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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현장견학 전∙후의 

인식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

A Study of the change of the recognition before and after the field 

trip for the students of early childhood

 

장견학은 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으로서 장에서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은 학교의 강의실 수업에서는 도 히 얻을 수 없는 교육  가치를 제공한다.

유아교육 기 의 비교사 지망생들인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장견학이 유아

교육과 신입생인 1학년 학생들과 교사교육을 1년간 받은 2학년 학생들 간에 자

신들의 공에 한 견해와 교육  사고에 어떠한 변화와 도움을 주는지를 비교

해 보았다. 그리고 견학을 나가기 과 견학 후에 교육 장 즉 어린이 집과 유치

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한 인식과 안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

고 분석하여 장견학이 단순히 구경하는 차원이 아닌 교육 장의 실을 직  

체험하여 장에 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직 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찰을 통한 교육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므로 

안  교육방법으로서 극 으로 활용하고 최 한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기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결과 장견학이 재학 인 비교

사들이 장에 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공에 한 실 인 문제를 이해하

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장견학, 유아교육과 학생, 인식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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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근년에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교육

장에서는 열린 교육과 체험학습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입식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피교육자가 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찰, 실험, 조사, 견학, 발표, 토

의 등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 화 시키려 하는 경향이

다.

즉, 장래에 학 졸업 후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강의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육  체험을 교육 장의 견학과 실습 등을 통

해서 직 이고 구체 인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김혜경. 1989) 장에 한 

이해가 풍부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장견학은 학습의 연장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직  경험을 통한 체 학습으로서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장 견학의 목 은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

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수업 에 잘못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에 해 새로운 지식을 더해  수 있으며 교육환경에 해 리한 통찰력과 인식을 

발 시킬 수 있다.   유아 비교사들인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이 교육 장을 자주 

방문하고 조 계를 유지하는 것은 유아를 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정미.2003) 장의 분 기를 익힐 수 있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킬 수 있게 됨으

로 자신들의 공에 한  실 인 이해와 지를 가지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유

아교육과의 신입생인 경우에 유아교육기 을 방문하여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교사교육 기에 있는 유아 비교사들이 자신들의 공

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장견학, 사 실습, 

교육실습 등의 장경험은 유아 비교사의 입장에서 교육을 살펴보게 하므로 교수

활동을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때문에 체계 이고 조

직 이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경험은 유아 비교사들을 문  발달로 

이루어갈 수 있는 유용한 과정이 되므로 장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하기 한 방안

이 강구되어야 한다.(이정미, 2003) 학자들은 효과 인 교사교육을 해 비교  

기부터 장경험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경험

에 한 연구가 거의 정규 교육실습에 집 되고 있어 장경험에 한 다양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아 비교사들의 질  향상을 해 장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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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정미, 2003)이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장 견학의 요성과 필요성을 재삼 강조

하는 동시에 4주간의 교육실습을 나가기 이 에 이루어지는 유아교육과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장견학이 유아 비교사 지망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장견학을 나가기 이 과 이후의 변화와 1학년과 2

학년의 인식차이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안  교육방법으로서의 장견학이 최

한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한 교육 인 자료로 쓰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2. 현장견학의 개념

장견학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신하여 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의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공과 련 있는 기 을 방

문하여 해당 기 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직  참여하거나 찰하므로 학교에서 경험

할 수 없는 교육  체험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업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다.

장견학은 강의실 안에서의 제한 이고 추상 인 수업을 극복할 수 있는데 장

의 사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교재 등의 교육 자료가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장의 생생함을 피부로 느끼는 가운데 직 인 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방법이

다(이주하,2005). 장견학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단순한 찰이 아닌 

극 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 견학에 한 일반 인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학에서는 학교 이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직 인 찰, 실험을 통해 정보나 과정에 한 구체 이고 풍부한 경험

을 갖도록 하는 것(서울 학 교육연구소, 1994)이라고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견

학은 교육 인 경험으로서 커다란 가치가 있고 견학을 통해 얻는 지식과 경험이 견

학자의 태도와 견해에 향을 미치므로 학습활동에 실 인 의미를 갖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직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정 장으로 가서 찰, 는 참가

하는 학습 활동을 말한다(교육과학사, 1972).

특히, 4주간의 교육실습을  나가기 이 의 기교육을 받는 유아 비교사들에게 

장견학은 교육과정과 련하여 학교에서 직  경험할 수 없는 정보들을 구체 으

로 찰하고 경험함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실제로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매우 요한 기회를 제공한다(한 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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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견학을 위한 절차 

견학을 한 계획에는 견학하는 기 과 시기. 시간 등을 정하고 견학에 참여하는 

상과 교통편을 고려하여 사 에 미리 공지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심과 흥미를 

가져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견학을 가기 에 견학기 에 

한 자세한 정보와 견학 목 과 학습효과에 해 충분히 설명하고 견학 후에 견학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사 에 련된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

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아교육기  견학은 1학기 에 8주 정도의 강의를 들은 후에 실시하는 것은 4

주간의 장실습을 나가기 에 장 경험이 없는 기교육 단계의 학생들이 학교

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장에서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장의 분 기를 

구체 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기교육 단계의 유아 비교사들에게 당하다고 본

다.

장 견학을 해 견학을 갈 유아교육기 에 사 에 조공문을 보내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조정을 해 놓아야 하고 장 견학을 가기 에 사 답사를 해

서 견학 갈 기 의 특별한 정보를 미리 인식하여 견학 가기 에 사  교육이 필요 

하다. 그 이유는 를 들면 장의 교육환경이나 교육활동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이론과 실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이 과 주어진 환경의 응에 해 정 이며 동시에 비 인 시각을 함

께 가질 수 있도록 사 에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는 유아 비교사들이 장에 응하고 이론과 실제를 연결해 주며 교육

이론이 실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배우도록 안내를 해 으로써 장 경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한 자, 2000).

견학 후에는 견학기 에서의 경험과 찰한 내용을 견학보고서에 상세히 작성한 

다음 간담회를 열어서 장견학에 한 평가를 함으로 체 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특별히 심이 있었던 에 해 토의하고 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요하다.

견학을 다녀온 후의 진지한 토의와 평가는 견학 이후에 유아교육기 에서 이루어

지는 사 실습과 장실습 등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잦은 장과의 과 연

계는 장경험에 커다란 정보와 도움을 다. 장실습은 유아 비교사들의 성장, 

발달에 지 한 발달을 끼치고 있으며 교사교육의 가장 핵심 이고 필수  과정이라

고 교사교육 로그램에 한 부분의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조부경, 윤기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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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1994).

교육실습을 나가기 의 장견학은 장경험이 없는 유아 비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견학을 나가기 에 세 하게 견학 계획을 짜고 

주요 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해 흥미를 갖고 찰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와 

비를 하는 것은 교육목표를 달성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  견학을 다녀온 경기도 소재 K 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1학년 학생 30명, 2학년 학생 30명을 상으로 학생들이 5월 견학을 나가기 1

주일 에 설문지를 직  배부하여 회수하 으며 견학을 나갔다가 돌아와 1주일 후

에 설문지를 직  배부하여 회수하 다. 이러한 차를 거쳐 견학 과 후의 유아 

비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견학 에 실시한 질문지 60장과 견학 

후에 실시한 설문지 60장을 연구 자료로 분석하 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유아교육과정과 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견학  

유아교육기 을 일반 인 문항 즉 교육과정과 련하여 이론 으로 학습한 물리

인 내용을 검하기 한 5문항, 기본생활 습   교육과정에서 요시되는 덕

목과 련한 5문항, 유아 비교사 본인의 견학  자세와 유아교육과에 한 기본

인 감정 6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견학 후

견학 후 유아 비교사 본인이 찰한 일반 인 물리환경  유아 구성에 한 7

문항, 교사  교육활동과 련된 3문항, 유아 비교사 본인이 장에서 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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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직  보면서 느끼고 찰한 내용  생각에 한 5항목 등 총 15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견학 과 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65개 에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시켜 총 60부를 

연구 상으로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검토․정리 과정을 거친 60부를 SPSS 

Window 10.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량의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 다. 

Ⅲ. 결과 및 해석

1. 결과 및 해석

(1) 학년별 견학동기

학년별 견학 동기를 보면 1학년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 없이 단순히 교과 

과정 에 있기 때문에 견학을 간 경우가 63.3%로 반이 넘는 반면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을 1년 정도 마친 2학년 학생들은 공과 련이 있어서 견학을 갔다고 답

한 경우가 46.7%로 반 가까이 되었다. 반면에 평소 심이 있었던 소신 는 1, 2

학년 모두 16.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1학기 간시기인 5월

경의 견학이 1학년과 2학년에서 보여주는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1년의 과정

을 이수하는 동안에 자신의 공에 한 심도가 높아지고 애착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표1> 
견학동기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9 63.30% 5 16.70% 6 20.00% 30 100.00%

2학년 11 36.70% 5 16.70% 14 46.70% 30 100.00%

합계 30 50.00% 10 16.70% 20 33.30% 60 100.00%

견학동기 합계

교육과정중에 있어서 평소 관심이 있어서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빈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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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  방문 시 가장 으로 찰해야할 사항

유아교육기  방문 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서 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1학년 학생의 경우 교육기 의 물리 환경과 교육과정이 모두 36.7%로 가장 높았

으나 2학년인 경우에는 물리  환경이 43.3% 그리고 교사의 자질  자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학기의 교육실습을 앞두고 있는 2

학년의 경우에 교사의 태도와 자질에 심을 더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이

며 견학지의 교사의 태도를 자신의 모습에 비춰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2학년

이 공통 으로 유아교육기 의 물리  환경에 제일 많은 심을 나타낸 것은 표면

으로 드러나는 시설이 매우 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찰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3 10.00% 11 36.70% 11 36.70% 5 16.70% 30 100.00%

2학년 3 10.00% 13 43.30% 5 16.70% 9 30.00% 30 100.00%

합계 6 10.00% 24 40.00% 16 26.70% 14 23.30% 60 100.00%

중점관찰학목 합계

일반사항 물리적환경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및 자격
빈도 행 %

(3) 견학 과 비교하여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항목

견학 후 견학 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 1, 2학년 모

두 유아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물리 환경이 각각 33.3%와 53.3%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1학년 학생들은 교육과정과 교사의 자질이 26.7%로 같게 나타났

으며 2학년 학생들도 교육과정과 교사의 자질  자격이 각각 20.0%와 13.3%로 나

타났다. 

<표 3> 
견학 후 비교 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4 13.30% 10 33.30% 8 26.70% 8 26.70% 30 100.00%

2학년 4 13.30% 16 53.30% 6 20.00% 4 13.30% 30 100.00%

합계 8 13.30% 26 43.30% 14 23.30% 12 20.00% 60 100.00%

견학 전과 비교하여 가장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는 항목 합계

일반사항 물리적 환경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및 자격
빈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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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교육기 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유아교육기 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은 1, 2학년 모두 보육실로 각

각 70.0%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에서는 보건실 13.3%, 실외놀이터 

10.0%, 식실이 6.7%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식실이 23.3%, 보건실이 13.3%, 

그리고 실외놀이터가 3.3%로 나타났다. 1, 2학년 모두 유아들의 학습활동이 이루어

지는 교실(보육실)이 가장 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통 이며 활동 역

별 공간에 많은 심이 있는 것으로 보 다.

<표 4> 
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21 70.00% 4 13.30% 2 6.70% 3 10.00% 30 100.00%

2학년 20 66.70% 2 6.70% 7 23.30% 1 3.30% 30 100.00%

합계 41 68.30% 6 10.00% 9 15.00% 4 6.70% 60 100.00%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 합계

보육실 보건실 급식실 실외놀이터
빈도 행 %

(5) 유아 지도 시 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습 덕목

유아교육기 에서 유아들의 기본생활습 에 한 지도를 하여 기본생활습  덕

목들 에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습  덕목은 1, 2학년 모두 이 

43.3%로 반에 가깝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질서로 각각 20.0%와 30.0%로 나나났

고 1, 2학년 모두 청결, 성실, 제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습 덕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6 20.00% 13 43.30% 5 16.70% 2 6.70% 4 13.30% 30 100.00%

2학년 9 30.00% 13 43.30% 3 10.00% 2 6.70% 3 10.00% 30 100.00%

합계 15 25.00% 26 43.30% 8 13.30% 4 6.70% 7 11.70% 60 100.00%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습관덕목 합계

질서 예절 청결 절제 성실
빈도 행 %

(6) 요하게 배려하여야 할 항목

견학  유아교육기 의 교육과정에서 유아들의 올바른 교육을 하여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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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항목들에 한 요도 조사에서는 1학년에서는 안 과 흥미가 23.3%로 같게 나

타났고 그 다음이 학습과 성장발달이 20.0%로 같았고 정서가 10.0%, 건강이 3.3%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도 역시 안 이 33.3%로 가장 배려해야할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습 23.3%, 정서 16.7%, 건강과 성장발달이 10.0% 그리고 흥미가 6.7%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아 비교사들인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견해가 유아지도 시에 가장 요하고 

우선 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안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은 어린아이들을 지

도하는 유아교사들의 책임감이 반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교육과정상 배려해야 할 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6 20.00% 1 3.30% 7 23.30% 6 20.00% 7 23.30% 3 10.00% 30100.00%

2학년 7 23.30% 3 10.00% 10 33.30% 3 10.00% 2 6.70% 5 16.70% 30100.00%

합계 13 21.70% 4 6.70% 17 28.30% 9 15.00% 9 15.00% 8 13.30% 60100.00%

행 %

교육과정상 배려해야 할 항목 합계

학습 건강 안전 성장발달 흥미 정서
빈도

(7) 견학 기 에서 요시하는 항목 (견학 )

견학 과후의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1.2학년에서 나타났다. 견학 후 견학한 유아

교육기 을 찰한 결과 요시 하는 항목은 견학  응답자들이 생각했던 항목의 

순서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1학년에서는 흥미가 4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안

과 성장발달 16.7%, 학습 13.3%, 정서가 6.7%, 건강이 3.3%로 나타났고 2학년에

서는 안 이 66.7%로 가장 높았고 정서와 성장발달이 13.3%로 같았으며 학습이 

6.7% 고 건강과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은 단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1학년들

의 경우 유아들을 지도 할 때 교육 인 효과를 높이기 한 유아들의 흥미유발이 

가장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학년들의 경우 4주간의 교육실습을 앞두고 유아들

의 안 지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학년과 2학년이 당

면한 입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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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견학지에서 요시 하는 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4 13.30% 1 3.30% 5 16.70% 5 16.70% 13 43.30% 2 6.70% 30100.00%

2학년 2 6.70% 20 66.70% 4 13.30% 4 13.30% 30100.00%

합계 6 10.00% 1 1.70% 25 41.70% 9 15.00% 13 21.70% 6 10.00% 60100.00%

행 %

견학지에서 중요시 하는 항목 합계

학습 건강 안전 성장발달 흥미 정서
빈도

(8) 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견학 후)

교사의 6가지 역할에 한 응답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자가 가장 

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가장 많았으나 2학년에서는 10.0%로 다섯 번째

고 그다음이 상담자 23.3%, 유아지도 계획자 13.3%, 경 자와 의사결정자가 6.7%

로 같은 비율이었고 진단자라고 응답한 1학년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2학년에서

는 유아지도계획자 36.7%, 진단자 23.3%, 경 자 16.7%, 상담자와 의사결정자가 

6.7%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교사 역할의 요성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5 50.00% 4 13.30% 2 6.70% 7 23.30% 2 6.70% 30100.00%

2학년 7 23.30% 3 10.00% 11 36.70% 5 16.70% 2 6.70% 2 6.70% 30100.00%

합계 7 11.70% 18 30.00% 15 25.00% 7 11.70% 9 15.00% 4 6.70% 60100.00%

행 %

교사역할의 중요성 합계

진단자 교육과정 계획자 유아지도 계획자 경영자 상담자 의사결정자
빈도

(9) 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기본지식

Spodek과 Saracho가 선정한 교사의 4가지 기본지식에 한 응답자의 응답에서는 

1학년이 건강  안 지식 36.7%, 활동제시 기술과 교육과정에 한 지식 30.0%, 

교실운  기술부분이 3.3%로 나타났고 2학년은 교육과정에 한 지식33.3%, 건강 

 안 에 한 지식이 26.7%로 같고 교실운  기술부분이 13.3%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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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교사의 기본지식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1 36.70% 9 30.00% 1 3.30% 9 30.00% 30 100.00%

2학년 8 26.70% 8 26.70% 4 13.30% 10 33.30% 30 100.00%

합계 19 31.70% 17 28.30% 5 8.30% 19 31.70% 60 100.00%

Spodek과 Saracho가 선정한 교사의 기본지식 합계

건강 및 안전 지식 활동제시 기술 교실운영 기술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
빈도 행 %

(10) 유아 비교사로서 견학자 본인의 자신감 (견학 )

유아교육기 을 견학하기 과 후에 유아 비교사로서 견학자 본인의 자신감에 

한 문항에서 견학 에 1학년은 “자신이 있다”와 “잘 모르겠다”가 50.0%씩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잘 모르겠다”가 46.7%, “자신이 있다”가 43.3%, “자신이 없다”

가 10.0% 다. 

자신이 있다는 응답이 2학년이 1학년보다 6.7%가 게 나타난 것은 1년의 교육

과정을 배우는 과정 에 배울수록 공인 유아교육에 한 어려움을 좀 더 깊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0> 
견학자의 자신감 정도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5 50.00% 15 50.00% 30 100.00%

2학년 13 43.30% 3 10.00% 14 46.70% 30 100.00%

합계 28 46.70% 3 5.00% 29 48.30% 60 100.00%

예비교사로서 견학자의 자신감정도 합계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빈도 행 %

(11) 견학 후 견학자 본인의 자신감 (견학 후)

견학 후에는 1학년에서 견학 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  3.3%만 남

기고 “자신이 없다”로 이동 하고 “자신이 있다”라고 답했던 학생도 3.3%정도 “자

신이 없다”로 이동하여 “자신이 없다”가 50.0%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도 “잘 모르

겠다”라고 응답한 학생  일부는 “자신이 있다”로 일부는 “자신이 없다”로 양분되

어 “자신이 있다”가 63.3%, “자신이 없다”가 36.7%로 나타났다. 2학년이 견학 에 

교사로서의 자신 감이 43.3%에서 63.3%로 향상된 것은 견학 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과 자신감이 견학을 함으로 많이 해소됨과 동시에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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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표 11> 
유아 비교사로서의 자신감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4 46.70% 15 50.00% 1 3.30% 30 100.00%

2학년 19 63.30% 11 36.70% 30 100.00%

합계 33 55.00% 26 43.30% 1 1.70% 60 100.00%

견학 후 예비교사로서의 자신감 정도 합계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빈도 행 %

(12) 유아교육과 진학동기

유아교육과를 진학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1학년인 경우 아이가 좋아

서 즉 소신지원이 80.0%를 차지하 고 성 에 의해서와 취업이 유리해서라고 답한 

학생은 10.0%씩 이었다. 2학년 역시 소신 지원이 76.7% 고 성 에 의해서가 

20.0%, 취업이 유리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교육과를 지원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2학년 평균 78.3%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 으로 생각되며 교사로서의 기본 인 

소양이 갖춰진 경우라고 생각된다.

<표 12> 
유아교육과 진학동기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24 80.00% 3 10.00% 3 10.00% 30 100.00%

2학년 23 76.70% 6 20.00% 1 3.30% 30 100.00%

합계 47 78.30% 9 15.00% 4 6.70% 60 100.00%

진학동기 합계

아이들을 좋아해서 성적에 의해서 취업이유리해서
빈도 행 %

(13)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후의 생각 (견학 )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후 교육과정을 학습하면서 가진 생각에 한 항목을 보면 

견학 에는 1학년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학생이 53.3%로 나타났고 “잘 모르

겠다” 40.0%,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거나 성에 맞지 않아 고민하는 학생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학년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학생이 46.7%, 잘 

모르겠다가 26.7%, 성에 맞지 않아 고민인 학생이 16.7%, “유능한 교사가 될 자

신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이 10.0%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보면 50% 정도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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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지만 자신이 택한 공에 한 소신과 확신이 없으

며 자신이 없어하고 있음을 보여 다. 졸업 후의 진로에 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남은 1년 반의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자신의 공에 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진 능력 있는 교사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13> 
유아교육과 진학에 한 생각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6 53.30% 12 40.00% 1 3.30% 1 3.30% 30 100.00%

2학년 14 46.70% 8 26.70% 3 10.00% 5 16.70% 30 100.00%

합계 30 50.00% 20 33.30% 4 6.70% 6 10.00% 60 100.00%

유아교육과 진학후의 생각 합계

잘한 선택이다 잘 모르겠다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다
적성에 맞지 않아 고

민이다 빈도 행 %

(14) 견학 후 유아교육과 진학한 것에 한 본인의 생각 (견학 후)

견학 후에는 1학년에서 “잘한 선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변함이 었었으나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학생과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다 쪽으로 이동하여 “잘 모르겠다”가 36.7%, “ 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다”가 10.0%로 나타났고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한생은 아무도 었었다. 2학년에서도 “잘한 선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변함이 없

었고 “ 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쪽으로 이동하여 “잘 모르겠다”가 

5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견학 후에도 역시 자신의 공 선택과 진로에 해 략 50%정도의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학년의 경우 견학 에는 성에 많지 않

아 고민하던 학생들이 약간의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견학 후 유아교육과 진학에 한 생각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16 53.30% 11 36.70% 3 10.00% 30 100.00%

2학년 14 46.70% 15 50.00% 1 3.30% 30 100.00%

합계 30 50.00% 26 43.30% 1 1.70% 3 5.00% 60 100.00%

견학 후 유아교육과 진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 합계

잘한 선택이다 잘 모르겠다
유능한 교사가 될

자신이 없다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다 빈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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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하다고 생각되는 찰요소 (견학 )

이번 견학에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 외에 요하게 찰하여야할 항목으로 교

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라든가 교사의 처우 등에 한 부분에 한 설문 항목도 

조사하여 보았다 그 결과 견학 의 결과로 1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처우 문제에는 

 심이 없었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문제를 80.0%의 학생이 요한 찰

항목으로 선택하 고 그 다음이 교사의 주의집  방법이 16.7%, 교실 내부의 청결

과 정리가 3.3%로 나타났다. 2학년에서도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주요 찰항목

으로 선택한 학생이 73.3%로 가장 높았고 교실내부의 청결과 정리가 13.3%, 교사의 

주의집  방법이 6.7%, 교사의 처우수 이 6.7%로 나타났다. 1, 2학년 학생들 모두 

처우 보다는 유아와의 상호작용부분이 요하다고 하는 정 인 생각이 많은 것으

로 보아 유아 비교사로서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견학 시 요하게 찰하여야할 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24 80.00% 5 16.70% 1 3.30% 30 100.00%

2학년 22 73.30% 2 6.70% 2 6.70% 4 13.30% 30 100.00%

합계 46 76.70% 2 3.30% 7 11.70% 5 8.30% 60 100.00%

견학시 중요하게 관찰하여야할 항목 합계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
용

교사의 처우수준
교사의 주의집중

방법
교실내부의 청결과

정리 빈도 행 %

(16) 견학 시 요하게 찰한 항목 (견학 후)

  실제로 견학 교육기 에 가서 찰하는 과정에서는 1학년은 그 비율에서 큰 차

이가 없는 반면 2학년에서는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부

분이 교실 내부의 청결과 정리 쪽으로 더 주의가 집  되어서 73.3%로 나타났고 

교사의 처우 수  쪽으로도 이동하여 16.7%로 나타났고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라고 응답한 경우는 10.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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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견학 시 요하게 찰한 항목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25 83.30% 3 10.00% 2 6.70% 30 100.00%

2학년 3 10.00% 5 16.70% 22 73.30% 30 100.00%

합계 28 46.70% 5 8.30% 3 5.00% 24 40.00% 60 100.00%

견학시 중요하게 관찰한 항목 합계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
용

교사의 처우수준 교사의 주의집중방법
교실 내부의 청결과 정

리 빈도 행 %

(17) 견학 시 유아들에게서 느낀 본인의 감정

유아교육기 을 견학하면서 유아들을 찰하면서 응답자들인 학생들이 느낀 감정

은 1학년에서 “즐거워 보인다”가 83.3%, “평화로워 보인다”가 13.3%, “도와주고 싶

다”가 3.3%로 나타났고 2학년에서는 “즐거워 보인다”가 70.0%, “평화로워 보인다”

가 13.3% “도와주고 싶다”가 3.3%로 나타났고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

우도 13.3%가 나타났다.

<표 17> 
견학 시 유아들에 하여 느낀 감정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4 13.30% 25 83.30% 1 3.30% 30 100.00%

2학년 4 13.30% 21 70.00% 1 3.30% 4 13.30% 30 100.00%

합계 8 13.30% 46 76.70% 2 3.30% 4 6.70% 60 100.00%

견학시 유아들에 대하여 느낀 감정 합계

평화로워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도와주고 싶다 아무느낌이 없다
빈도 행 %

(18) 견학 결과에 한 효과

 

유아교육기 을 견학가기 에는 견학 결과에 한 효과를 1학년은 100%, 2학년

은 90.0%에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 18> 
견학 성과에 한 기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30 100.00% 30 100.00%

2학년 27 90.00% 3 10.00% 30 100.00%

합계 57 95.00% 3 5.00% 60 100.00%

견학성과에 대한 기대 합계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루의 견학이 크게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빈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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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견학 후 성과에 한 생각

견학을 실시한 후 견학 결과에 한 효과에 해서는 1학년인 경우 86.7%가 가

능한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응답한 반면 2학년은 53.3%만

이 그 게 생각했고 나머지 13.3%와 46.7%는 하루의 견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

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2학년의 경우, 장견학에 한 

만족도가 1학년보다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서 장견학지

로 채택된 유아교육 기 이 견학생들이 찰을 잘 할 수 있도록 물리 인 환경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에 한 여부와  2학년은 1학년에 이어 두 번째인 견학에 

해 실습을 나가기 에 좀 더 장에서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기 때

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표 19> 
견학 후 성과에 한 생각

빈도 행 % 빈도 행 %

1학년 26 86.70% 4 13.30% 30 100.00%

2학년 16 53.30% 14 46.70% 30 100.00%

합계 42 70.00% 18 30.00% 60 100.00%

견학 후 결과에 대한 생각 합계

가능한 많이 배우고느낄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하루의 견학이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
빈도 행 %

Ⅳ.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견학이 강의실 수업의 보완 인 역할로서가 아닌 유치원교사

가 되기 한 기교육 단계의 유아 비교사에게 교육 인 경험을 갖추기 한 본

격 인 교육활동으로서 장견학을 나가기 이 과 이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사양성을 한 기교육 단계의 유아 비교사들에게 장 

견학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교육실습을 나가기 에 장

견학에 참여함으로 장에 한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교육 장에서의 간 체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1학년과 2학년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으로 신입생인 1학년과 교사 양성교육을 1년 이상 더 받은 2학년들의 인식의 차

이는 교사교육에 한 성과와 반 을 나타낸 것이라고 간주하여도 될 것이다. 신입

생인 1학년의 1학기에 실시되는 견학  후와 2학년의 견학 . 후의 인식변화와 1

학년과 2학년의 인식의 차이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1.2학년이 견학 과 후에 공통 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찰하고 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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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부분은 물리  환경이었다. 이는 유아교육기 을 선정하는 학부형과 유

아들과 마찬가지로 비 유아교사들인 유아교육과 재학생들도 유아교육기 의 물리

 환경 즉, 시설에 상당히 큰 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학 시의 

 찰 항목에서 실습을 1년 정도 남겨둔 1학년은 교사의 자질과 태도에 16.7%

의 도 비율을 나타냈으나 실습이 다음 학기에  정되어 있는 2학년은 교사의 

자질과 태도에 30%의 을 두고 있었다.

이는 자신들의 재 입장과 당면 과제로 인한 심의 차이가 수치로 나타난 것으

로 해석된다.  유아 지도 시에 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습  덕목에 해서는 1. 

2학년 모두 기본생활 습 에 한 지도 즉, 을 가장 요하게 생각했으며 유아

지도 시에 가장 요하게 배려해야 하는 부분에 해서는 2학기에 4주간의 실습을 

앞두고 있는 2학년의 경우에는 유아의 안 을 최우선 순 로 꼽았는데 견학 에 

33.3%가 견학 후에는 66.7%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에 1학년의 경우는 견학 에는 

안 과 흥미가 23.3%로 가장 높았으나 견학 후에는 흥미가 43.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법에 미숙한 1학년인 경우, 교육 인 효과를 높이기 한 유아

들의 주의집 과 흥미유발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 밖에 유아교육과에 진학한 자신들의 선택에 해  교육과정을 학습하면서 가

진 생각들은 견학 과 후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장

견학이 자신들의 진로 선택에 해서는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아교육기 의 견학 결과에 해 견학 가기 에는 1, 2학년 평균 95%의 

학생이 견학 결과에 한 효과를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했으나 

견학 후에는 1학년의 경우에는 86.7%, 2학년의 경우에는 53.3%만이 도움이 되었다

고 답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하루의 견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학

년보다 2학년의 장견학에 한 만족도가 월등히 떨어지는 이유는 장견학지로 

선정된 기 이 학생들이 찰을 잘 할 수 있도록 찰실이나 찰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에 한 배려 등이 얼마나 고려되었는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한 

실습을 앞두고 실습에 한 두려움과 부담이 작용되어 견학에 한 심리 인 기

가 큰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의 장견학 과 후의 인식변화를 체계 으로 

분석해 으로 장견학이 장경험이 없고 실습을 나가기 인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유아 비교사들에게 장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의 공에 한 실

인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  실습과 본 실습 

에 이루어지는 장견학은 교사가 되는 기교육 단계의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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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장을 찰하고 할 수 있는 공식 인 수단이다. 견학이 실질 으로 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 에 충분히 비를 해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보들

을 얻고 경험할 수 있는 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학습방법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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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ase of students hoping to be a nursery school and kindergarten 

teacher in future, the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not learning in the class 

work was help to increase their understand for the instruction methods in 

nursery school sport and  them to have a instruction mind as a nurser school 

teacher by direct and concrete.

In the aspects, the observation program on an actual spot is a important plan 

to be a extend of course work and one of alternation programs in child 

education.

This study was emphasized that the observation program is necessary and 

useful procedure for students who will be prepared a practical training course 

for 4 weeks and that help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ir recognition before 

the observation and after.  Also the analytical work was prepared to use 

usefully for a teacher aspirants to acquire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on 

the actual teaching class.  

The result shows that the observation program for practical training on an 

actual sport would give the practical major knowledge to students in course 

work of a child education school.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was 

consisted with the observation and the training course work on the actual sport 

would be necessary prepared in a regular curriculum for the most of teacher 

aspirants 

This systematically analysis explains that the educational program like an 

observation on actual sport offer to the student as one of course works and it 

will be sufficiently prepared for promotion of their understand and experience 

about the child education.  

Key word : field trip, students of early childhood, change of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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