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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실습에서 교육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 교육신념 및 교사가 느끼는 조직건강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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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교육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사효능감, 

교육신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실습유치원의 조직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를 위해 충남의 한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4학년 34명을 대상으로, 이질통제집단전후검사 설계 방식에 의해 실험
이 이루어졌고, 자료에 따라 χ2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교육실습 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교사신념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예비교사들이 느낀 실습학교의 조
직건강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습 지도교사의 피드백이 기본 전제 조건인 반성적 
저널쓰기를 실용성 차원에서 실습일기 쓰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도교사의 피드백이 없이 단지 교육 실
습일기 쓰기만으로도 교사효능감은 증진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keeping a educational diary in which no feedback is 
given in the teaching practice in kindergartens affects a teacher efficacy and the educational belief of 
preschool teachers-to-be as well as the organizational health of kindergartens to practice according to the way 
teachers feel. With this aim, the study aimed at 34 seniors at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four-year college in Chungnam. The study conducted this experiment using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carried out a χ2 analysis and a t-test according to the data. Concerning the 
research results, first, keeping a educational diary of teaching practice affirmatively affected a teacher 
efficacy. Second,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 teacher’s educational belief. Third,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rganizational health of the kindergarten to practice according to the ways teachers-to-be fe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keeping a reflective journal in which feedback by a guidance teacher for practice 
becomes the basic proposition may be replaced with the keeping of a diary of practice at the level of 
practicality. This means that a teacher’s sense of efficacy may improve simply by keeping a educational 
diary of teaching practice without feedback by a guidanc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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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인 교육실습생이 교사자격을 취

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의 일부로서 부속 또는 협력 학교
에서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실지로 적용 또는 실천함으
로써 교사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교직적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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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실습의 목적은 교육이론의 현장 적용 또는 체험, 현장의 
교육경험 체득, 교육에 필요한 조건과 기술의 습득, 교육
관 확립, 교육문제의 이해 및 해결능력 습득, 교직적성 평
가 등을 주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실습은 교
육실습생으로 하여금 교사로서 품성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한국교사교육학회, 2001). 교육실습
에 대한 이러한 정의와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실습
은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적 교사를 준비시키기 위한 필
수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자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교육실습에 대해 긍정적
인 연구와 부정적인 연구가 같이 공존하는 바(김병찬, 
2003), 이정미, 김은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실습
이 예비유아교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고 응답하고 있으며, 실습경험도 만족하다고 응답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특히, 김정은, 
정경옥(2009)의 예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낮아졌다고 보고하였으며, 최진숙(2005)의 유치원 예
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 전후 인식비교에 의하면 
실습한 후에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낮아졌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은하, 고은경(2008)의 예비유아
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이미지 내용 분석에서도 
실습 후 긍정에서 부정으로 이미지가 변화한 것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부정적 영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최근 유아교육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
육실습에 대한 저널쓰기이다. 박은혜(1999)에 의하면, 저
널 쓰기는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
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
미하며 타인과의 담론을 통해 교수·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을 쓰는 
일기와 구분된다고 정의하면서, 일기와 저널쓰기의 구분
은 일기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이며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무르지만, 저널쓰기는 개인의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교사의 전문적인 성장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점
검하는 것으로 본다. 실습생의 교육 실습일기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교사의 교단일기에 대
한 연구(이생주, 2006)를 보면 교사의 교단일기는 학교생
활 및 교육활동의 전반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화와 사
건, 에피소드, 단상 등이 기록되며,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
서의 의견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글쓰기라고 정의하고 있
지만, 이런 정의를 교생의 교육일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교생의 교육일기는 교육실습 동안에 유

치원·학급운영과 교수-학습활동, 학생지도 등의 전반적 
유치원활동을 지켜보고 예비교사로서 느낀 점을 스스럼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실습생 자신이 유치원의 정식 교
사가 되었을 때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널쓰기의 성공 요건으로 배진옥
(2009)은 멘토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사와의 래포 형
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석은조(2005), 임경심
(2009) 등도 반성적 저널쓰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저
널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널쓰기가 교육실습 현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실습기
간 동안에 지도교사나 지도교수의 절대적인 피드백 도움
이 필요하게 된다[12-18].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과연 지도교사들이 실습
생에 대해 어느 정도 지도적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9월 현재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의 
과거 교육실습에서 실습 기간 동안 지도 교사와 지도 교
수에게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는지를 본 연구자가 물
어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지도교사/교수의 실습에서의 도움 정도
[Table 1] The degree of guidance teacher/professor advice 

at teaching practice

구분 긍정적 부정적 계 χ2
p

지
도 
교
사

유치원 3 15

136
4.57 .033

초등 4 8

중등 45 61

계(%) 52(38) 84(62) 100

지
도 
교
수

유치원 2 16

136
25.63 .000

초등 2 8

중등 23 73

계(%) 27(20) 97(80) 100

표 1에 의하면 지도교사와 지도교수를 합쳐 약 응답자
의 30%가량 만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유치원
과 초등, 그리고 중등을 합쳐 지도 교사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χ2 =4.57로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도 교수에 대한 도움의 
정도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χ2=25.63으로서 p<.001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는 교
육실습에서 지도교사와 지도교사의 교수자적 도움의 피
드백이 미약한 실정이라면 반성적 저널쓰기는 이론에만 
머물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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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혜(1999)도 유아교사들의 저널쓰기가 교사들의 사고
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쓰기 
자체가 부담스러운 교사들의 경우에는 글 대신 자신의 
사고를 기록해 놓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라도 저널쓰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다른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도교사나 지도교수의 
교육적인 교정적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과 교육신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육
실습일기 쓰기가 반성적 저널쓰기를 대신할 수 있을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동선(1996)은 기관의 교장(원장)이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동료교
사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교사들의 개인적 효눙감이 증진된다고 하였으며, 
김희진, 이분려(1999)도 교사가 지각한 유치원의 조직풍
토와 교사효능감과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면서, 유치원 
조직에서 원장의 개방적인 태도와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 
및 격려 제공을 해주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고, 동료 교사
들의 신뢰성 형성 및 아이디어 교환, 바람직한 평가 교환 
등의 분위기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효능감 개발을 돕는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효능감과 조직풍토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
다면 실습일기를 쓰는 교육실습생이 느끼는 조직건강은 
실습일기를 쓰지 않는 교육실습생이 느끼는 조직건강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함
께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과연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
과 교육신념, 예비유아 교사가 느끼는 조직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교육실습에서 최소한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행위를 찾아 교
육실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에서 교육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교육실습에서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교육실습에서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아 교

사가 느끼는 조직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충남에 있는 한 4년제 대학의 유아교

육과 4학년 36명이다. 이 중에 설문 응답에 오류가 있는 
1명과, 연구의 목적 상 지도교사나 지도교사가 일기에 코
멘트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바, 교육실습일기
에 대해 교사가 코멘트를 해준 1명을 제외하고 34명이 
최종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교육일기를 쓴 학
생(실험집단)과 쓰지 않은 학생(비교집단)은 각각 17명씩
이다. 이를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Table 2] Experimental Subject

구분 인원 수
실험 집단

(교육 일기 씀)
14

비교 집단
(교육 일기 쓰지 않음)

14

합계 34

2.2 연구 설계

34명을 대상으로 교사효능감과 교사신념에 대해 실시
된 연구 설계는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설계’ 방식이며, 
조직건강에 대한 연구 설계는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
계에서 통제집단을 제외한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이
다. 참고로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실험집단  O1    X    O2
          ............................................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 검사
             X    : 실험 처치
          O2,   O4 : 사후 검사

[그림 1]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설계
[Fig. 1]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2.3 측정 도구

2.3.1 교사 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nochs 
& Riggs가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김순남(200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교사효능감 12문항과 
개인교사효능감 13문항의 25문항 5단계 평정척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 효능감은 교사의 교수가 다른 요인에 비해 
유아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것이며,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개인으로서 교사 자신이 유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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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질문지의 하위요소별 사전·
사후 검사의 α계수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교사효능감 질문지 α계수
[Table 3] Teacher efficacy questionnaire Cronbach’s α

영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문항수 α계수 문항수 α계수

일반 
교사효능감 12 .754 12 .819

개인 
교사효능감 13 .563 13 .846

전체 25 .751 25 .853

2.3.2 교육 신념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경
심(2009)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아동관, 교육
목적 및 목표·내용·방법 등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여 행동
주의, 성숙주의, 상호작용주의의 각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30문항 5단계 평정척이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환경 요소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교육을 지식, 기능, 가치 그리고 사회 도덕적 
규칙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성숙주의는 인간의 천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발달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자연
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발달 단계는 불변적인 발
달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주의는 
성숙주의와 행동주의의 두 가지 입장을 보완하면서 유아
의 발달을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고 본다(임경심, 2009). 이 질문지의 하위요소별 사전·사
후 검사의 α계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사 신념 질문지 α계수
[Table 4] Teacher belief questionnaire Cronbach’s α

신념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행동주의 .601 .634

성숙주의 .596 .600

상호작용주의 .671 .540

전체 .749 .725

2.3.3 조직 건강

유치원조직 건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질문
지는 조기홍(2002)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그 내용
은 조직구조, 조직풍토, 원장의 지도성, 교사의 능력 각 6

문항씩 총 24문항 5단계 평정척이다. 학교조직건강이란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계속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자율성의 유지와 원활한 의사소통
을 통하여 모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교육효
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 
학교조직의 능력이다(김종한, 2011). 이 질문지의 하위요
소별 α계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조직 건강 질문지 α계수
[Table 5] Organizational health questionnaire Cronbach’s α

구분 α계수
조직 구조 .774

조직  풍토 .849

원장의 지도성 .913

교사의 능력 .910

전체 .928

2.4 연구 절차

2.4.1 사전 교육

실험 집단에 일기(저널)쓰기의 개념, 목적, 방법에 대
해 4월 22일(교육실습 2주 전)에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
였으며, 그 다음 주(4월 29일, 교육실습 1주 전)에 기존의 
연구 결과에 나타난 교생 일기의 예를 들어 2 시간의 교
육을 실시하였다.

2.4.2 사전 검사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
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예비유아교사에게 교사효능감과 
교육신념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
육실습 직전인 2011년 4월25일에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인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강의실에서 약 15분 동안 실
시하였다.

2.4.3 실험 처치

교육실습 일기는 실습이 실시되는 5월 2일부터 5월 27
일까지 4주 동안(실습일수는 공휴일과 재량 휴업일을 제
외하고 17-18일 이었다) 매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
며(매일 일기 쓰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3-4회), 
쓰여진 일기는 연구자의 메일로 매일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매일 보낸 경우는 드물며 2-3일에 한 번씩, 경우
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보내기도 하였다. 쓰
여진 일기에 대해서는 지도교사나 지도교사, 또는 연구자
가 일체의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실험대상의 실습일
기 편수의 빈도를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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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교육실습 일기 작성 편수
[Table 6] Educational diary quantity

실습 일기 편수 빈도(%)

14 5(29.4%)

15 2(11.7%)

16 3(17.6%)

17 3(17.6%)

18 4(23.5%)

전체 17(100%)

2.4.4 사후 검사

4주간의 교육실습을 마친 다음 주 5월 30일에 교사효
능감과 교사신념은 사전 검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습유치원의 조직건강에 대
해서는 조직건강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교육실습에서 일기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육신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유아교사들
이 느끼는 조직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서는 종속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과거 교육실습
에서 실습기간동안 지도교사나 지도교수가 얼마나 도움
을 주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12.0이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일반적 결과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후검사 교사효능감과 사후검
사 교육신념, 그리고 조직건강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
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교사효능감, 교사신념, 조직건강의 평균, 표준편차, 

적률상관계수
[Table 7] Teacher efficacy, teacher belife and organizational 

health’s M, SD, correlation

구분 교사효능감 교사신념 조직건강
교사효능감 1.00

교사신념 .232 1.00

조직건강 .352* .421* 1.00

평균 93.21 102.62 92.44

표준편차 7.51 7.22 11.80
 

* P<.05

표 7에 의하면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은 .232-.421사이
에 있으며, 이 중 조직건강과 교사효능감, 교사신념간의 
상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
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교사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8] Teacher efficacy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집단 17 91.94 5.91
-.213 .833통제집단 17 92.41 6.93

사후 실험집단 17 96.17 7.60
2.481 .019통제집단 17 90.24 6.30

표 8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213,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은 96.17점, 통제집
단의 평균은 90.24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교사효능감 
평균점수의 차이는 t=2.481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교육실습에서 실습
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2.1 일반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일반교사효능감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
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일반교사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9] General teacher efficacy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45.53 4.40

.078 .938통제
집단 17 45.41 4.37

사후
실험
집단 17 47.58 4.94

1.832 .076통제
집단 17 44.71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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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078,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사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은 47.58점, 통제집
단의 평균은 44.71점이었으며, 두 집단 간의 일반교사효
능감 평균점수의 차이는 t=1.832로서 p<.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실
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일반교사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2.2 개인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소인 개인교사효능감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
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개인교사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10] Personal teacher efficacy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46.41 3.08

-.491 .627
통제
집단 17 47.00 3.87

사후

실험
집단 17 48.59 4.14

2.042 .049
통제
집단 17 45.53 4.58

표 10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491,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은 48.59점, 통제집
단의 평균은 45.53점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개인교사효능
감 평균점수의 차이는 t=2.042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교육실습에서 실
습일기 쓰기가 개인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3.3 교사신념에 미치는 효과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
신념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교사신념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11] Teacher belife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101.42 7.18

-.737 .467통제
집단 17 103.59 9.84

사후
실험
집단 17 102.35 5.92

-.211 .837통제
집단 17 102.88 8.51

표 11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737,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사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은 102.35점, 통제
집단의 평균은 102.88점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교사신념 
평균점수의 차이는 t=-.211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3.1 행동주의 교사신념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의 하
위요소인 행동주의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분
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행동주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12] Behaviorism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28.06 3.49

-.351 .728통제
집단 17 28.53 4.29

사후
실험
집단 17 23.88 2.80

-1.388 .175통제
집단 17 30.29 3.12

표 12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351,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사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은 23.88점, 통제집
단의 평균은 30.29점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행동주의 평
균점수의 차이는 t=-1.388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행동주의 교사신념에는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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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3.2 성숙주의 교사신념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의 하
위요소인 성숙주의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분
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성숙주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13] Maturation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34.76 3.68

-1.108 .276통제
집단 17 36.18 3.74

사후
실험
집단 17 35.65 2.96

-.243 .810통제
집단 17 35.94 4.02

표 13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1.108,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
으며, 사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은 35.65점, 통제
집단의 평균은 35.94점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성숙주의 
교사신념 평균점수의 차이는 t=-.243으로서 p<.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
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성숙주의 교사신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3.3 상호작용주의 교사신념에 미치는 효과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의 하
위요소인 상호작용주의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상호작용주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Table 14] Interactionism pre-post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사전
실험
집단 17 38.59 4.23

-.202 .841통제
집단 17 38.88 4.24

사후
실험
집단 17 37.82 3.34

1.014 .318통제
집단 17 36.65 3.43

표 14에 의하면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의 있
는 차이가 없어(t=-.202, p>.05)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사후 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은 37.82점, 통제집
단의 평균은 36.65점이었으며, 두 집단간의 상호작용주의 
교사신념 평균점수의 차이는 t=1.014로서 p<.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교
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상호작용주의 교사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4 예비유아교사가 느끼는 조직건강에 미치

는 효과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가 느끼
는 조직건강에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조직건강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
와 같다.

[표 15] 조직건강 검사 결과
[Table 15] Organizational health test result

집단 N M SD t p

실험집단 17 95.41 10.67
1.495 .145통제집단 17 89.47 12.45

표 15에 의하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95.41이며, 통제집
단은 89.47로서 두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는 t=1.495로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실습에서 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
아교사들이 느끼는 실습학교의 조직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과 교육신
념, 그리고 예비유아교사가 느끼는 조직건강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각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는 t=2.481로서 p<.05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반성적 저널쓰기가 아닌 단순한 교육실습일기 쓰
기도 교사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
한다. 반성적 저널쓰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석
은조(2006), 저널쓰기가 유아교사 역할 인식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현숙(2001), 저널쓰기를 통한 반성
적 사고의 경험은 교사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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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원미경, 강승희(2007), 유치원 교육실습에서 반성적 
저널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임경심(2009),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저널쓰기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배진옥(2007)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미술과 교육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손지현(2007), 교육실
습을 통한 저널쓰기가 예비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박성희 외(2006)의 연구와도 맥을 같
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널쓰기와 교육실습일기 쓰
기의 효과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실습지도교
사의 교육적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적 저널쓰기를 
교육실습일기 쓰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소인 일반적 교사효능
감은 t=1.832로서 p<.05수준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경
심(2009)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소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t=2.042로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임경심(2009)의 연구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일반교사효능감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의의도가 p=.076으로 미세한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성을 잃고 있어 연구가 반복된다면 임경심의 연구처
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사신념에 미치는 효과는 
t=-.211로서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위 요소별로도 행동주의, 성숙주의, 상호작용주
의 교사신념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성
숙주의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임경심(2009)의 연구
와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교육신념 전체 
점수에서는 교육실습일기 쓰기 전과 후에 실험집단은 표
준편차가 많이 감소한 반면, 통제집단은 거의 변화가 없
어 실험집단은 교육실습일기 쓰기를 통해 비슷한 생각들
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행동주의 교육신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의 평균이 28.06에서 
23.88점(통제집단은 28.53에서 30.29호 상승)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숙주의나 상호작용
주의 교사신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이한 사항이다. 행
동주의는 주형으로서의 교육관에 입각하여 교사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소유하는 것이며, 성숙주의
와 상호작용주의 교육신념은 다분히 아동중심 사고이다. 
아동중심 교육신념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였으나, 교사중심 교육신념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은 교육실습일기 쓰기를 통해 교사

중심의 사고보다는 아동중심의 사고를 많이 하게 되었다
는 증거라고 보여진다. 

셋째,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예비유아교사들이 실습한 
학교에 느끼는 조직건강 점수에 미치는 효과는 t=1.495로
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평균을 비교해보면 실험집단은 95.41점, 통제집단은 
89.47점으로 두 집단 간에 어느 정도의 평균차이를 보이
고 있어 p=.145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p값은 다음에 
다시 연구가 된다면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육실습생들
이 느끼는 실습학교의 조직건강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다. 
즉, 연구대상을 조금 많이 선정한다든지 하는 보다 정교
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교육실습
생들이 느끼는 실습학교의 조직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지도 모른다. 이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지도교사의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직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장의 개
방적 태도,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 
동료 교사들과의 신뢰성과 격려 등인데(최동선, 1996; 김
희진, 이분려, 1999; 임진형, 2000), 교육실습생에게는 이
러한 면이 실습 기간 동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
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교육실습일기 쓰기
는 조직건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조직풍토나 조직
건강이 교수효능감과 관계가 있다는 조기홍(2001), 홍혜
정(2003), 홍혜정, 안선희(2004), 김종철(2008)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실험처치와 관련지어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일
기 쓰기에 대한 사전 강의 2시간과, 교육실습일기 예에 
대한 사전 강의 2시간을 합쳐서 총 4시간의 사전강의가 
있었다. 이러한 사전강의는 실험결과가 사전교육 때문이
었는지 교육실습일기 쓰기 때문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실험연구의 내적타당도로 작용할 수 있어(김종한 편, 
2011) 교사효능감이 전적으로 교육실습일기 쓰기의 결과
라고 결론 내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
한 문제는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크게 작용한다. 임경심
(2009)의 연구에서는 실습지도교사에게 2주 동안 주2회 
실습생의 저널에 대한 피드백 절차와 지도방법을 교육하
였으며, 학생들도 130분 동안 저널쓰기에 대해 사전교육
을 실시하였으며, 실습하는 4-6주 동안 특정 주제에 대해 
매주 한편씩 저널을 쓰고 지도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여 
본 연구보다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다양한 활동
을 투자하였다. 석은조(2006)도 20주 동안 주 2회 저널쓰
기 수업을 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 반성적 사
고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으며, 원미경, 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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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07)은 100분의 사전 이론적 강의와 함께 4주 동안 
주 2회의 저널쓰기가 이루어졌으며, 이 저널에 대한 동료
피드백을 활용하여 서로의 저널에 대해 읽어보고 상호 
간에 서로의 저널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지도교사나 지도교수의 교육적 피드
백도 제공받지 않고도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
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사전 교육이 단순히 교
육실습일기 쓰기에 따른 실험결과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4시간의 사전
교육에 의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대
단한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 교육실습 전에 저널쓰
기가 되었든, 아니면 교육실습일기 쓰기가 되었든 이러한 
교육을 하고 교육실습생에게 교육실습일기를 쓰도록 한
다면 보다 긍정적인 교육실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단순한 교
육실습일기 쓰기도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교육실습일기 쓰기는 실용적 입장에서 현장에서 적
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교사효능감 증진
을 위해서 반성적 저널쓰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교육실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실
습 일지에 교육실습 일기 쓰는 란을 마련하거나, 교육실
습생 자신이 쓴 일기를 지도교사가 보는 것에 대해 부담
스러워 할 때는 교육실습 과목을 담당한 지도교수가 학
교 강의와 연계지어 학생들에게 교육실습 과목의 과제로 
부과하고 학점과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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