 방법

지역 사회의 각종 행사  교육 활동 지원 방법

지역 사회 인  자원 활용 방법

학부모 상 각종 행사  교육 활동 지원 방법

지역 사회에 학교의 교육 성과 홍보 계획·운  방법

6. 문성 향상 

역

연구 개발

공 분야 련 교육  산업사회 최신 동향 탐색 

방법

장 교수·학습 연구 자료 개발 방법

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 자료 개발 방법

연수 활동

수업 연구와 련된 각종 업무(발표회, 교과연구회) 

참여 방법

동료 교사 간에 수업 경험 교류 방법

각종 세미나, 학회, 산업체 연수 참여 방법

새로운 직업교육 기기 조작 련 각종 연수 참여 방법

Ⅲ. 연구 방법

1. 교육 실습 지도 역 도출을 한 문가 검증 방법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을 알아보기 해 장명희(2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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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특성화고등학교 문교과 교사 직무 수행 기 안을 바탕으로 비교사에게 가르쳐

야 할 교육 실습 지도 역을 구안하 고 이를 검증하기 해서 련 분야 사범 학에 재

직하고 있는 교수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20인을 문가로 구성하여 2차례의 검증을 실시

하 다.

문가 집단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기 로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 CVR)을 산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문가 집단이 20명이므로 

CVR 유효값이 .42이상인 항목을 타당성 있는 문항으로 확정하 다.

CVR은 패  수에 따라 최소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소값 이상이 되었을 때 해당 문항

에 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 타당도가 높다고 응답한 문가의 

수, N : 문가의 수)(Lawshe, 1975).

 



  


2. 설문 조사 방법

가. 조사 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사범 학교 공업교육계열학과 학생  2013년도 교육 실습에 참가한 

교육 실습생과 교육 실습생을 지도한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이다. 교육부의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육 실습생의 모집단은 사범  공업교육계열학과 학생 155명으로 추산할 수 있기 때

문에, 이 에서 2013년에 교육 실습을 신청한 공업계열(기계· 속, 기· 자·통신, 건설, 화

공·섬유) 실습생 103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해당 학생들이 교육 실습을 나

간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 했던 지도 교사 역시 함께 설문을 실시하 다. 103명을 제외한 나

머지 학생들은 개인정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설문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 조사는 2013년도 교육 실습 기간을 고려하여 1차부터 3차까지 교육 실습을 마친 교

육 실습생부터 순차 으로 설문조사하 으며, 설문지 배포  회수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 다. 설문조사를 한 표집  회수 황은 <표 3>과 같다.

구분 모집단(명) 표집 회수 분석
명(%) 명(%) 명(%)

교육 실습생 155 103(66.5) 103(100.0) 94(91.3)
교육 실습 지도 교사 - 109(-) 109(100.0) 65(59.6)

<표 3> 설문조사 황

교육 실습생 103명, 교육 실습 지도 교사 109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이  교육 

실습생 103부, 교육 실습 지도 교사 109부를 회수하 다. 이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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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문항 수

교육 실습 

지도 교사

교육 

실습생

1. 수업 활동 역

A. 수업 계획  비 방법 9 9
B. 수업 진행 방법 7 7
C. 실험․실습 지도 방법 5 5
D. 평가 방법 8 8

2. 학생 지도  학  

경

A. 학생 생활 지도 5 5
B. 학생 상담  진로 지도 5 5
C. 학  경   자치 활동 지도 5 5

3.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A. 교육 과정 개발·편성 6 6
B. 교육 과정 운 ·평가 4 4

4. 교육 활동 지원 

역

A. 수업 환경  자원 리 3 3
B. 학교 운  리  행정 업무 지원 4 4

5.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A. 장 실습  산학 동 교류 5 5
B. 지역 사회와의 연계 4 4

6. 문성 향상 역 A. 연구 개발 3 3
B. 연수 활동 4 4

7. 바람직한 교육  

·태도 향상 역

A. 교육  형성 2 2
B. 교사 인성  태도 형성 6 6

합계 85 85

<표 4> 조사 도구의 구성

육 실습생 94부, 교육 실습 지도 교사 65부를 분석하 다. 학교에 따라 교육 실습생에게 교

과 지도 교사와 학  담임 교사가 각각 있는 경우와 같은 사람이 두 역할을 같이 맡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교육 실습생에 비해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6명 더 많이 설문에 응답하

다. 한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불성실 응답자가 많은 이유는 설문지가 85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어 많은 응답 문항으로 인해 집 도가 떨어지며, 특히 쉬는 시간이나 심시간 등 짧

은 휴식시간을 할애하여 응답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특성 때문에 락율이 높았던 것으로 

단된다.

나. 설문 조사 도구

설문지는 각 역에 한 하 역의 항목에 해 얼마나 요하게 생각하는가를 Likert 

척도로 물어보는 형태로 제시하 다. 역은 수업 활동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교육 활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문성 향상 역, 바람직한 교육 ‧태도 역으로 구성하 다. 각 역별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배경 변인을 제외한 각 역의 세부 역에 한 문항은 요도와 각 문항에 한 교사의 

특면에서 지도/학생의 측면에서 경험 정도를 5단계의 Likert 척도(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로 응답하도록 하 다. 각 문항에 한 내 일 도를 

알아보기 Cronbach's α계수를 측정하 다. 분석 결과 각 역의 총 과 문항별 상 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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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이상, 역 별 신뢰도의 범 가 .856~.922의 범  안에 있어 당한 신뢰도로 단되었

다. 한 문항이 제거됨으로 인하여 Cronbach's α값이 크게 증가되는 문항은 없었다.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 방법으로는 평균, 표 편차에 한 기술통계와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

생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하 다.

Ⅳ. 연구 결과  분석

1.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 역에 한 타

당도 검증

문가 검증 지도 역 평균 CVR

1차

수업 활동 역 5.0 1.00
학생 지도  학  경  역 4.9 1.00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3.4 0.56
각종 학교 업무 련 역 3.3 0.33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3.6 0.56

문성 향상 역 4.1 1.00

2차

수업 활동 역 5.0 1.00
학생 지도  학  경  역 4.9 1.00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4.1 1.00
교육 활동 지원 역 4.1 1.00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3.8 1.00

문성 향상 역 4.5 1.00
교사 가치   인성 형성 역 4.6 0.88

<표 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지도 역에 한 타당성 결과

1차 문가 타당도 검증 결과에서는 각종 학교 업무 련 역이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학교 업무 련 역에서 행정업무 등 일부 내용이 교육 실습에 합하지 

않다는 문가 패 의 의견을 반 하여 각종 학교 업무 련 역의 일부 하  역을 삭

제하 으며, 내용을 일부 통합하여 교육 활동 지원 역으로 수정하 다.

한 문가 패 에서는 교사의 인성  가치 과 련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반 하기 해서 비교사의 신념과 가치 에 한 선행 연구(신

석, 1998; 장한기·장홍석, 2001; 조 남, 2001)를 분석하 고, 교사 가치   인성 형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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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세부 지도 역

1. 수업 활동

역

A. 수업 계획 

 비 방법

수업 목표  내용 련 학습자 특성 분석 방법
학습자 선행 학습 확인 방법
연간, 월간, 주간 수업 계획 수립 방법
수업에 필요한 교보재/교구 비 방법
학습 내용 재구성 방법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방법
교과 학습 계획 수립 방법
학습 목표·내용  학습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용 방법
수업 설계 방법

B. 수업 진행 

방법

수업 목표 제시 방법
시 학습 확인 방법

동기 유발/부여 방법
발문 유도/활용 방법
수업 내용 제시( 서, PPT 활용, 괘도 사용 등) 방법
차시 고 방법
수업 정리 방법

C. 실험․실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설비/재료 비 방법
실험·실습 지도 방법
실험·실습 운  방법
실험·실습 후 정리 정돈 방법
실험·실습 과정에 필요한 안  지도 방법

D. 평가 방법

평가 기 안 작성 방법
평가 기법 선정 방법(지필, 수행, 실기 등)
평가 비 방법
이원목  분류표 작성 방법
평가 도구 개발  활용 방법
사 /형성/총  평가 방법
실험·실습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방법

2. 학생 지도

 학  경  

역

A. 학생 생활 

지도

가정 환경, 성, 흥미 등 학생 정보 수집  분석 방법
교내외 기본 생활 지도 방법
학생 개인  단체 활동 지도 방법

생활 지도 결과 정리  활용 방법

<표 7>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역할

의 역, 세부 지도 역을 <표 6>과 같이 제시하 다.

역 세부 지도 역

교육  형성
올바른 교육  가치  형성

교육  사명감  신념 형성

교사 인성  

태도 형성

교직 수행을 해 헌신하는 자세

학생의 높이에 맞춘 학생 이해

학생에 한 정 인 자세

민주 이고 립 인 자세

자기 리 방법(단정한 외모, 시간 리 등)

원만한 인 계 형성 방법(동료교사, 학부모 등)

<표 6> 교사 가치   인성 형성 역의 역  세부 지도 역

결과 으로 문가 검증을 통해서 구안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가르쳐

야할 교육 실습 지도 역은 7개의 역과 17개의 역, 85개의 세부 지도 역으로 나

뉘며 구체 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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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역 세부 지도 역
생활 지도 상담 방법

B. 학생 상담 

 진로 지도

학생의 취업  진학 자료 수집, 활용 방법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 형성  유지 방법

개인  집단 진로 상담 방법
진로 지도 련 각종 검사 활용  분석 방법
취업  진학 비 지원 방법

C. 학  경  

 자치 활동 

지도

학  경  계획 수립 방법
학  환경 조성  리 방법
학  자치 제도 개발  자치 활동 지도 방법
학생 행동 발달 사항 기록·평가 방법
학  환경 개선  정리·정돈 방법

3.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A. 교육 과정 

개발·편성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교육 련 자료 수집·활용 방법
교육 과정 개발에 필요한 지역 사회 련 자료 수집·

활용 방법
련 산업체의 직업 분포와 노동력 시장 동향 악 

 분석 방법
학교  학과 교육 과정 개발·편성 방법
교과별 교육 과정  운  계획서 작성 방법
교재 설계·개발 방법

B. 교육 과정 

운 ·평가

교과 진도 조   운  방법
방과후 활동  체험 학습 운  방법
직업교육 련 사업 기획  운  방법

공교육 과정  로그램 평가 방법

4. 교육 활동 

지원 역

A. 수업 환경 

 자원 리

수업에 필요한 설비, 자료 등 자원 리 방법
실험·실습장 조직 계획  구성 방법
실험·실습장 시설 유지 리 방법

B. 학교 운  

리  행정 

업무 지원

학생 학사 리 방법
부서내·타부서간 업무 력 방법
각종 공문서  자문서 작성· 리 방법
각종 장부와 기록물 작성· 리 방법

5.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A. 장 실습 

 산학 동 

교류

장 실습  산학 동 로그램 계획 방법
장 실습  산학 동 업체 발굴 방법
장 실습  산학 동을 한 각종 자원의 수집, 

리 방법
장 실습 학생 추수 지도 방법
장 실습  산학 동 결과 평가 방법

B. 지역 

사회와의 연계

지역 사회와 학교가 력할 수 있는 항목 분석 방법
지역 사회와 학교의 력 활동 계획 방법
지역 사회 인  자원 활용 방법
학부모 상 사업  연계 활동 지원 방법

6. 문성 

향상 역

A. 연구 개발
공 분야 련 교육  산업사회 최신 동향 탐색 방법
장 교수·학습 연구·개발 방법

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학습 자료 개발 방법

B. 연수 활동

수업 연구  문성 제고를 한 교육활동(발표회, 

교과연구회, 워크  학회 등) 참여 방법
동료 교사와의 수업 경험 교류 방법
연수기 (분야)별(산업체 직무 연수, 일반 연수 등) 

운  황  참여 방법
새로운 실습기자재 조작 련 각종 연수 참여 방법

7. 바람직한 

교육 ·태도 

향상 역

A. 교육  형성 올바른 교육  가치  형성
교육  사명감  신념 형성

B. 교사 인성 

 태도 형성

교직 수행을 해 헌신하는 자세
학생의 높이에 맞춘 학생 이해
학생에 한 정 인 자세
민주 이고 립 인 자세
자기 리 방법(단정한 외모, 시간 리 등)
원만한 인 계 형성 방법(동료교사, 학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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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육 실습 

지도 교사

(n=65)

교육 실습생

(n=94) t

M SD M SD
1. 수업 활동 역 4.10 .45 4.00 .44 1.39
 1A. 수업 계획  비 방법 4.10 .49 3.96 .51 1.73
 1B. 수업 진행 방법 4.08 .54 4.00 .52 .90
 1C. 실험·실습 지도 방법 4.20 .57 4.20 .60 .05
 1D. 평가 방법 4.05 .58 3.92 .55 1.45
2. 학생 지도  학  경  역 4.01 .56 4.14 .49 -1.62
 2A. 학생 생활 지도 4.06 .58 4.24 .56 -1.92
 2B. 학생 상담  진로 지도 3.99 .63 4.26 .55 -2.86**
 2C. 학  경   자치 활동 지도 3.96 .66 3.93 .62 .37
3.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3.79 .73 3.95 .56 -1.50
 3A. 교육 과정 개발·편성 3.81 .73 3.92 .60 -1.05
 3B. 교육 과정 운 ·평가 3.77 .78 4.01 .57 -2.07*
4. 교육 활동 지원 역 3.65 .75 3.91 .59 -2.47*
 4A. 수업 환경  자원 리 3.79 .82 3.98 .65 -1.54
 4B. 학교 운  리  행정 업무 지원 3.54 .78 3.86 .69 -2.78**
5.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3.67 .75 3.96 .63 -2.57*
 5A. 장 실습  산학 동 교류 3.68 .77 4.02 .62 -3.03**
 5B. 지역 사회와의 연계 3.66 .78 3.88 .76 -1.75
6. 문성 향상 역 3.83 .71 4.07 .58 -2.35*
 6A. 연구 개발 3.89 .72 4.16 .63 -2.55*
 6B. 연수 활동 3.78 .74 4.00 .66 -1.91
7.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 4.28 .61 4.48 .48 -2.25*
 7A. 교육  형성 4.30 .72 4.57 .56 -2.58*
 7B. 교사 인성  태도 형성 4.27 .61 4.44 .51 -1.90
*p<.05, **p<.01

<표 8>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 간의 교육 실습 지도 역에 한 

요도  요도에 한 인식 차이 비교

2. 교육 실습 지도 역에 한 요도  요도 인식 차이 비교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지도 역에 한 요도와 해당 요도에 한 

지도교사와 교육실습생간 인식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이 역 에서 두 집단 간에는 

‘교육 활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 ‘ 문성 향상 역’, ‘바람직

한 교육 ·태도 형성 역’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일반 으로 요도의 높음을 단하는 기 은 평균값을 기 으로 하는 방법, 선행 연구

의 결과를 참조 하는 방법과  기 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문

가의 자문을 구해 설문지에 제시한 Likert 척도 상의 4  이상을 요도가 높다는 기 으로 

정하 다.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 모두 요하다고 인식하는 지도 역은 ‘수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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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이다. 반면 교육 실

습생은 요하게 인식하지만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상 으로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역은 ‘ 문성 향상 역’이었다.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교육 활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은 두 집단 모두 다른 에 비하여 상 으로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 실습 지도 교사에 비해 교육 실습생은 이 

역들에 해 상 으로 더 요하다고 인식하 다.

Ⅴ. 결론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공업계열 문교과 비교사 교육 실습 담당 지도 교사가 교육 실습생에

게 가르쳐야할 지도 역에 해 구안하 고, 이 지도 역에 한 타당도,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요도  인식 수 을 비교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교육 실습생에게 지도해야 할 지도 역으로는 7개 역, 

17개의 역, 85개의 세부 지도 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가들은 비교사에게 교사의 

가치   인성 형성 역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업무와 련된 역은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지도할 역으로 그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단하 다. 문가 패 은 85개의 

세부 지도 역이 교육 실습생에게 가르쳐져야 할 요한 역이나, 행 4주간의 교육 실습

으로 모두 가르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

다.

둘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 ‘수업 활동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이 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교육활동 지원 역’과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이 상 으로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실습생은 

체 으로 모든 역에서 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바람직한 교

육 ·태도 형성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 문성 향상 역’, ‘수업 활동 역’

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 모두 요하다고 인식하는 지도 역은 ‘수업 

활동 역’, ‘학생 지도  학  경  역’, ‘바람직한 교육 ·태도 형성 역’이다. 반면 교

육 실습생은 요하게 인식하지만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상 으로 요도가 낮다고 인

식하는 역은 ‘ 문성 향상 역’이었다.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교육 활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은 두 집단 모두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

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요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교육 과정 개발  운  역’, ‘교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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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원 역’,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이 교육 실습을 통해서 잘 지도되거

나 학습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서 얻어진 시사 을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실습 로그램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행 교육 실습은 실습 학교, 실습 시

기, 담당 교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평가 기 의 부재

로 인해 교육의 정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구안된 지도 역에 정

교화 작업으로 내용을 보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실습 로그램 매뉴얼과 평가 기 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교육 실습생들에게 객 화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범 학의 교육과정 개편  연계가 필요하다. 85개의 세부 지도 역이 4주간의 

짧은 교육 실습기간에 모두 학습되는 것은 물리 으로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교육 실습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가

능한 역들을 교육 실습생에게 사 에 학습시키고, 교육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할 역에 

해 충분히 이해를 시킨 뒤 교육 실습에 임하게 한다면, 교육 실습 지도 교사의 업무 부담

을 이고, 교육 실습생의 학습효과를 높이면서 4주간 핵심 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태를 반 한 지도 역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

안된 교육 실습 지도 역은 문헌 연구 심으로 개발된 지도 역의 한계로 인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역보다는 공통 역에 편 되어 있다. 특히 ‘교육 

활동 지원 역’과 ‘산학 동  지역 사회와의 연계 역’과 같은 역에서는 학교 장의 

실태를 반 하여 구체 이고 세부 으로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실습 지도 교사를 상으로 교육 실습 지도 역에 한 이해와 교육 실습생 

지도 방향 등에 한 사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 실습 지도 교사가 

교육 실습생에게 가르쳐야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실습생을 지도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과 애로 사항에 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다면, 양

질의 교육 실습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  고찰과 문가 검증을 통해 교육 실습 지도 역을 구안하

으며, 교육 실습 지도 교사와 교육 실습생의 요도를 비교하 다. 그러나 지도 교사의 

불성실 응답자 수가 많아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n=65)가 기 때문에 연구의 제한 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양 인 측면을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 인 연

구를 해서 질  연구를 통해 공업계열 문교과의 학교 장과 교육 실습생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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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gnition of 

Instruction Teacher and Student-teacher about Role 

of Industry Vocational Subject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

Sang-Hyun Lee*, Byung-Wook L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grasp industry vocational subject 

student-teachers' instruction area, compare cognitive level of cooperating teacher 

and student-teachers for the importance of  instruction area and secure base data 

required to develop educational practical area of professional teachers in 

specialized high school. To achieve this, instruction area of instruction teacher in 

charge of industry vocational subject pre-teacher education was developed by 

document consideration and expert verification and differences of importance 

cognition for the area was compared between educational practice insturction 

teacher and student-teacher. 

The results are as the following.

First, for the instruction areas that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s 

should teach student-teacher, there are 7 categories, 17 mid-fields and 85 

subsections. Especially expert group suggested an opinion that areas of teacher's 

values and personality formation should be added to pre-teachers. And, they 

judged that category of school business showed low validity for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s instruction area. 

Second,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 importantly cognized ‘class 

activity’, ‘student instruction and class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desirable 

view of education · attitude’. On the other hand, they cogniz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support on educational activity’,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tie with local community’ and ‘specialty improvement’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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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ly. Student-teachers cognized ‘class activity’, ‘student instruction and class 

management’, ‘specialty improvement’, ‘development of desirable view of 

education·attitude’ importantly. They cogniz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support on educational activity’ and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tie with local community’ relatively less importantly.

Third, both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s and student-teachers 

importantly cognized ‘class activity’, ‘student instruction and class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desirable view of education·attitude’. However, student- 

teachers importantly cognized, but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s didn't 

importantly cognized ‘specialty improvement’. Both two group cogniz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support on educational activity’ 

and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and tie with local community’ less 

importantly.

Key words :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practice instruction teacher, 

student-teacher, pre-teacher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