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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유를 활용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어 보다 적합한 학교현

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실습에 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어 보다 적합한 학교현

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학교

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 예비유아교사 12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학교현장실

습에 대한 은유를 표현하는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114개의 은유를 제시하였고, 이를 코드화하여 

분류한 결과,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의미 있고 중요해요, 두렵

고 걱정돼요, 많이 배워요, 꼭 거쳐야 해요, 노력해야 해요, 즐거워요, 평가 받아요, 기타의 11가지로 

유목화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현장실습이 예비유아교사에 어떤 의미인지 검토해 보고, 예비유

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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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현장실습은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

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것이다(교육부, 2014). 학교현장실습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치원에

서 일정 기간 동안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

는 과정으로,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법이 정한 필수과정이다. 법적

인 기준에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유치원에서 유아 지

도, 수업 계획 및 운영, 환경 구성, 교재·교구 제작 등 다양한 유치원교사의 역할을 경험함으로

써 유치원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증진시키고, 유치원교사로서의 실천 능력

과 반성적 사고를 기른다는 측면에서 학교현장실습은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실제적인 교사로서의 

준비를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규, 2004; 류진희, 2006; 박은혜, 조운주, 

2013). 예비유아교사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동시에 유아

교육 이론과 실제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성은영, 2008)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에 형성된 교직에 대한 신념은 교사 자신의 교직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예

비유아교사들에게 질 높은 실습 경험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Spodek, 1989: 차영숙, 강민정, 유

희정, 2011, 재인용). 

예비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배치되는 유아교육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만큼 예비교사들이 겪는 경험의 양과 질도 각양각색이다. 좋은 실습 경험으로 인해 실습 후 유

아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는 예비교사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상상하던 것과는 동떨어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유아교사가 되는 일을 회의적으로 생각하

는 이들도 있다(염지숙, 2003). 일반적으로 교육실습으로 불리는 학교현장실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고 난 후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

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김안나, 2011; 박은미, 2009; 염지숙, 2003; 이진화, 유준호, 

2009; 조채영, 좌승화, 2014; 차영숙 외, 2011), 예비교사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현장실습의 기

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실습 기간 동안의 경험과 정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

교현장실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기대, 느낌, 인

식, 정서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정서를 경험한 채로 실습에 임하게 되는데,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 전에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들은 본 실습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며,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학교현장실습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끈다(이진화, 유준호, 2009). 이에 실습을 경험하기 

전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학교현장실습에 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안나, 2011; 박은미, 

2009; 염지숙, 2003; 이진화, 유준호, 2009; 조채영, 좌승화, 2014; 차영숙 외, 2011)은 학교현장실

습 과정에서 실습생이 겪는 불안과 갈등,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미경, 2011; 박수경, 2000; 박지선, 이대균, 2013; 박은미, 2009; 신은희, 2003; 이현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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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영, 좌승화, 2014). 즉,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현장실습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현장실습의 어려움, 학교현장실습에서 경험하는 

갈등 등을 연구주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밝혀내어 

이에 대한 개선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

에 대해 가지게 되는 보람이나 즐거움, 성취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뿐

만 아니라 중립적인 정서 또한 경험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측면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면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나 정서를 포괄적으로 알아내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도 얻지 못한다.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질 높은 학교현장실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나 이

미지 혹은 부정적인 정서나 왜곡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중요성은 강조되면서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

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나, 오해, 인식, 신념, 편견을 알아보기 위해 내러티브탐구(염지숙, 

2003), 저널(김안나, 2011), 설문조사(박은미, 2009; 조채영, 좌승화, 2014), 개별 및 집단 면담(김

미경, 2011) 등의 방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기존의 연구

방법에 덧붙여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으로 은유(metaphor)를 활용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신념은 유

아교사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고 은유나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은유를 활용하여 신념이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arshall, 1990). 은유는 일종의 이해 방식으로 어떻게 사물을 보

고 실재를 인식하는가를 말하며(Schön, 1993), 사람들의 개념 구조를 형성하고, 우리의 인식, 사

고, 행동을 구성하며, 간주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공유한다

(Narayanan, 1997; Schnitzer & Pedreira, 2005). 이처럼 은유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사고의 틀을 형성하며 아울러 집단 속에서 공유된다. 인식이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식으

로 은유는 이미지가 나타내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감춰진 의미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Lakoff & Johnson, 1980). 은유로 표현하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은유는 자신만

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겉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한은미, 2014). 은유는 하

나의 개념 영역(예, 유아교육)을 다른 개념(예, 에스프레스)을 통해 이해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사

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박정운, 2001). 즉,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은유

로 나타내는 것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이미지를 밝히

기 위한 자료수집 방법이 된다. 이에 은유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에 임하게 될 예비유아교

사들이 가지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현장실습의 실행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기 전 예비유아교사의 학교현장실습에 인

식 연구의 필요성과 마음속에 내재된 것들을 도출해내는 은유 기법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예

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은유로 표현하도록 하여 이러한 은

유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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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은유 기법을 적용하여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현장

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고, 이러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에 관한 실천

적 시사점을 얻어 보다 적합한 학교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예비유아교사에

게 학교현장실습이 가지는 의미를 모색하여 학교현장실습을 재조명하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긍

정적이고 의미 있는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시 소재 3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중 학교현장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 121명이다. 배부한 121부의 설문지 중 121부가 모두 회수

되어 100.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들 중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은유에 대한 설명 또는 이유를 기술하지 않은 경우, 은유에 대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은유가 혼합되어 명확하게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기 

힘든 경우 등에 해당하는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114명(1학년 54명, 2학년 6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학교현장실습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로 작성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은유를 묻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

지의 상단에는 은유에 대한 개념 및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아교육은 에스프레소이다. 왜냐하면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듯이, 유아교육은 모

든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은유의 예를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은유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여 설문지를 제작하

였다. 제작한 설문지의 타당성, 설문내용의 이해정도, 문제점 및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 동안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면서 학교현장실습을 경

험하지 않은 1, 2학년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의 적절성 여

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와 본 연구의 연구자 외 유아교육전문가 1인

의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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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예비유아교사 12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주에 걸쳐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은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

로 본 연구자는 설문지를 배부한 후 설문지에 작성된 은유 예시를 토대로 은유에 대한 개념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유아교육은            이다.’라

는 문장을 제시하고, 빈 칸에 ‘에스프레소’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은유 표현을 단어나 구문으

로 기입한 후, 이어서 이에 대한 이유인 ‘왜냐하면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의 기본이듯이, 유

아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를 작성하는 시범을 보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은유의 명명, 명명한 은유의 분류, 분석단위 결정, 표본 은유 편집과 범주화의 

4단계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Moser, 2000). 첫째, 은유의 명명 단계(naming/labeling)

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작성한 은유 표현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고 각각의 은유를 코드화하였

다. 이 과정에서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둘째, 명명한 은유의 분류

(sorting) 단계에서는 코드화하여 정리한 은유 표현을 다시 검토하여 주제(topic), 용어(vehicle), 

이유(ground)에 근거하여 각 요소들의 특징과 공통점을 찾았다. 즉, 본 연구자들은 모든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각각의 은유와 은유에 대한 이유를 토대로 각자가 초기 유목을 형성한 후 

공통적인 유목은 제외하고 연구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거쳐 재조

정하였다. 셋째, 분석 단위의 결정(deciding the unit of analysis) 단계에서는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은유의 수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논

의를 통해 학년별로 3개 이상 언급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은유 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토

대로 최종 11개의 범주를 형성하였다. 넷째, 표본 은유 편집과 범주화(sample metaphor 

compilation and categorization) 단계에서는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여 개념적 

주제로 정하고 은유 목록을 작성하였다. 메타포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

과 같다. 

1단계 은유의 명명단계 ⇨
·수집된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

·은유의 이름을 코드화

2단계 명명한 은유의 분류 ⇨ ·코드화한 은유를 공통점과 유사성에 따라 초기 범주화

3단계 분석단위의 결정 ⇨
·은유의 범주를 형성하고 개념적 주제를 정함

·각 사례의 범주를 계속적으로 비교·보완하여 완성

4단계
표본 은유 편집과 

범주화
⇨

·범주를 대표하는 특성을 찾아내어 범주의 의미를 정리

·은유 목록을 만듦

[그림 1] 자료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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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은유
1학년 2학년 전체

N(%) N(%) N(%)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벌집, 하이힐, 꾀병, 사각턱 보톡스, 번지점

프, 군대, 염색약, 미로, 땡볕, 산, 교장 선생님 

말씀, 비온 뒤 햇살, 시험, 20대의 열정, 이별, 

연고, 새내기

5(9.3) 12(20.0) 17(14.9)

새로운 

경험이에요 

2014년 01월 01일, 미래, 미지, 남편, 휴대폰, 

마지막 같은 시작, 유치원 선생님, 첫 경험, 

첫 걸음, 새로운 시도, 궁금상자, 밤, 신기한 

나라, 에너지, 자이로드롭, 레몬, 새로운 세계

4(7.4) 13(21.7) 17(14.9)

힘들고 

어려워요

줄넘기, 바다, 로봇, 옷, 아르바이트, 답이 없

는 시험지, 미로, 배터리, 산꼭대기, 감옥, 전

쟁, 다이어트(2)

7(13.0) 6(10.0) 13(11.4)

의미 있고 

중요해요

첫 단추 끼우기, 콩, 쌀, 보험, 군대 예비 훈

련, 영아기 때의 첫 걸음마, 골든타임, 최종 

리허설 무대, 물뿌리개 안의 물, 바느질, 맛보

기

2(3.7) 9(15.0) 11(9.6)

두렵고 

걱정돼요

감옥, 발표 전날, 주사, 처음 보게 될 장소, 놀

이기구, 서커스 무대, 운전, 동굴(2), 산꼭대

기, 호랑이

6(11.1) 5(8.3) 11(9.6)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 전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114개의 은유를 제시하였

고, 이를 코드화하여 분류한 결과,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의미 있고 중요해요, 두렵고 걱정돼요, 많이 배워요, 꼭 거쳐야 해요, 노력해야 해요, 즐거워요, 

평가 받아요, 기타의 11가지로 유목화되었다. 11가지로 유목화한 범주들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중립적 인식으로 분류하여 학년별로 살펴보면,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의미 있고 중

요해요’, ‘많이 배워요’, ‘즐거워요’와 같은 긍정적 인식의 경우 1학년 20명(37.0%), 2학년 

24명(40.0%), ‘힘들고 어려워요’, ‘두렵고 걱정돼요’, ‘평가 받아요’와 같은 부정적 인식

의 경우 1학년 13명(24.1%), 2학년 14명(24.3%),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에요’, ‘꼭 거쳐야 해

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와 같은 중립적 인식의 경우 1학년 14명(25.9%), 2학년 20명

(33.3%)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비율은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의 경우 ‘많이 배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기타’, ‘두렵고 

걱정돼요’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2학년의 경우 ‘새로운 경험이에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의미 있고 중요해요’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학교현장실습에 대

한 은유의 출현빈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고, 각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음에 제시하였으며, 학년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범주에는 이에 대한 결과 해석을 덧붙였

다. 

 <표 1>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은유의 출현빈도                                              (N=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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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워요
박물관, 도서관, 알파벳, 시험, 퍼즐, 유치원, 

백과사전, 본보기, 보자기, 반짝이 종이
8(14.8) 2(3.3) 10(8.8)

꼭 거쳐야 해요
엉킨 실, 등산, 휴지, 시험공부, 공부, 독수리 

요새, 화장실, 디딤돌, 매니큐어
5(9.3) 4(6.7) 9(7.9)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공사현장직, 수능, 요리, 파마, 도박, 시식, 미

래, 춤 연습
5(9.3) 3(5.0) 8(7.0)

즐거워요
게임, 백화점,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자이로

드롭, 교생선생님
5(9.3) 1(1.7) 6(5.3)

평가 받아요 면접, 감독관, 자가실험 0(0.0) 3(5.0) 3(2.6)

기타
달구어진 프라이팬, 테트리스, 장기자랑, 여

름, 에어컨, 멀리뛰기, 주걱, 과거탐방, 숙제
7(13.0) 2(3.3) 9(7.9)

전체 54(100.0) 60(100.0) 114(100.0)

  1)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학교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

면서 보람이 있다고 표현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라고 명명하였다. 학

교현장실습을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으로 표현한 은유는 벌집, 하이힐, 꾀병, 사각턱 보톡스, 번

지점프, 군대, 염색약, 미로, 땡볕, 산, 교장 선생님 말씀, 비온 뒤 햇살, 시험, 20대의 열정, 이

별, 연고, 새내기의 17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연구대상자 114명 중 14.9%인 17명이 학교현장실

습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예비유아교사들의 학교현장실습 중 가장 대표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

였다. 

� 사각턱 보톡스: 학교현장실습은 사각턱 보톡스이다. 처음엔 도움이 되는가 긴가민가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미로: 학교현장실습은 미로이다. 처음 들어가면 길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지만 길을 찾

아 나오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 염색약: 학교현장실습은 염색약이다. 처음에는 지독한 냄새 때문에 힘들지만 머리 감고 나서 

잘된 내 머리를 보면 뿌듯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로 학교현장실습을 표현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

의 과정은 힘들지만 실습 후에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다. 즉, 학교현장실습의 과정

은 사각턱 보톡스 시술 과정이나 미로를 찾는 과정처럼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유치원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교사로서 자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학년별 분석 결과, 2학년의 20.0%가 학교현장실습을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전체 응답자의 9.3%만이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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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 1학년의 응답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2) 새로운 경험이에요

학교현장실습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식하며 설

레고 기대된다고 표현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새로운 경험이에요’라고 명명하였다. 학교현장

실습을 새로운 경험으로 표현한 은유는 2014년 01월 01일, 미래, 미지, 남편, 휴대폰, 마지막 같

은 시작, 유치원 선생님, 첫 경험, 첫 걸음, 새로운 시도, 궁금상자, 밤, 신기한 나라, 에너지, 자

이로드롭, 레몬, 새로운 세계의 17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연구대상자 114명 중 14.9%인 17명이 

학교현장실습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응답하여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와 함께 예비유아교사들

의 학교현장실습 중 가장 대표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새로운 경험이에요’로 범

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 미래: 학교현장실습은 미래이다. 왜냐하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므로 기대와 설렘이 들기 

때문이다.

� 신기한 나라: 학교현장실습은 신기한 나라이다. 내가 배웠던 것을 유치원 현장에 가서 실제

로 하므로 하나하나가 신기한 나라일 것 같기 때문이다. 

� 미지: 학교현장실습은 미지이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가올 어떤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의 실제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습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은 새롭고 신

기한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고 난 후의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드러날 수 없는, 연구대상의 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가 부각되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미래, 미지와 같이 미래에 겪게 될 경험으로 표현

하거나, 첫 경험, 첫 걸음, 새로운 시도, 새로운 세계 등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

추어 학교현장실습을 묘사하였다. ‘새로운 경험이에요’로 분류된 응답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학생 7.4%, 2학년 학생 21.7%로 나타나 학년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학

년 학생들의 응답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 ‘새로운 경험이에요’였다. 1학년의 경우, 

‘미지’, ‘미래’와 같은 단어로 학교현장실습을 표현함으로써 경험해보지 못한 막연한 미래

의 일에 중점을 둔 반면, 2학년의 경우에는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현장

실습을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3) 힘들고 어려워요

학교현장실습의 과정에서 겪게 될 노동, 수동적인 존재, 업무과다 등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힘들고 어려워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

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은 줄넘기, 바다, 로봇, 옷, 아르바이트, 답이 없는 시험

지, 미로, 배터리, 산꼭대기, 감옥, 전쟁, 다이어트(2)의 13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11.4%를 차지한다. 다음에 ‘힘들고 어려워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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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학교현장실습은 배터리이다. 왜냐하면 의지 있게 갔다가 방전돼서 돌아오기 때문이

다. 

� 산꼭대기: 학교현장실습은 산꼭대기이다. 왜냐하면 산 정상까지 가는데 많은 힘이 소모되는 

것처럼 실습 나가는 데 많은 힘이 들 것 같기 때문이다. 

� 바다: 학교현장실습은 바다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바다처럼 배워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많

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표현하며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치원이라는 낯

선 기관에서 실습지도교사 및 유치원 교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서 실습기간 

동안 청소, 행사준비를 위한 단순한 노동과 같은 여러 가지 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

로 인한 정신적 소진과 육체적 피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울러 학교현장실습과정에서 요구하는 과업들이 너무 많다

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4) 의미 있고 중요해요

학교현장실습을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표현한 은유

들을 범주화하여 ‘의미 있고 중요해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

로 표현한 은유들은 첫 단추 끼우기, 콩, 쌀, 보험, 군대 예비 훈련, 영아기 때의 첫 걸음마, 골

든타임, 최종 리허설 무대, 물뿌리개 안의 물, 바느질, 맛보기의 11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9.6%를 차지한다. 다음에 ‘의미 있고 중요해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

였다. 

� 최종 리허설 무대: 학교현장실습은 최종 리허설 무대이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보고 

들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연습해볼 수 있고 실수나 오해를 통해 나를 보완

할 수 있으며 실제 교사가 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 골든타임: 학교현장실습은 골든타임이다. 왜냐하면 나의 적성, 미래,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지

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 군대 예비 훈련: 학교현장실습은 군대 예비 훈련이다. 왜냐하면 유치원 교사라는 직책으로 

유치원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유치원 현장

에서 적용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다양한 실습생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

로써 기술 습득 및 교사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고 성공적인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정(안지령, 2014)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

교현장실습은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 선

택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의미 있고 중요해요’라고 응

답한 학생들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 3.7%, 2학년 15.0%로 나타나 학년 간의 뚜렷한 차

이가 보였으며, 2학년 학생들이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표현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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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5) 두렵고 걱정돼요

학교현장실습을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등으로 표현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두렵고 걱정돼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두렵고 

걱정되는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은 감옥, 발표 전날, 주사, 처음 보게 될 장소, 놀이기구, 서커스 

무대, 운전, 동굴(2), 산꼭대기, 호랑이의 11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9.6%를 차지한

다. 다음에 ‘두렵고 걱정돼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 감옥: 학교현장실습은 감옥이다. 왜냐하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고 숨통이 막혀오기 때문이다. 

� 운전: 학교현장실습은 운전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실수해서 사고가 날

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 동굴: 학교현장실습은 동굴이다. 아직은 깜깜하고 들어가기 두렵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지고 걱정과 불안이라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실습을 경험해 본 예비유아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 수업을 준비하기 어렵

다는 사실에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는 반면(조채영, 좌승화, 2014), 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한 번도 경험

해보지 않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6) 많이 배워요

학교현장실습의 과정에서 유아, 실습지도 교사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다른 유아교

육현장의 실천적 지식과 기술, 교사로서의 태도 등을 직접 배우는 과정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표

현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많이 배워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많이 배우는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은 박물관, 도서관, 알파벳, 시험, 퍼즐, 유치원, 백과사전, 본보기, 보자기, 반짝이 

종이의 10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8.8%를 차지한다. 다음에 ‘많이 배워요’로 범

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 도서관: 학교현장실습은 도서관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서 지식을 쌓는 것처럼 교육실습

도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 유치원: 학교현장실습은 유치원이다. 왜냐하면 학교와 같이 앉아서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배우기 때문이다.

� 시험: 학교현장실습은 시험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침으로써 모르는 것을 터득하는 것처럼 교

육실습도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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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에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유

아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활용해봄으로써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익히

도록 돕는다(차영숙 외, 2011). 학교현장실습을 다녀 온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실습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염지숙(2003)의 연구에서도 예비유아교사들은 수업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에게 실시해봄으로써 개인의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수업에서 통합 활동으로 적용해보는 과정에서 현실과 이론 사

이의 괴리감도 있었지만, 실천적 지식 형성의 논리와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

하여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계속적인 자기반성을 할 수 있음(김현자, 2007; 염지숙, 2003)

에 주목하는 인식이었다. 1학년의 14.8%, 2학년의 3.3%가 ‘많이 배워요’에 분류됨으로써 1학

년이 2학년에 비해 ‘많이 배워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1학년 학생들의 응답 중 가

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항목이 ‘많이 배워요’로 나타났다. 

  7) 꼭 거쳐야 해요

학교현장실습을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꼭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표현

한 은유들을 범주화하여 ‘꼭 거쳐야 해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꼭 거쳐야 하는 것

으로 표현한 은유들은 엉킨 실, 등산, 휴지, 시험공부, 공부, 독수리 요새, 화장실, 디딤돌, 매니

큐어의 9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7.9%를 차지한다. 다음에 ‘꼭 거쳐야 해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 화장실: 학교현장실습은 화장실이다. 왜냐하면 생리현상처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기 때

문이다.

� 공부: 학교현장실습은 공부이다. 왜냐하면 하기 싫지만 하기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디딤돌: 학교현장실습은 디딤돌이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 꼭 디디고 지나가야할 

디딤돌과 같이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이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하면서 학교

현장실습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이 고되고 힘들다는 전제를 은유 표현 속

에 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유아교사들 또한 학교현장실

습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인정의 과정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학교현장실습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표현한 은유들을 범주화

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표

현한 은유들은 공사현장직, 수능, 요리, 파마, 도박, 시식, 미래, 춤 연습의 8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7.0%를 차지한다.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

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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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연습: 학교현장실습은 춤 연습이다. 왜냐하면 춤을 잘 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듯이 유

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실습을 하기 때문이다.

� 미래: 학교현장실습은 미래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

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서 수능, 요리, 춤 연습 등과 같이 미래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은유 표현에는 학교현

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다짐과 

실습 과정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유치원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내포되어 있

었다.  

  9) 즐거워요

학교현장실습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신남, 기쁨, 유쾌함 등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 은

유들을 범주화하여 ‘즐거워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즐거운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은 

게임, 백화점,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교생선생님의 6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5.3%를 차지한다. 다음에 ‘즐거워요’로 범주화된 은유들 중 일부를 제시하였다.

� 게임: 학교현장실습은 게임이다. 왜냐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기분 좋기 때문이다.

� 놀이공원: 학교현장실습은 놀이공원이다. 왜냐하면 놀이공원에 가면 힘들고 지치지만 재미있

기 때문이다.

� 자이로드롭: 학교현장실습은 자이로드롭이다. 왜냐하면 막상 시작할 때 많이 떨리고 하지만 

점점 하다보면 속이 시원하고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응답자의 5.3%는 학교현장실습이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긍정적인 은유 표현을 사용하였

다. 즉, 이들은 학교현장실습을 게임,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인 자이로드롭, 롤러코

스터에 비유하며 학교현장실습이 기분 좋고 재미있으며 신나는 과정이라는 기대와 설렘을 표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은유에서도 그 이유를 살펴보면, ‘힘들고 지치지만…’, ‘막상 

시작할 때는 많이 떨리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교현장실습이 즐겁고 기쁜 일임

과 동시에 긴장되고 힘들기도 한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 학생의 

9.3%가 ‘즐거워요’에 분류된 반면, 2학년 학생 중에는 1.7%인 1명만 이 항목에 분류됨으로써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현장실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은 

각 37.0%, 40.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2학년 학생들이 학교현장실습을 힘들지만 보람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에 중점을 둔 은유를 주로 표현한 데 비해, 1학년의 경우

에는 학교현장실습이 놀이기구나 게임처럼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과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평가 받아요

  학교현장실습의 과정이 타인평가, 자기이해 및 발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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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범주화하여 ‘평가 받아요’로 명명하였다. 학교현장실습을 평가받는 것으로 표현한 은유들

은 면접, 감독관, 자가실험의 3개가 도출되었으며, 전체 은유 표현의 2.6%를 차지한다. 다음에 

‘평가 받아요’로 범주화된 은유들을 제시하였다.

� 면접: 학교현장실습은 면접이다. 왜냐하면 실습생으로서의 나의 모든 행동이 매 순간순간 유

치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기록되고 평가될 것 같기 때문이다.

� 감독관: 학교현장실습은 감독관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배우는 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이

다.

� 자가실험: 학교현장실습은 자가실험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자신이 자기 자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다고 인식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인식한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고, 이에 비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로 인식한 경우

에는 실습생과 유아들, 그리고 실습생과 지도교사의 관계를 평가자와 피평가자로 인식하며 이러

한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학교현장실습을 ‘평가 받아요’로 인식한 응답자는 모두 

2학년 학생으로 1학년 학생 중에는 해당 항목에 분류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11) 기타

기타에 속하는 은유로는 달구어진 프라이팬, 테트리스, 장기자랑 등 9개(7.9%)가 도출되었다. 

실습으로 오히려 열정이 식을 수 있음(달구어진 프라이팬),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생

각남(여름, 에어컨) 등 범주화되지 않은 다양한 소수의 인식들이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실습을 재조명하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실

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학교

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3년제 대학교 1, 2학년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은유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자의 38.6%인 44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힘들지만 보

람 있어요’, ‘의미 있고 중요해요’, ‘많이 배워요’, ‘즐거워요’ 등의 긍정적인 인식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의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실습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학교현장실습이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학교현

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에 더해 유치원 현장에서 유치원교사로서의 지식, 태

도, 기술을 포함한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며, 유치원교사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에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 선택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현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제11권 제3호

- 38 -

실습이 놀이공원, 놀이기구처럼 즐겁고 신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예비유아교사들도 있었다. 1

학년이 학교현장실습을 주로 놀이기구나 게임처럼 즐겁고 신나는 것으로 주로 인식한 데 

비해, 2학년은 학교현장실습을 힘들지만 보람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실습의 의

미와 중요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학년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와 중요성, 가치, 효용 등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결과는 예비유아

교사가 경험하지 않은 실습에 대해 기대와 설렘의 감정을 가진다는 염지숙(2003), 이진화와 

유준호(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유

아교사들의 보육실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안지령(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안지령

(2014)의 연구에서도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 과정을 교사가 되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라 생각하며 학교현장실습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기대감을 드러내었다. 뿐만 아니라 

실습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을 통해 개인의 적성이 교사로서 적절한지에 대해 검

증해 볼 수 있었으며,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현장경험을 융합

하고 자신만의 실천적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다는 보고(이진화, 유준호, 2009; 

차영숙 외, 2011)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실제 

실습을 통해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유아교사가 가지는 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가

장 많은 수가 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진화와 유준호

(2009)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한 채로 실습에 임하게 되는데,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 전에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들은 

본 실습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르게 한다.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학교현장실습의 성공적인 수행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유

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바람직한 기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전체 응답자의 23.6%인 27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힘들고 어려

워요’, ‘두렵고 걱정돼요’, ‘평가 받아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과 두려움, 걱정을 

표현하였으며, 학교현장실습 과정이 고되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습생으로서 동료

교사나 유아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자로서의 부담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 전에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

정과 두려움, 불안감을 가진다고 보고한 이진화와 유준호(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한 실습 후 예비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에 대해 연구한 안지령(2004), 김선영과 서원경

(2010)의 연구에서도 실습을 시작하기 전 예비보육교사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특

히 실습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또한 자신감도 부족하여 다가올 모든 상황에 대해 걱정을 표현하

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예비교사들이 가지는 인식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실습을 마친 후의 예비유아교사들 또한 실습에 대한 자신

감 부족으로 심적 부담과 갈등을 느끼고(염지숙, 2003; 윤희경, 2007) 실습 초기에 막연한 불안

감을 경험한다(류칠선, 1998; 박은미, 2009; 천은숙, 1995)는 선행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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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정서는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

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실습을 마친 후의 예비유아교사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인

데,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를 

조사한 선행연구들(박은미, 2009; 염지숙, 2003; 이은희, 2001; 조채영, 좌승화, 2014; Caruso, 

2000; Rand & Shelton-Colangelo, 2003)에 의하면, 예비유아교사가 평가, 교육활동 계획 및 운영,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유아교육기관 직원들과의 인간관계 등에서 실제로 불안을 경험하며, 교사

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유아교

사들은 학교현장실습을 미래의 유능한 교사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 실습기간 동안 

청소, 행사준비를 위한 단순한 노동과 같은 여러 가지 잡무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이로 인

해 육체적 피로와 함께 유아교사나 실습생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으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이들은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나 중요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힘들고 어려

운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의 관계를 평가자와 피

평가자로 인식하며 자신이 수업을 하는 동안 지도교사가 자신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경험하였고, 지도교사와 원장, 교육기관 직원들에 대한 반응과 그들의 평가에 대해 불안감을 보

이고 있었다(박수경, 2000; 박은미, 2009; 신은희, 2003; 염지숙, 2003; 이명순, 2000). 학교현장실

습의 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실습 전이나 실습 초기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에 대한 걱정과 불

안을 나타내었는데,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온 예비교사에 비해 실습 전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두려움이나 기대가 포함된 경향

이 있었다. 학교현장실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성공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

는 불안, 걱정, 갈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로, 대학에

서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자신이 유아나 

교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입장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실습이 배움

의 과정이므로 교사로부터의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그들은 평가자가 아니라 조력자이자 멘토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어 예비유아교사가 왜곡

된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갖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생의 태도 및 자세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습생이 일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 기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혀 실습 후 좌절하는 경

우가 많다(차영숙 외, 2011).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에서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편견을 고려하여 유아교육현장과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건설적인 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불안과 걱정을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현장실습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인력 

부족, 실습지도교사의 자격 미달, 실습지도교사의 업무 과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유치원에는 

청소나 기타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실습생이 유치원의 청소나 기타 잡

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습지도교사들이 기

존의 업무 외에 실습지도와 관련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저경력의 유치원교사는 실습지도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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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영미, 선미현, 2008). 예비

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에 더해 학교현장실습을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전문적이고 실천적 능력을 갖춘 유아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학교현장실습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현장실습을 경험

하기 전인 예비유아교사에게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교현장실

습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현장실습이 갖는 어려움의 근원을 근

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전체 응답자의 29.8%인 34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꼭 거쳐야 

해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등의 중립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

들은 학교현장실습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며,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꼭 거

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 과정에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과 성실하게 실습에 임해서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다짐과 각

오도 엿볼 수 있었다.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의 경우, ‘미지’, ‘미래’와 같은 단어로 

학교현장실습을 표현함으로써 경험해보지 못한 막연한 미래의 일에 중점을 둔 반면, 2학년의 경

우에는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현장실습을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학교현장실습을 ‘평가 받아요’로 인식한 학생은 모두 2학년으로 1학년 학생 중에는 해

당 항목에 분류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1학년과 2학년은 모두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나, 유아교육 및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지식과 교육정도, 간접경험 

정도 등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습을 경험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안나, 2011; 박은미, 2009; 염지숙, 2003; 이진화, 유

준호, 2009; 조채영, 좌승화, 2014; 차영숙 외, 2011)에서는 실습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며 자신이 느끼는 정서나 인식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반

면, 실습을 경험하기 전인 예비유아교사들은 긍정적,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중립적

인 인식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교현장실습을 다녀온 후 실

습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향후 학교현장실습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만, 앞으로는 실습 후 

간담회뿐만 아니라 실습 전 간담회를 실시하여 실습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

여 예비유아교사들이 보다 의미 있는 학교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을 감소시키고 학

교현장실습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실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 실

습을 통해 미리 학교현장실습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사전실습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이해, 이론과 현장을 접목하는 실천적인 지식 획득, 교사의 역할 

이해 등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정규실습 준비로 정규실습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주영은, 이은희, 2010). 이처럼 사전실습은 교사로서의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Ray, Bowman, & Robbins, 2006), 현재 우리나라 3년제 유아교사 양성 대학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학교현장실습을 편성하고 있지만 사전실습이나 참관실습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조

사 대상 22개 학교 중 2개에 그쳤다(이주헌, 2010). 미국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전실습이 대학에서 배우는 유아교육의 전공이론과 현장교

육의 실제를 접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비롯하여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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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보는 기회, 사전실습 후 강의 중 이루어지는 심층 논의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창본, 김근규, 이일랑, 201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사 양성과

정에서 사전 실습을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긍정적이고 바람

직한 인식을 가지고 학교현장실습을 준비하여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 없이 학교현장실습을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혹은 중립적인 학생들

의 감정이 학교현장실습에 미칠 영향력을 재고해야 하며, 예비유아교사들이 가지는 부정적 감정

의 해소나 긍정적 감정의 유지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현장실습의 실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습을 준비하는 유치원 교원양성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

이 갖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학교현장실습

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학교현장실습이 예비유아교

사에게 어떤 의미인지 검토한 후,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예비유아교사에게 보다 적합한 학교현

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및 논의를 토대

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은유 분석을 통

해 살펴본 결과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인식이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 나타

난 예비유아교사들의 부정적, 긍정적, 중립적 인식이 어떠한 변인에 의해 기인하였는지, 그 차이

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규명 혹은 이러한 인식 차이가 학교현장실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습을 경험하기 전 예비유아교사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

는 실습 전과 실습 중, 그리고 실습 후에 예비유아교사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은유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이 실습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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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more proper teaching practicum chances through getting 

practical implications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practicum 

through investigat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eaching practicum using 

metaphors. Participants were 121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y were early childhood 

education freshmen and sophomores who did not experience teaching practicum. The opened survey 

expressing metaphors about teaching practicum was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suggested 114 metaphors and those were coded and divided. The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11 

types including ‘It is hard but also fruitful.’, ‘It is a new experience.’, ‘It is hard and difficult.’, ‘It is 

meaningful and important.’, ‘I am afraid and worried.’, ‘I learn a lot.’, ‘I have to go though it.’, ‘I have 

to make an effort.’, ‘It is pleasant.’, ‘I am evaluated.’ and ‘other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give a chance to review what the teaching practicum means to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make plans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o prepare the teaching practicum with 

proper perception.

▶Key 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etaphor, analysis teaching practic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