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7

실습일지에 나타난 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  

보육실습 내용 분석* **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um Experience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Shown in Practice Teaching Journals  

이미란1                      

Mi Ran Lee    

* 본 논문은 2015년도 동양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보육

지원학회 추계학술 회  포스

터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제1 자(교신 자)

동양 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mrlee@dy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acticum experience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through the analysis of practice teaching journ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52 practice teaching journals of 26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completed their practicum in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type of teaching practice management, the type of activities, 

and the contents of journal writing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e- 

service teachers experienced a similar ratio of the type of teaching practice 

management in both types of teaching practice. Second, pre-service teachers 

performed more group activities in practicum in kindergartens, but more choice 

activities in practicum in child care centers. Third, the journal writing contents 

of pre-service teachers in both types of teaching practice mainly addressed the 

operating of educational and child care activities, and the execution of observing 

young children. But some categories of teacher’s competency were hardly 

addre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designing 

early childhood practicum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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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의 성과나 효과를 논할 때 자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주제에  

마주하게 되듯이 교육의 성과를 꾀하기 해서는 어느 요소보다도 교사의 자질  문성에 주

목해야 한다(오욱환, 2005; Barber & Mourshed, 2007).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유아

의 발달특성과 교수학습 방법 등의 특수성으로 교사의 문성에 한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출산 상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의 사회  상으로 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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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사회  심도 증하 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한 시도로서 유치

원  어린이집의 리과정을 시행하여 교육과정의 통합을 이루었으나 교사의 질  편차로 인

해 교육과정의 효과  운 에 어려움이 나타나서 유아교육  보육의 질  향상을 한 가장 핵

심 인 요인으로 교사의 자질함양과 교사의 역할을 더욱 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해 교사

교육 로그램 리에 한 지속  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교육은 직에 있는 교사를 상으로 하는 직교육과 교사가 되기 이 의 비교사를 

상으로 하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의 교사양성과정은 유아교육  보육에 

한 이론  지식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만 이론을 실제에 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는 보고(Korthagen, Kessels, Koster, Lagerwerf, & Wubbles, 2001)를 반 하여 교사교육 

로그램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Bencze, Hewitt, & Pedretti, 

2001; Stacey, 2009). 비교사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잘 처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

도록 비하기 해서는 교사양성과정은 문  지식뿐만 아니라 장에서 수행하게 될 교사의 

다양한 역할을 미리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Bransford, Darling-Hammond, & LePage, 

2005; KOÇ, 2012). 이러한 교사양성 로그램  장실습은 교사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아주 

요한 학습기회이며 질 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해 비교사는 양질의 실습 로그램

을 경험하여야 한다(Clement, 2002; Darling-Hammond, 2006; Ferrier-Kerr, 2009). 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장실습을 통해 유아교사로서의 태도와 역할, 일과운 을 한 실천  지

식을 총체 으로 습득하고 실습과정을 통해 형성된 실천  지식과 문성은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석이 된다(박은혜, 2013; 이선미, 2012). 

장실습을 이 에는 교사양성과정 마무리 단계에서 학에서 학습한 이론  지식을 단지 

장에서 연습하거나 훈련하는 제한된 과정으로 간주하 는데 근래에는 실습과정을 비교사가 

교육활동  교직생활을 경험함으로써 교수능력 등의 교사의 문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신념을 확립하여 자신의 교직 성을 악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연속 인 단

계의 의미로 확 하여 인식하고 있다(김미경, 2011; 배소연, 윤기 , 조부경, 1994). 그러므로 

비유아교사의 장실습은 유아교사의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체험하고 시도해보고 수행하는 과

정이며 이러한 장실습에서의 경험은 교사로서의 역량  정체성 확립에 향을 미친다.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장실습이 후의 교사역할 수행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

면서 비유아교사의 장실습에 한 연구가 꾸 히 진행되어 왔다. 장실습의 비유아교사

의 발달에의 향(김남행, 2007; 김남희, 2009; 성원경, 2007; 신은수, 1996; 오선 , 2003; 유홍옥, 

2005)의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외에도 효과 인 실습모형 개발(조부경, 고

미, 2004; Sibert & Rieg, 2016; Wyss, Siebert, & Dowling, 2012),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의 의미

(안지 , 2015; 염지숙, 2003; 이정미, 김은정, 2009), 실습 실태와 개선(송주승, 정혜명, 2009; 최명

아, 2013), 실습지도교사와 실습생의 계(유병 , 2013; 조운주, 2004) 등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최근에는 실습과정에서의 비교사 정서상태의 요성이 인식되면서 실습과정에서

의 비유아교사의 감정, 갈등, 불안(김안나, 2011; 신은희, 2003; 엄은나, 2013; 최은아, 탁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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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분 유치원에서의 교육실습, 혹은 어린

이집에서의 보육실습만을 상으로 하여 실습 련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의 유아교육의 체계가 교육부 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할의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원화된 유아교육체계로 인해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장실습도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으로 구분하여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이원화 체계는 행정상의 구분이며 

3-5세 리과정의 면 실시로 두 기 의 로그램이나 교사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 되었

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단계 으로 추진되고 그에 따른 유아교사 양성체제 연구

(김은 , 김길숙, 이연주, 2016; 조양순, 나귀옥, 2015)가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 비유아교

사의 장실습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을 갖고 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

의 유아교육과 재학생과 아동학과 계열의 일부 재학생은 유치원 2  정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2

 자격을 취득하기 해 유치원에서의 교육실습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포함한 연구가 소수 보고되고 있다

(이정미, 김은정, 2009; 이희경, 2011; 임효진,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경험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하여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어떠한 

실습내용을 경험하 는지 조사,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에 기 하여 두 실습유형의 

실습과정을 통해서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실습내용에 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이 때 비유아

교사의 실습경험은 정서나 갈등 등의 개인내  측면보다 실습과정에서의 운 내용에 한 경험

을 심으로 조사하여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내용에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을 조사하기 해 실습의 결과물인 실습일지를 분석

상으로 사용하 다. 실습기 의 일과 진행내용, 유아의 찰기록, 실습지도교사와의 상호작

용, 비유아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한 교육활동  일과진행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 실습일지

는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을 조사할 수 있는 귀 한 자료이다. 특히 비유아교사가 실습 당

시 매일의 일과가 끝난 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반성과 소감을 기록하는 쓰기는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권혜진, 2015; 박정옥, 김태인, 

2011; 이선미, 2012; 임경심, 2009). 

교사양성을 한 장실습이 사 실습, 정규실습, 사후실습 등으로 세분화 되어 실시되기도 

하지만(윤기  등, 2011; 문 , 백혜리, 김정희, 김혜연, 김민희, 2010) 본 연구에서는 실습지도

교사와 학의 실습지도교수의 조 아래 4-6주에 걸쳐 연속 으로 실시되는 정규실습을 장

실습으로 다루고자 한다. 정규실습은 장에서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체 으로 경험해보는 

과정으로서 수업실습과 실무실습으로 구분된다(윤기  등, 2011). 수업실습은 찰실습, 참 수

업, 그리고 실제수업지도 등으로 진행되며 실제 수업지도는 다시 부분 수업, 연결 수업, 종일 수

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어떠한 실습을 경험했는지 조사하기 

해 수업실습을 반 하여 실습의 운 형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유아교사의 수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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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습내용을 조사하기 해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비하여 수행한 

활동의 유형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실습이 교사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사 에 경험하

여 교직에 한 태도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회라는 에 기 하여 정규실습과정  실무실

습에 해당하는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해 비유아교사가 실습과

정에서 매일 자신의 반성과 소감을 기록한 쓰기에 어떠한 교사의 역할, 직무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며 분석의 도구로서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016)에서 개발한 보육교사 직무능력단 를 용하고자 한다.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교육실습  보육실습에서의 실습내용을 체 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과 보육

의 통합을 논하는 시 에서 교사양성체계의 질 높은 실습 로그램 개발과 효과  실습운 방안 

모색을 한 유용한 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 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교육실습  보육실습의 운 형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  보육실습  수행한 교육  보육활동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  보육실습  기록한 쓰기 내용의 범주는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4년제 정규 학인 A 학 유아교육과에서 2016년 1월 에 실시한 보육실습과 2016

년 5월에 실시한 교육실습에 참여한 비유아교사의 실습일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교육실

습과 보육실습 모두에 참가한 26명의 비유아교사가 작성한 교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일지, 총 

52개의 실습일지의 내용을 토 로 비유아교사의 실습내용을 분석하 다. A 학교는 경상북도

에 소재하고 있으나 실습지역  기 은 실습생인 비유아교사의 요구를 반 하여 선정한 결

과, 다양한 지역에 소재한 실습기 에서 실습이 진행되었다. 서울지역에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각각 4개, 7개 기 , 경기지역 2개, 3개 기 , 부산  경남지역 3개, 2개 기 , 경북지역 3개, 1개 

기  그리고 강원지역에서는 교육실습만 1개 기 에서 실습을 진행되었다.  

<표 1> 실습유형별 운 내용  실습일지 수                                                   (N=52)

구분 운 학기  시기 실습기  수 실습일 수 실습일지 수

교육실습 4학년 1학기(5월) 13(유치원) 18(4주) 26

보육실습 3학년 겨울방학(1월) 13(어린이집) 20(4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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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실습운 형태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운 형태를 조사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육

선희(2001) 연구에서 사용한 실습운 형태의 종류를 수정․보완하여 <표 2>와 같이 실습운 형

태를 구분하 다. 실습일지에 기록된 실습내용을 기 로 하여 각 실습일의 실습운 형태를 조사

하 다. 

<표 2> 실습운 형태  내용

 운 형태 실습내용

 찰실습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찰을 주로 하는 형태

 보조교사 활동을 주도 으로 진행하지 않고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

 1개 활동  보조교사 
실습지도교사가 계획한 일과  비유아교사가 1개 활동을 진행하고 보조

교사 역할도 수행하는 형태

 2-3개 활동  보조교사
실습지도교사가 계획한 일과  비유아교사가 2-3개 활동을 진행하고 보

조교사 역할도 수행하는 형태

 일과 주도교사
실습생이 오 이나 오후 등의 반일과 혹은 하루 체 일과를 계획하고 비

하여 실행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

2) 실습  수행활동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직  계획하고 비하여 실행한 교육  보육활동은 어떤 활동

인지 조사하기 해 실습일지 내용에 기 하여 비유아교사가 수행한 활동을 조사하여 그 활

동의 유형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리과정과 표 보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활동유형을 자

유선택활동, ․소집단활동, 바깥놀이활동, 기타 일과활동으로 구분하 으며 각 활동유형에 해

당하는 세부활동은 <표 3>과 같다.  

<표 3> 활동유형별 세부활동

활동유형 세부활동

자유선택활동

∙감각  탐색 역    ∙신체놀이 역       ∙쌓기놀이 역  

∙역할놀이 역        ∙언어 역           ∙수‧조작 역  

∙과학 역            ∙미술 역           ∙음률 역 

․  소집단활동
∙이야기나 기   ∙동화     ∙동시     ∙동극          ∙음악활동   

∙신체활동       ∙게임     ∙요리     ∙미술활동      ∙ 장체험

바깥놀이활동 ∙바깥놀이활동

기타 일과활동 ∙정리정돈   ∙일상생활   ∙간식   ∙식사   ∙등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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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의 내용범주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한 쓰기의 내용이 교사의 어떤 역할

이나 직무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조사하기 해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 

petency Standards, 2016)의 보육분야 직무능력  보육교사 직무능력을 다루고 있는 4-5 수 의 

능력단 를 분석도구로 사용하 다(<표 4> 참조). 보육교사 직무능력표 이 유치원교사의 직무

능력을 다루는 도구로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아동복지학과 교수 1인과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을 

통해 확인하 다. 

<표 4> 국가직무능력표 (NCS)의 보육교사 직무능력

직무능력단 정의 능력단 요소

운 방침수립
∙기  운 철학에 입각하여 당해 연도 운 방안   

  수립하는 능력

∙연간운 방안 수립하기     

∙연간행사 계획하기

보육(교육)

계획 수립

∙ 리과정  표 보육과정에 기 하여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을 작성하는 능력

∙연간계획 수립하기 

∙월간, 주간 계획 수립하기 

∙일일계획 수립하기 

환경구성
∙ 유아의 흥미와 발달특성에 합하도록 물리

  환경을 구성하는 능력

∙놀이실 놀이환경 구성하기

∙실내외 환경 구성하기

환경 리
∙시설․설비와 비품 리, 활동자료, 환경조성 등

  물리  환경을 리하는 능력

∙시설․설비와 비품 리하기 

∙활동자료 리하기

활동운
∙ 유아 흥미와 심 기 해 흥미 역 활동, 소  

  집단활동, 실외활동 비, 운 하는 능력 

∙흥미 역 운 하기

∙ ․소집단 활동 운 하기

∙실외활동 운 하기

생활지도
∙ 유아의 기본생활습  기  형성과 사회  유능  

  감을 갖도록 지도하는 능력

∙기본생활 지도하기

∙인성 지도하기

놀이지도
∙ 유아 한 놀이 비하고 놀이참여 진하며   

  놀이를 다른 활동과 연계통합하는 능력

∙ 아놀이 참여․ 진하기 

∙유아놀이 참여․ 진하기

∙놀이연계  통합하기

신체활동지도
∙신체활동의 활동자료 비하여 유아 흥미와 발  

  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신체활동 계획하기

∙신체활동 지도하기

음률활동지도
∙음률활동의 활동자료 비하여 유아 흥미와 발  

  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음률활동 계획하기

∙음률활동 지도하기

미술활동지도
∙미술활동의 활동자료를 비하여 유아 흥미와  

  발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미술활동 계획하기

∙미술활동 지도하기

언어활동지도
∙언어  문학활동의 자료 비하여 유아 흥미  

  와 발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언어활동 계획하기  

∙언어활동 지도하기 

∙문학활동 지도하기

수‧조작활동지도
∙수․조작활동의 자료를 비하여 유아 흥미와  

  발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수․조작활동 계획하기

∙수․조작활동 지도하기

과학활동지도
∙과학, 감각탐색활동 자료를 비하여 유아 흥미,  

  발달수 에 합한 활동 지도하는 능력

∙과학활동 계획하기

∙과학활동 지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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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속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실습경험 내용을 분석하기 해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종료 후 학에 제출한 실습일지의 내용을 분석하 다. 우선, 실습일지에 기록된 내용

을 기 로 하여 각 실습일의 실습운 형태가 5가지 형태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 조사하

다. 각 실습일의 실습운 형태 조사내용을 기 로 하여 교육실습과 보육실습과정에서의 실습주

간별 각 실습운 형태의 비율을 산출하 다. 더불어 비유아교사가 각각의 실습운 형태를 어

느 정도 경험하 는지 분석하기 해 비유아교사 1인당 각 실습형태의 실습일 수를 산출하

다. 그리고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과정  수행한 교육  보육활동을 조사하기 

해 실습일지의 기록을 토 로 각 비유아교사가 수행한 활동유형과 세부활동을 조사하여 각 

활동유형별 그리고 세부활동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각 실습일의 수행활동 그리고 매일의 실습과정을 경험하면서 비유아교사는 교사의 역할  

직무능력단 정의 능력단 요소

건강지도
∙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토 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

∙건강 리 계획하기

∙건강 리 실행하기 

∙응 상황 처하기

안 지도
∙ 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토 로 안 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

∙안 리 계획하기

∙안 리 지도하기

∙안 사고 처하기

양지도
∙ 간식 계획 수립하고 식습 을 지도하여 건강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

∙ 간식 계획하기

∙식습  지도하기

유아 찰  

평가

∙ 찰 통해 유아 특성과 문제 악하고 찰자  

  료 평가하여 유아 지도 사항을 도출하는 능력

∙ 유아 찰 계획하기

∙ 유아 찰 실행하기

∙ 유아 평가하기

보육과정  운  

평가

∙보육(교육)과정  운 평가 통해 운 방침에 따  

  라 운 되었는지 악하고 평가인증지표를 이해  

  하고 용해보는 능력

∙보육(교육)과정 평가하기

∙보육(교육)운  평가하기

∙평가인증 용하기

발달지원  상담

∙발달 으로 어려움이 있는 유아의 행동사례를  

  찰, 분석, 선별하고 사례별 발달 지원계획과 부  

  모상담과 문가 연계할 수 있는 능력

∙행동사례 분석하기

∙사례별 발달지원하기

∙상담  문가 연계하기

장애아 발달지원
∙장애아 해 지도  상담의 내용과 방법 계획․  

  결정하여 지원하는 능력

∙장애아 행동특성 악하기

∙장애아 보육(교육)계획하기

∙장애아 보육(교육)활동 지도하기

가정과의 력
∙부모와의 상담, 교육, 참여지원을 통해 가정과 연  

  계하고 력하는 능력

∙부모상담하기

∙부모교육하기

∙부모참여 지원하기

지역사회와의 

력

∙기 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와 의 력을 확 하는 능력

∙지역사회 자원 악하기

∙지역사회 력 계획하기 

∙지역사회 력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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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어떠한 내용에 해 느끼고 생각하 는지 조사하기 해 비유아교사가 실습일지에 

작성한 쓰기 내용범주를 분석하 다. 쓰기 내용범주를 분석하기 해 조사연구 방법  

분석범주에 따라 질  자료를 부호화하는 내용분석법을 사용하 다. 쓰기의 내용분석의 분

석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해 연구자와 유아교육학 박사 1인이 함께 국가직무능력표 (2016)의 

보육교사 직무능력범주에 한 내용에 해 토의하 으며 2015년도 실습일지를 상으로 하여 

각 쓰기에 NCS의 보육교사 직무능력단 를 용하면서 능력범주 내용을 확인하는 훈련과

정을 실시하 다. 비분석을 한 자료  최종 3개 실습일지에 포함된 쓰기 내용을 두 분

석자가 각각 내용범주를 분석한 후, 두 분석자의 총 범주 빈도에 한 일치하는 빈도의 비율에 

분석자 수를 곱하여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91로 나타났다. 각 실습일의 쓰기의 내용을 분

석하여 각 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 (2016)의 보육교사 직무능력범주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각 범주의 빈도와 백분율을 실습유형별로 산출하 다.

 

Ⅲ. 결과  해석

1. 실습운 형태 분석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교육  보육실습에서의 실습운 형태를 분석하기 해 실습일지에 

기록된 각 실습일의 운 형태를 조사하 다. 각 실습일의 실습운 형태를 주간별로 조사하여 실

습주간별 실습운 형태와 체 실습운 형태 비율을 실습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표 5>와 

〔그림 1〕에 제시하 다.   

<표 5>와〔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실습주간별 실습운 형태와 체 실습운 형태가 교육실

습과 보육실습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실습주간별로 실습운 형태를 살펴보면, 교육실습

과 보육실습의 첫째 주는 주로 ‘보조교사’의 실습형태가 각각 80.2%, 66.2%로 나타나 보조교사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형태를 심으로 실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찰실습형태는 첫 주 실습의 

<표 5> 실습주간별 실습운 형태                                                               빈도(%)

실습 운 형태
1 주 2 주 3 주 4 주 계

교육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보육실습 교육실습 보육실습

찰실습 15( 18.5) 43( 33.1) · · · · · · 15(  3.1) 43(  8.3)

보조교사 65( 80.2) 86( 66.2) 93( 69.4) 89( 68.5) 91( 67.4) 61( 47.0) 94( 69.6) 80( 61.5) 343( 70.7) 316( 60.8)

1개 활동  보조교사  1(  1.2) 1(  0.7) 37( 27.6) 36( 27.7) 21( 15.6) 38( 29.2) 5(  3.7) 5(  3.8) 64( 13.2) 80( 15.4)

2-3개 활동  

보조교사
· · 4(  3.0) 5(  3.8) 23( 17.0) 29( 22.3) 8(  5.9) 12(  9.2) 35(  7.2) 46(  8.8)

일과 주도교사 · · · · · 2(  1.5) 28( 20.7) 33( 25.4) 28(  5.8) 35(  6.7)

계 81(100.0)130(100.0) 134(100.0) 130(100.0) 135(100.0)130(100.0) 135(100.0)130(100.0) 485(100.0) 5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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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실습운 형태 비율

18.5%, 33.1%의 비율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육실습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실습 첫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실습기간 동안 찰실습의 운 형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습 둘째 주에서도 

‘보조교사’ 실습형태가 69.4%, 68.5%의 높은 비율로 진행된 반면, 첫째 주에 나타나지 않았던  

‘1개 활동  보조교사’ 운 형태가 각각 27.6%, 27.7% 비율로 진행되었으며 ‘2-3가지 활동  

보조교사’ 운 형태(3.0%, 3.8%)도 나타났다. 실습 셋째 주에도 ‘보조교사’ 운 형태의 비율

(67.4%, 47.0%)이 높았으며 ‘2-3개 활동  보조교사’ 운 형태가  주 보다 많이 진행되어 

17.6%, 22.3%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주에서도 ‘보조교사’ 운 형태가 60.0~70.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개 활동  보조교사’는 각각 3.7%, 3.8%로, ‘2-3가지 활동  보조교사’ 형태 

비율은 5.9%, 9.2% 로서 하게 낮아졌다. 반면, 실습 3주 동안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일과 

주도교사’ 운 형태가 각각 20.7%, 25.4% 비율로 진행되었다. 

체 실습기간 동안 경험한 실습운 형태  ‘보조교사’ 운 형태가 교육실습, 보육실습 각각 

70.7%, 60.8%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1개 활동  보조교사’는 각각 13.2%, 15.4%, ‘2-3가지활

동  보조교사’는 7.2%, 8.8%, ‘일과 주도교사’는 5.8%, 6.7%로 진행되었다. 가장 낮은 비율로 

진행된 운 형태는 교육실습의 경우, ‘ 찰실습’(3.1%)이었으며 보육실습에서는 ‘일과 주도교사’  

<표 6> 비유아교사 1인당 실습운 형태별 실습일 수       

실습운 형태 
교육실습 보육실습

평균  범 평균 범

찰실습 0.6 0~3 1.7 0~5

보조교사 12.9 6~16 12.2 3~17

1 개 활동  보조교사 2.3 1~5 3.1 0~7

2-3 개 활동  보조교사 1.1 0~7 1.8  0~11

일과 주도교사 1.0 0~4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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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형태이었다.

예비유아교사 1인당 실습운영형태의 평균 실습일을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예비유아

교사가 가장 많이 경험한 ‘보조교사’ 형태의 실습일 수는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12.9일과

12.2일이었다. 그 다음 많은 실습운영형태로서 ‘1개 활동 및 보조교사’는 각각 2.3일, 3.1일, ‘2-3

개 활동 및 보조교사’는 각각 1.1일, 1.8일 진행되었다. 교육실습에서는 그 다음으로 ‘일과 주도

교사’ 1.0일, ‘관찰실습’ 0.6일 경험한 반면, 보육실습에서는 ‘관찰실습’ 1.7일, ‘일과 주도교사’

1.4일 경험하여 보육실습이 실습일이 많은 것을 고려해도 두 실습운영형태를 더 많이 경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실습 중 수행활동 분석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가 수행한 교육 및 보육 활동의 유형과 세부활동

을 분석하여 <표 7>과〔그림 2〕에 제시하였다. 이 때 실습운영형태 중 1개 활동 수행한 형태와

2-3개 활동을 수행한 형태를 합하여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 형태로 제시하여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형태와 ‘일과 주도교사’형태에서 수행한 활동을 분석하였다.

<표 7> 실습 중 수행활동 빈도 빈도(%)

실습운영형태
자유선택활동

소계
감각 탐색 신체 쌓기 역할 언어 수 조작 과학 미술 음률

교

육

실

습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
· · · · · · · 1(0.3) · 1(0.3)

일과 주도교사 · · 4(1.4) 4(1.4) 4(1.4) 4(1.4) 4(1.4) 4(1.4) 2(0.7) 26(9.0)

소계 · · 4(1.4)1) 4(1.4) 4(1.4) 4(1.4) 4(1.4) 5(18.5) 2(7.4) 27(9.3)2)

보

육

실

습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
19(4.3) 21(4.7) 13(2.9) 17(3.8) 30(6.7) 6(1.3) · 24(5.4) 9(2.0) 139(31.1)

일과 주도교사 14(3.1) 16(3.6) 15(3.4) 18(4.0) 21(4.7) 9(2.0) 3(0.7) 14(3.1) 13(2.9) 123(27.5)

소계 33(7.4) 37(8.3) 28(6.3) 35(7.8) 51(11.4) 15(3.4) 3(0.7) 38(8.5) 22(4.9) 262(58.6)

실습운영형태

대 소집단 활동

소계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음악 신체 게임 요리 미술

현장

체험

교

육

실

습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
30(10.3) 14(4.8) 9(3.1) · 17(5.9) 4(1.4) 15(5.2) · 21( 7.2) 6(2.1) 116(40.0)

일과 주도교사 23(8.0) 6(2.1) 4(1.4) · 11(3.8) 7(2.4) 2(0.7) 2(0.7) 13( 4.5) 1(0.3) 69(23.8)

소계 53(18.3) 20(6.9) 13(4.5) 28(9.7) 11(3.8) 17(5.9) 2(0.7) 34(11.7) 7(2.4) 185(63.8)

보

육

실

습

1-3개 활동 및

보조교사
3(0.7) 10(2.2) 2(0.4) · 3(0.7) 4(0.9) 3(0.7) · 4( 0.9) 4(0.9) 33( 7.4)

일과 주도교사 6(1.3) 3(0.7) 2(0.4) · 5(1.1) 8(1.8) 3(0.7) · 2( 0.4) · 29( 6.5)

소계 9(2.0) 13(2.9) 4(0.9) · 8(1.8) 12(2.7) 6(1.3) · 6( 1.3) 4(0.9) 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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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실습운 형태
바깥놀이

활동
소계

기타 일과 활동
소계 총계

정리정돈 일상생활 간식 식사 등원 귀가

교

육

실

습

1-3개 활동  

보조교사 
· · 1(0.3) 2(0.7) · · · · 3( 1.0)

290

(100.0)일과 주도교사 4(1.4) 4(1.4) 17(5.9) 14(4.8) 12(4.1) 12(4.1) 9(3.1) 7(2.4) 71(24.5)

소계 4(1.4) 4(1.4) 18(6.2) 16(5.5) 12(4.1) 12(4.1) 9(3.1) 7(2.4) 74(25.5)

보

육

실

습

1-3개 활동  

보조교사 
2(0.4) 2(0.4) · 4(0.9) 4(0.9) · · · 8( 1.8)

447

(100.0)일과 주도교사 9(2.0) 9(2.0) 24(5.4) 23(5.1) 24(5.4) 24(5.4) 7(1.6) 2(0.4) 104(23.3)

소계 11(2.5) 11(2.5) 24(5.4) 27(6.0) 28(6.3) 24(5.4) 7(1.6) 2(0.4) 112(25.1)

주1. 교육실습 체 수행활동 빈도에 한 쌓기 역활동 수행 빈도의 비율.

주2. 교육실습 체 수행활동 빈도에 한 자유선택활동 수행 빈도의 비율.

          

〔그림 2〕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수행활동 유형의 비율

비유아교사가 수행한 활동유형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실습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교육실습에서는 비유아교사가 수행한 체 활동  ‘ ․소집단 활동’(63.8%)이 주를 이루

었고 정리정돈 등의 ‘기타 일과활동’(25.5%)이 다음 순서로 많이 수행한 활동유형으로 나타난 반

면, ‘자유선택활동’은 체 수행활동  9.3%에 머물 으며 부분 반일과 는 종일제 주도교

사 운 형태에서 다루어졌을 뿐 특별히 활동을 정하여 수행하는 실습운 형태에서는 한 건만 

다루어졌을 뿐이다. 보육실습에서는 ‘자유선택활동’(58.6%), ‘기타 일과활동’(25.1%) ․소집단

활동(13.9%) 순으로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비유아교사가 수

행한 활동유형은 조 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선택활동’은 보육실습에서 많이 다루어졌고 

‘ ․소집단활동’은 교육실습에서 다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행한 세부활동은 교육실습에서는 ‘ ․소집단활동’  이야기나 기(18.3%)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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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미술활동(11.7%)이 그 다음으로 많이 수행한 활동이다. 보육실습에서는 ‘자유선택활동’  

언어 역활동(11.4%)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술 역활동(8.5%)과 신체 역활동(8.3%)

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일과활동’은 실습과정에서 특정 활동을 비하여 수행한 실습운 형태에

서보다는 일과를 주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는 실습운 형태에서 부분 다루어졌다. 

3. 실습  쓰기의 내용범주 분석  

<표 8> 쓰기 내용의 NCS 보육교사 직무능력별 빈도                                           빈도(%)

직무능력단 능력단 요소 교육실습 보육실습

보육계획수립 일일계획 수립하기 15(100.0) 15( 2.4) 10(100.0) 10( 1.2)

환경구성
놀이실 놀이환경 구성하기  13( 86.7)

15( 2.4)
4(100.0)

4( 0.5)
실내외 환경 구성하기 2( 13.3)   · 

환경 리
시설‧설비와 비품 리하기  ·

4( 0.6)
3( 75.0)

4( 0.5)
활동자료 리하기 4(100.0) 1( 25.0)

활동운

흥미 역 운 하기     32( 16.5)

194(31.5)

147( 46.8)

314(36.4)‧소집단 활동 운 하기 121( 62.4) 143( 45.5)

실외활동 운 하기 41( 21.1) 24(  7.6)

생활지도
기본생활 지도하기         14( 38.9)

36( 5.8)
55( 60.4)

91(10.5)
인성 지도하기 22( 61.1) 36( 39.6)

놀이지도

아놀이 참여‧ 진하기 ·

7( 1.1)

15( 24.6)

61( 7.1)유아놀이 참여‧ 진하기 2( 28.6) 24( 39.3)

놀이연계  통합하기 5( 71.4) 22( 36.1)

신체활동지도
신체활동 계획하기         1(  3.3)

30( 4.9)
4( 15.4)

26( 3.0)
신체활동 지도하기 29( 96.7) 22( 84.6)

음률활동지도
음률활동 계획하기         1(  5.9)

17( 2.8)
5( 20.0)

25( 2.9)
음률활동 지도하기 16( 94.1) 20( 80.0)

미술활동지도
미술활동 계획하기         ·

29( 4.7)
2(  8.3)

24( 2.8)
미술활동 지도하기 29(100.0) 22( 91.7)

언어활동지도

언어활동 계획하기         ·

47( 7.6)

1(  2.5)

40( 4.6)언어활동 지도하기 23( 48.9) 17( 42.5)

문학활동 지도하기 24( 51.1) 22( 55.0)

수‧조작

활동지도

수‧조작활동 계획하기      ·
9( 1.5)

1(  9.1)
11( 1.4)

수‧조작활동 지도하기 9(100.0) 10( 90.9)

과학활동지도
과학활동 계획하기         ·

14( 2.3)
1(  8.3)

12( 1.4)
과학활동 지도하기 14(100.0) 11( 91.7)

건강지도

건강 리 계획하기         2( 25.0)

8( 1.3)

1(  4.5)

22( 2.5)건강 리 실행하기 4( 50.0) 16( 72.7)

응 상황 처하기 2( 25.0) 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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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속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과정에서 실습일지에 매일의 일과 후 자신의 소감  

반성을 기록한 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사의 어떤 직무능력에 한 내용인지 분석

한 결과, 쓰기 내용의 각 직무능력범주별 빈도를 <표 8>에 제시하 다. 해당하는 사례가 1

회도 없는 범주, 즉 ‘운 방침 수립’, ‘장애아 발달지원’ 등은 결과분석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쓰기 내용범주 분석결과,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범주가 유사하

게 나타났다.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교육  보육 활동운 ’이 31.5%, 36.4%, ‘ 유아 찰  

평가’가 15.4%, 16.2%의 비율로 쓰기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특정 부문에 한 지도 즉, 

언어활동지도, 미술활동지도 등의 내용을 제외한 다른 역의 내용은 두 실습유형 모두에서 소

수 다루어지고 있었다. 두 실습유형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보육 활동운 ’의 

소단 능력요소에서의 비율은 실습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교육실습에서는 ‘ ․소집단활

동 운 하기’(62.4%)에 한 내용이 ‘흥미 역 운 하기’(16.5%) 보다 자주 다루어진 반면, 보육

실습에서는 ‘흥미 역 운 하기’(46.8%)와 ‘ 소집단활동 운 하기’(45.5%)이 거의 같은 비율로 

언 되고 있었다. 

실습유형에 따라 쓰기 내용 범주빈도가 많이 차이나는 역은 ‘생활지도’와 ‘놀이지도’로

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각각 5.8%, 10.5%, 그리고 1.1%, 7.1%로 나타났는데 두 역 모두 

보육실습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특히 ‘생활지도’에서는 소단 능력요소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여 교육실습의 경우, 기본생활지도는 38.9%, 인성지도는 61.1%로 다루어진 반면 보육실습에서

직무능력단 능력단 요소 교육실습 보육실습

안 지도

안 리 계획하기         1(  2.6)

38( 6.2)

1(  3.6)

28( 3.2)안 리 지도하기 32( 84.2) 23( 82.1)

안 사고 처하기 5( 13.2) 4( 14.3)

양지도
간식 계획하기           1( 12.5)

8( 1.3)
·

30( 3.5)
식습  지도하기 7( 87.5) 30(100.0)

유아 찰  평가

유아 찰 계획하기      6(  6.3)

95(15.4)

11(  7.9)

140(16.2)유아 찰 실행하기 60( 63.2) 76( 54.3)

유아 평가하기 29( 30.5) 53( 37.9)

보육(교육)과정  

운  평가
보육(교육)과정 평가하기 2(100.0) 2( 0.3) 1(100.0) 1( 0.1)

발달지원․상담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1(100.0) 1( 0.2) 4(100.0) 4( 0.5)

가정과의 력
  부모교육하기  4( 36.4)

11( 1.8)
1( 25.0)

4( 0.5)
부모참여 지원하기 7( 63.6) 3( 75.0)

지역사회와의 력

지역사회 자원 악하기 1(  2.8)

36( 5.8)

·

12( 1.4)지역사회 력 계획하기 1(  2.8) ·

지역사회 력 실행하기 34( 94.4) 12(100.0)

계 616(100.0) 8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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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60.4%, 36%로 산출되었다. 기본생활지도의 차이는 어린 아의 ‘기본생활지도’ 가 더 많

이 발생하는 보육기 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놀이지도’에서의 차이는 

3-5세 유아를 상으로 운 하는 유치원에서는 ․소집단활동을 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아교사가 ‘ 아놀이 참여․ 진하기’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Ⅳ. 논의  결론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 참여한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실습내용을 조사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일지 내용을 분석하 다. 비유아

교사 실습내용 분석을 해 실습일지에 나타난 실습 운 형태, 비유아교사가 직  계획하고 

비하여 수행한 교육  보육 활동을 조사하 다. 그리고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교사의 

어떤 직무에 한 내용을 직간 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

보기 해서 실습기간  일과를 마치고 실습일지에 매일 작성한 쓰기의 내용을 분석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등 두 유형의 실습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종합 으로 이해하고자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 다. 본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과정에서 비유아교사가 경험한 실습의 운 형태를 조사하기 해 실습주간별 실

습운 형태를 분석하 는데 실습주간별 실습운 형태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유사하게 나

타났다. 첫째 주에는 비유아교사가 주로 수행하는 활동 없이 실습지도교사가 주도하는 일과 

안에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찰실습을 주로 하는 실습형태는 실습 첫째 

주에만 진행되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실습교사가 주도하는 일과  비유아교사가 1-2 가

지 활동을 진행하는 실습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 주에는 비유아교사가 반일 는 종일

제 일과과정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실습형태가 진행되었다. 즉, 찰실습, 1개 활동의 부분수업, 

2-3개 활동의 연결수업, 일과주도교사의 체 수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형태로 교육실습과 보

육실습이 진행되었다. 실습 두 번째 주부터 비유아교사의 수업활동을 시작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송주승, 정혜명, 2009)를 본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개 활동의 부분수업과 

2-3개 활동의 연결수업은 주로 둘째 주와 셋재 주에 걸쳐서 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각 실습운 형태의 비율과 각 실습운 형태의 실습일을 조사한 결

과, 비유아교사가 가장 많이 경험한 실습운 형태는 ‘보조교사’ 운 형태이었다.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보조교사’ 운 형태의 비율은 70.7%, 60.8%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

조교사’ 실습형태의 평균 실습일은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각각, 12.9일, 12.2일 로 가장 많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실습유형 모두에서 찰  보조교사 역할 운 형태의 비율이 가

장 높았다는 결과(임효진, 2007)와 일치한다. 실습과정에서의 보조교사로서 참여하는 실습운

형태는 비유아교사가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직 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직

으로 유아교육활동을 이해하는 형태(윤기  등, 2011)로서 찰실습과 실제 활동수행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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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역할을 하고 실습과정에서 찰실습과 참 수업 보조교사역할 운 형태가 체계 으로 이루어

져야만 실습생이 유아교육기 에서 일어나는 반 인 활동에 해 깊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오 희, 이성희, 2007)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보조 활동이 아니라 활동을 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실습 운 형태를 이끄는 도입활동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실습운 형태  이

러한 보조교사 운 형태가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실습을 보다 효과 으로 이끌고 활동수

행과 종일 일과를 잘 주도하기 한 비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각 실습운 형태의 실습일 수가 실습기  마다 차이가 커서 값의 범 가 단히 넓게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임효진, 2007; 정남미, 2008; 최명아, 2013)에서

도 보고되고 있는 내용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에서 반일과 는 종일제 수업을 진행

하는 일과주도교사의 실습운 형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례(5명)도 있었다. 이것은 실습

운 내용의 표 화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비유아교사의 실습담당 기

에 실습의 내용이나 운 의 모델을 제시하여 비유아교사가 기본 으로 경험해야 할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수행한 교육  보육활동을 조사한 결과, 수행활동이 실

습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육실습에서는 ․소집단활동(63.8%)을 가장 많이 수행하

으며 그 다음 기타 일과활동(25.5%), 자유선택활동(9.3%), 바깥놀이활동(1.4%)의 순으로 많이 수

행하 다. 반면, 보육실습에서는 자유선택활동(58.6%)을 가장 많이 수행하 으며 그 다음 기타 

일과활동(25.1%), ․소집단활동(13.9%) 바깥놀이활동(2.5%) 순으로 많이 수행하 다. 교육실습

에서 소집단활동을 자유선택활동보다 많이 수행한 것은 백지희(201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지

만 선행연구는 ․소집단활동과 자유선택활동 수행비율을 각각 14.0%, 10.6%로 보고하고 있어

서, 본 연구에서 활동유형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교육실습에서는 자유선

택활동이 수행비율이 체 으로 낮을 뿐 아니라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운 형태에서는 단 한 

건만 다루어지고 있었고 부분 비유아교사가 일과를 주도하는 운 형태에서 다루어지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각  학교교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는 두드러진 특성인 아동 심, 개

별화 교육 등을 반 하고 있는 자유선택활동이 실습과정에서 더욱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련하여 실습지도교사의 실습내용에 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선행연구(최명아, 2013)는 실습지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비유아교사는 ․소집단활동과 자

유선택활동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습지도시의 바람

직한 활동수행 횟수는 제한된 횟수를 보고 하는 등 실습지도교사의 인식과 요구가 불일치하

는데 이러한 불일치하는 결과는 실습기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실습에서보다 보육실습에서 자유선택활동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보육실

습기 이 어린 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상인 26

명의 비유아교사  15명이 아반에서 보육실습을 진행하 다. 즉, 아반에서는 아의 발

달 특성 상 ․소집단활동보다는 자유선택활동을 주로 하여 일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반을 포함한 보육실습에서 자유선택활동 수행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다. 기타 일과활동은 특

정 활동을 계획, 비하여 실행하는 운 형태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일과주도교사 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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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깥놀이활동도 실습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유아교사가 가장 많이 수행한 세부활동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에서는 ․소집단 활동  

이야기 나 기(18.3%)와 미술활동(11.7%)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소집단 활동의 수행 빈

도는 상 으로 낮았으므로 교육실습에서 비유아교사는 ․소집단 활동을 골고루 경험하기 

보다는 한 두 가지 활동으로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보육실습에서는 자유선택활동  언어

역활동(11.4%)을 가장 많이 수행하 으며 그 이외의 역활동은 은 비율이지만 골고루 수행

한 경향이 있었다. 단, 과학 역활동은 거의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송연숙, 

박 옥, 2015; 최명아, 2013)에서는 미술 역활동, 언어 역활동, 수․조작 역 활동 순으로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 역 활동이 많이 다루어지고 수․조작 역 활동

은 게 다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효진(2007)의 연구결과와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유아교사는 실습과정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

수의 활동에 국한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기타 일과활동이나 바깥놀이 활동도 특정 활동을 수행

하는 실습운 형태에서 특정 활동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비유아교사가 교사의 교수

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지에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비유아교사가 경

험한 장실습은 체계 이고 문 이고 실천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습기 에서의 수행활동이 더욱 효과 으로 진행되기 해 

학과 실습기 이 비유아교사의 수행활동 등을 포함한 세부 실습사항을 의하여 진행하고 

학의 양성과정에서도 비유아교사가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모의수업 할 수 있는 기회와 피

드백 제공의 기회가 요구된다(이 균, 김선구, 2009).  

셋째, 비유아교사가 교육실습  보육실습  매일의 일과 후 자신의 소감  반성을 기록

한 쓰기에서 다루고 있는 교사의 직무능력을 조사하 는데 두 실습유형에서 많이 다루어지

고 있는 내용범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내용은 

‘교육  보육 활동운 ’(31.5%, 36.4%)과 ‘ 유아 찰  평가’(15.4%, 16.2%) 범주이었으며 특

정 분야 지도는 언어활동지도, 미술활동지도 등의 내용을 제외한 다른 역의 지도내용은 소수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운 방침 수립’, ‘장애아 발달 지원’에 한 내용은 한 번도 다루어지 

않았다. 비유아교사의 쓰기 내용 범주가 교사직무  ‘교육  보육활동 운 ’에 한 내

용이 주를 이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실습  비유아교사의 주된 활동이 교사의 직무  

‘교수학습 실제(44.1%)’이었다는 연구결과(백지희, 2016), 실습일지의 자기평가 내용이 교육과정

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결과(육선희, 2001)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

다. 그리고 ‘교육  보육 활동운 ’ 직무 내용이 두 실습 유형에서 공통 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다루어지는 교사의 역할을 조사한 이희경(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교육  보육 활동운 ’의 소단 능력요소에서는 실습유형에 따라 차이

를 보 는데 교육실습에서는 ‘ ․소집단활동 운 하기’(62.4%)에 한 내용이 ‘흥미 역 운

하기’(16.5%) 보다 자주 다루어진 반면, 보육실습에서는 ‘흥미 역 운 하기’(46.8%)와 ‘ 소집단

활동 운 하기’(45.5%)가 거의 같은 비율로 언 되고 있었다. 이것은 연구문제 2에 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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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실습에서는 자유선택활동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 역에 한 흥미나 심이 어 실습  쓰기에서 그와 련된 교사직

무를 게 다루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습유형에 따라 쓰기 내용 범주빈도가 많이 차이나는 역은 ‘생활지도’와 ‘놀이지도’로

서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 각각 5.8%, 10.5%, 그리고 1.1%, 7.1%로 나타났는데 두 역 모두 

보육실습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비유아교사가 보육실습에서 기본생활

지도와 련된 교사역할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경, 2011). 이러한 결과는 

어린 아의 ‘기본생활지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보육기 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실습에서 ‘놀이지도’ 직무와 련된 내용이 게 다루어진 것도 3—5세 유아를 상으

로 운 하는 유치원에서는 ․소집단활동 심으로 일과를 운 하기 때문에 상 으로 놀이

에 한 교사직무에 해 경험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고, ‘ 아놀이 참여․ 진하기’ 

등의 직무를 다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비유아교사의 장실습에서의 

실무실습에 한 경험을 조사한 송연숙과 박 옥(2015)은 실습지도교사가 실습과정에서 비유

아교사에게 지도하는 실무교육은 실습일지 작성, 유아 찰  평가, 청소 등의 보조업무라고 보

고하 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실습일지와 출석부 작성 이외의 다른 실무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

고 있었다(임효진, 2007; 정남미, 2008; 최명아, 2013). 장의 실습지도교사는 실습지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실제 수업지도 기술  방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참 실습이

나 수업과 련된 실습지도보다 직무와 련된 실무실습에 한 수행정도도 낮았고 그의 필요

성에 한 인식수 도 낮게 나타났다(송연숙, 박 옥, 2015; 최명아, 2013). 이와 같이 본 연구를 

비롯한 련 선행연구(백지희, 2016; 이희경, 2011)의 결과를 통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

역할을 고려해볼 때 비유아교사가 매우 제한된 내용의 실무실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실습유형에서 비

유아교사가 경험한 실습내용이 유사한 부분과 차이나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실습운

형태는 두 실습유형에서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두 실습유형 모두 보조교사역할 형태가 주된 형

태로서 실습과정에서 지속 으로 운 되었으며 첫 주에는 찰실습, 둘째와 셋째 주는 특정 활

동 수행하는 형태, 마지막 주는 일과진행 운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의 운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쓰기 내용범주 분석결과

도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모두 다양한 교사의 역할이나 직무를 직간 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제한된 내용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실습경험은 비유아교사가 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하게 비하지 못한 채 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게 된다. 이에 장실습이 비유아교사에게 좀 더 다양한 교

사역할  직무를 직간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 인 교사의 자질과 역할

을 연마하는 과정(신은수, 1996)이 될 수 있도록 실습운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실습내

용  실무실습내용에 해서는 장에서 그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차원에서 

장실습 운 매뉴얼과 실무실습 로그램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송연숙, 박 옥, 2015). 

한편, 쓰기 내용범주 분석결과, 범주의 소단  직무내용에서 두 실습유형 간에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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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비유아교사가 수행한 활동유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즉, 교육실습의 쓰기에서 ‘ ․

소집단 활동 운 하기’에 한 내용이 ‘흥미 역 운 하기’의 내용보다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것

은 교육실습에서 자유선택활동 보다 ․소집단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 다는 결과와 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육실습에서 자유선택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고 쓰기에서 교사

직무능력  ‘생활지도’와 ‘놀이지도’를 더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이러한 두 실습유형에 따른 차

이는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자체가 다른 실습내용을 운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육실습기 인 

어린이집이 교육실습 기 인 유치원과 다르게 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보육에서는 교사 심의 구조화된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발 으로 일어나는 놀

이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기본 인 생활습 이 형성되는 시기인 아기의 일상생활 지도가 

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양옥승, 조유나, 나은숙, 김호인, 손복 , 2011; 이명순, 곽승주, 희, 

2010) 아를 교육 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에서의 교육실습보다 아를 포함한 보육실습 과정

에서 비유아교사는 자유선택활동의 수행기회와 ‘놀이지도’와 ‘생활지도’ 등에 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빈번하게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본 연구결과  교육실습에서 ․소집단활동에 비해 자유선택활동의 수행비

율이 낮았고 자유선택활동 수행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 실습운 형태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비유아교사가 일과를 주도하는 실습운 형태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아교육과정  놀이의 특성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자유선택활동의 바람직한 운

이 유아교육에서 가장 요한 과제(윤향미, 장 희, 2013)임에도 불구하고 비유아교사의 교육

실습과정에서 자유선택활동이 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의 

유아교사들도 자유선택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고(서혜정, 김은 , 

2012; 지형, 2015)하고 있으므로 비유아교사가 효과 으로 교사역할 수행을 비할 수 있도

록 장실습과정에서 자유선택활동이 더욱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종합  논의에 기 하여 두 유형의 실습은 반 인 운 형태, 실습 운 체계

가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육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제에서 교육실습은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은 어린이집에서 진행된다는 외형 인 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5세 리과정을 공

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 에서 더 이상 두 기 의 교육과

정, 교사의 역할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실습유형보다는 상연령 등의 각 실습기 의 내  

요인에 따라 장실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유아교육의 이원화 체계로 인

해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모두를 이수해야 하는 비유아교사는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실습을 이 으로 경험하면서 8주 동안의 실습과정을 통해 진  단계로 개되는 실습과정을 

경험하기보다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실습운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과 보육의 통합 추진을 한 바람직한 통합 유아교사 양성체계를 연구하는 과정(조양순, 나귀옥, 

2015)에서 통합 유아교사 양성을 한 통합 장실습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비유아교사가 실습과정을 통해 교사의 다양한 역할과 직무

를 경험하지 못하고 제한된 교사역할  직무만을 경험하게 되어 교사로서의 비를 효과 으

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실습일지 형식에 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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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 부분의 비유아교사가 사용하는 실습일지는 실습기 의 하루일과 운 내용 

심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내용이 유아를 한 활동 심으로 개되고 교육 

 보육 활동운 에 국한된 교사직무를 요하게 다루게 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실습일지에 하루의 일과뿐만 아니라, 유아와의 활동, 학부모와의 면담, 멘토교사와의 력과 

논의  등 실습기간 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김창복, 김근

규, 이일랑, 2013). 그러므로 실습일지는 일과뿐만 아니라 실습과정을 통해 비유아교사가 다양

한 교사직무와 련된 실습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사역할 수행 경험을 토 로 비유아교사의 성장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장실습이 비유아교사에게 교사의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습기 의 사정이나 결정에 따라 다양하게 실습내

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장실습의 질 리 강화를 한 우수한 실습

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따른 실습운  매뉴얼 개발이 시 하며, 이것이 실습기 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학과 실습기 의 력도 요구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과 감독  

리를 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 실습을 담당하는 기 의 선정기 과 인증제도 등도 고

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  실습 로그램 개발과 운 방안을 모색하고 실습제도 개편을 

한 노력과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비유아교사의 교육실습과 보육실습에서의 실습경험을 실습 에 기록한 실습일지의 내용을 

토 로 분석한 본 연구는 진행과정을 포함해 몇 가지 제한 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 유아교육과 학생의 실습경험을 토 로 분석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연구 상의 학은 실습기  선정과정과 장실습 지역의 다양성 등에서 다른 학

의 실습운 과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의 실습내용을 실습일지 기록내용을 기 로 하여 분석하

기 때문에 비유아교사의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실습일지 기록은 실습경험의 주  회고에 의존하지 않은 실습 의 즉시  기록이라는 

에서 유용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습기 의 구체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이 제한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습경험에 한 후속연구는 비유아교사의 실습내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실습기 의 특성, 기 의 로그램, 유아의 연령 등 구체  상황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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