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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
상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A대학교의 교직과정 이수중인 일본어전공 예비교사들이며 자료분석은 SPSSWIN Versio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상관분석 그리고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은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법
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혁신적 교수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그에 대한 활동이 구체화되고 확대되
기를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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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paper aims to examine how prospective teachers’ experience of creating UCC 
materials affects their teaching expertise and creativity. The group of subjects consists of a group of 
19 students majoring in Japanese under the teacher certificate curriculum at N University located in 
Cheona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set of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ilcoxon Signed Rank Test using SPSS WIN 21.0.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ir UCC experiences and their teaching 
subject expertise/creativity. It was also found that the former exer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latt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research might suggest that teachers’ teaching methods in the 
field are very important. It is hopeful that innovative teaching methods and activities will be introduced 
and expanded in the filed to produce more effective education.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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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 새로운 신종 직업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
으로는 유튜버 (You Tuber)가 있다. 유튜버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 하며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
위의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WEB 2.0이 주목받으면서 
소비자였던 사용자는 직접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하는 주
체로 변모하고 있다. 

UCC는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서 사용
자가 스스로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매
체를 작업 및 제작한 모든 종류의 콘텐츠를 의미한다[1]. 
그리고 오늘날 UCC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
어 선거홍보,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CF같은 광고에서도 
유사한 형태로서 적용하는 경우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사용자 입장에서 UCC가 다양한 요소들
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면서 사용자들의 변화
된 욕구를 맞추어 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2]. 

결국 UCC의 확산은 대부분 사용자가 직접 제작과정
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이나 통제와 같은 제작 
취지에 대한 훼손이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여기에는 창의성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UCC는 개개인의 특
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매우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UCC가 중등의 교수-학
습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수방법으로 적용된다면 그 교육
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면 외
부의 유명강사나 EBS 등의 동영상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기존의 온라인 강의
가 아닌 자신들의 교사가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의 개
입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손정우 · 조선옥(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
부를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는 ‘잘 가르치는 교사’ 와 ‘재
미있는 학습 자료’ 를 손꼽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습을 
위한 동영상의 시청경험도 학생들의 74%가 응답을 하였
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동영상 학습에 대하여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는 질문에 학생들의 6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4].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학습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라고 하여 
LCC(Learner Created Content)라는 신조어가 생길만
큼 교육의 한 장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전술하였듯이 UCC는 새로운 매스미

디어의 장르이면서 중등학생들에게도 선호도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자들의 방
법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실수업 환
경에서 UCC제작을 통한 교수학습활동 진행은 매우 드
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5]. 이와 같은 이유로 UCC의 
제작 경험에 관한 연구 또한 학습자들이 과제로서 진행
된 효과 검증들이 대부분이며 교사나 예비교사로서 UCC 제
작경험을 통한 교수자로서의 교과전문성이나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6].

또한 학습도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
을 상기한다면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의 소극적 존재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에게도 정보와 지
식을 재창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힐 수 있는 교수자로
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창의적이
고 독창적인 UCC가 교수-학습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UCC는 이제 기존의 문자에만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다
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교과 내용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흥미로운 교수-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수
업을 위한 UCC 제작과정의 경험이 실제로 교과전문성
과 교사의 창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비교사가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교과전문성과 교사의 창의성을 발
휘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수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
하고 새로운 혁신적 교수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활동이 확대되어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
어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배경 

2.1 UCC 동영상과 교육적 활용
최근 UCC는 디지털영상의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엇보다 특별한 이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누구에게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
며 더욱 더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영상콘텐츠의 제작접근을 용이
하게 하면서 대중이기만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산출하게 하였고 이는 네티즌의 적극적 인 참
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유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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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UCC는 ‘손수 제작물로 이용자들이 직접 제
작한 동영상, 글, 사진 등의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 로 정
의되고 있는데 이는 User가 직접 창의적으로 만든 콘텐
츠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6-8]. 사실 UCC는 인터넷 웹 
2.0과 같은 환경에 의해 급속도록 확산되었는데 이는 기
존의 인터넷 문화가 잠재되어 있던 우리들의 의사소통할 
기회를 증가시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면 이는 새로
운 미디어의 등장을 통해 우리사회에 또 다른 커뮤니케
이션의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즌 
예전과같은방식의 사회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의 필요
성을 대두시켰다[7]. 

본 연구는 이와 같은 UCC의 도입이 기존의 주입식교
육이 빈번했던 교육의 장 또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가 요
구하는 학습자 참여 중심의 수업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적 
작용을 하리라는 신념에서 교사의 교수방법의 변화에 초
점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허영주(2006)[회원]는 그의 연
구에서 ‘교사들이 동영상 UCC를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
하여 활용한다면 학생의 도덕적이고 감상적인 측면의 공
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는 인식을 강화했다고 밝혔으며
[9]. 강숙희(2007) 또한 그의 연구에서 UCC의 교육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동영상 UCC를 교육현장에서 도입하
고 이를 활용하는 등의 교육적 결과를 획득하는 것은 교
사의 인식전환과 활용능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가 UCC를 교육매체로
서의 유용성을 이해할 뿐 아니라 동영상 UCC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활용하는 전략을 획득한 후에야 
동영상 UCC의 교육 활용 효과가 담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1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어 전공 예비교사들이 특
히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활용했던 동
영상을 자신들이 제작자가 되어서 교육현장에서 효과적
으로 활용하려면 기존의 교수-학습 등에만 의존하지 않
고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포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교과전문성에 대한 이해 
교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교과교육

을 보다 더.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과의 기초적 요소를 학습
하는데서 이동하여 교수-학습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
을 축적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반성단계를 지나 궁극적으로는 전문
가로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Darling Hammond(2000), 
Randi와 Zechnier(2004)는 교사의 전문성을 도우려면 
잘 선택된 과제와 적절한 스캐폴딩 그리고 지원적인 학
습환 경 등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성장
을 보다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일련의 조건
과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11-13].

특히 본 연구에서의 주요한 변인인 교사의 전문성 중 
교과전문성은 예비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잘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교사
들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업운영의 어
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교
과전문성은 어쩌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현장에 나가기 전 매우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
다고 사료된다. 이는 교사의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궁극
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 일선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사연수, 대
학원 진학, 학회활동, 워크숍 등의 다양한 형태에 참여하
며 노력해온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
과의 전문성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과
의 연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은 그 교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안
목을 넓히며 선도적인 적극적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일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대부분 입시교육, 
경쟁교육 등으로 인하여 일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교실
안의 오래된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현장연구의 질을 높이며 현장과 밀접히 연계됨으로서 
이론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중
요하게 작용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교육의 환경에 적합한 전문성
을 신장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교육이론과 방법 등도 교
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현장에 반영되
지 않은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사실
이다[14]. 

그러므로 교육현장의 학습자는 현재 UCC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이며 현재 사용자만이 아니라 제작자로서 가능
한 유투버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교육이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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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현장에 적합한 전문성의 신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교과
를 위한 질적 확보 및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
구와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비교사들은 선행되어
야 할 자질과 능력을 위한 진지한 자세와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2.3 교사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이해
창의성은 ‘통상적으로 새롭고, 독창적이고, 실현가능 

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계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 속에서 
그 가치로서 인정받는 산출능력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15].

21세기는 창의성을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더욱더 강조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과학 분
야에서는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확대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필수적 핵심능
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현장에서도 창의성 교
육으로 이어져 현재 학교교육과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학교 교사의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실제와 교
사의 창의성 수업에 있어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쉽
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교사의 창의성 교육
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 수업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창의성은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교사들이 없다면 학생들의 창
의적인 재능을 발견할 수도, 보상할 수도, 개발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심이 있는 교사는 학생들의 
엉뚱한 아이디어도 기꺼이 경청하려하고, 이러한 아이디
어를 검증하고 개발하도록 촉진하게 되지 만, 그렇지 않
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창의적인 학생들은 소외와 억압
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6,17]. 

이와 같은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학교의 교육적 풍토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 스스로가 창의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18]. 하지만 중등기간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지속
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교육은 교사에게 창의적인 교수-
학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Halliwell(1993), Woods(1993) 등은 교사의 창의성
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수업을 보다 흥미롭고 효
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사의 창의성을 교
사가 교수-학습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의 능력
으로 정의하였다[18,19]. 백영숙 · 김희태(2008)는 교사
만의 창의성은 교사의 교수-학습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하
는 것으로 자신의 인성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경험
에 의해서 수업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내릴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창의성교육에서 항상 
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교사들에 대한 관심은 상
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창의성 교육’이라는 말속
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하는 교사와 교육을 받는 학습자
가 전제되어 있고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창
의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창
의성 교육에서 교사를 배제시킬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전
문성 성장 역시 고려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려되는 일이
다. 따라서 교사의 창의성 교육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
으며 창의성 발달이 체계적인 구조 속에서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창의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
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어 전공 예비교사들이 UCC 제
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A 대학교

의 2018년 2학기부터 - 2019년 2학기 일본어전공 교직
이수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학년은 2, 3, 4학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학년은 
15.8% 3학년이 47.4%, 4학년이 36.8%이며 성별로는 여
학생이 15명, 78.9%, 남학생이 4명, 21.1%로 남학생은 
교직이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참여가 저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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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집단만으로 설계된 경우로서 실험처치

를 전후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처치효과를 검
정하는 것이다. 두 학기 동안 운영하였으며 15주차 중 3
주차에서 팀을 구성하여 준비모임을 갖고 교과전문성과 
교수창의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12주차까지 
수업에 사용할 UCC를 제작하고 13주차에 완성된 UCC
를 발표하며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3.3 연구척도
본 연구에서 연구목적을 위한 측정도구로는 교과전문

성과 교사창의성을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교과 전문성 
본 척도는 예비교사역량을 측정하는 조명희 외 (2014)

가 국내 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잠정적 역
량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대하여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
를 통하여 도출한 7개요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교과전
문성 척도를 적용하였다[21]. 이는 학교현장실습 이후 형
성된 예비교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
한 설문 문항으로서 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697이다. 

3.3.2 교사 창의성 
본 척도는 유재선(2018)이 개발한 척도를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개발한 이 척도는 교사 자신의 창의성을 측정
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인으로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
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었으
며 하위요인인 아이디어 25문항, 창의성 15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22]. 그리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83이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SPSS 21.0을 활용하

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을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

편차를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에 대한 검사의 신뢰도는 문항 전체 및 구성

요인별 Cronbach'a를 구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집단

이 적은 비모수 검정에 적합한 Kendall's tau-b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UCC의 제작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집단이 적은 관계로 
비모수 검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
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4.1 기술통계
본 연구변인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는 사전 교과전문성 평균은2.789(SD=.5353), 
사후 교과전문성 평균은 .3032(SD= .4773)이다. 교사창
의성은 하위요인으로 사전 아이디어 평균은 2.628(SD= 
.4679)이며 사후 아이디어 평균은 3.139(SD= .2941)로 
나타났다. 창의성 또한 사전 창의성 평균은 2.847(SD=.6306)
이며 사후 창의성 평균은 3.230(SD=.3753)이다. 그리고 
하위요인을 포함한 교사창의성 변인의 사전 교사창의성 
평균은 2.724(SD=.3921)이며 사후 창의성 평균은 
3.79(SD=.3534)로 나타났다. 

4.2 상관분석
본 연구의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모수 검정에 적합한 Kendall's 
tau-b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
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72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적인 높은 수준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교과전문
성은 교사창의성 하위요인들과도 창의성 .469. 아이디어 
.787 등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이에 대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Factors 
Subject 

expertise
〔1〕

Teacher Creatity

Idea
〔2〕

Creatity
〔3〕

Teacher Creatity
〔4〕

〔1〕 1

〔2〕 .787** 1

〔3〕 .469** .442* 1

〔4〕 .726** .784** .681** 1
* p<.005, ** p<.001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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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효과검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모집단의 분
포와 무관한 비모수 검증(nonparametric test)인 윌콕
슨 부호순위 검정방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1 예비교사의 교과전문성 전체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과전문

성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subject 
expertise M SD z p

Pre 2.79 .5353 -2.062 .039

Post. 3.03 .4773

Table 2.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Subject 
expertise

교과전문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03점)
이 사전점수 평균(2.7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
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2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아이디어) 사전·사후 점
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
성 하위요인 아이디어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63 .2941 -3.834 .000

Post. 3.14 .3753

Table 3.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

교사전문성(아이디어)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
(3.14점)이 사전점수 평균(2.6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3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창의성) 사전·사후 점수
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
성 하위요인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85 0.631 -3.154 .002

Post 3.23 0.468

Table 4.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Creativity)

교사전문성(창의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
(3.23점)이 사전점수 평균(2.8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4 예비교사의 교과창의성 전체 사전·사후 점수비교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의 UCC 제작 경험이 교사창의

성 에 미치는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eacher
 Creativity M SD z p

Pre 2.72 .3921 -3.826 .000

Post 3.18 .3534

Table 5. Pre and post T test of difference in Teacher 
Creativity

교사전문성에 대한 검증 결과, 사후점수 평균(3.18점)이 
사전점수 평균(2.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UCC의 제작경
험을 통해 교사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어 전공의 예비교사들이 교직이수과정
에서 UCC 제작경험을 통해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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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이 교육현장에 진출하기 전,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UCC 제작경험은 교과전문성과 교사창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UCC 제작경험이 교사로서 창의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문제해결 등의 주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영상 UCC는 개인 유튜버가 자신의 고유한 
컨텐츠를 만들어 창작품을 산출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매우 친숙한 교사가 
온라인으로 등장하여 그 교과를 가리친다는 것은 그 자
체가 흥미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감, 즐거움, 집
중 등의 많은 장면들이 연출되어 교육적 효과가 높아진
다고 예측되어진다. 

물론 기존의 온라인 영상 자료의 사용은 교사가 활용
하기만 하면 되므로 번거로움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UCC 동영상 제작은 교사의 역할과 더불
어 매체 제작자의 역할을 부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활용까지 일련의 일들의 많
은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낯선 
현장에서 초보교사로서의 일면을 보여줄 수도 있기에 
UCC 컨텐츠 개발, 제작 등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수법 등의 선행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자격
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재는 예비교사이지만 학습자가 아닌 교수자로서의 신
념을 갖으며 새로운 혁신적 교수-학습 전략 등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교직이수 
과정에서도 새로운 교육적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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