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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김해 지역에 소재한 3-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예비유아교
사들의 모의수업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서 모의수업을 지도하
는 교수자들에게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수준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모의수업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예비유아교사는 모의수업은 교원양성교육에서 필요하며 수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의수업 횟수를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교수자의 
모의수업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수업지식과 기술이 있는 교수자에게 모의수업 준비단계와 평가단계의 최소 2회의 피드백을 받길 원하
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안 작성 원리 및 방법과 유아와 효과적 상호작용 및 발문에 대해 지도받고자 
하였다. 피드백은 학급 구성원 모두와 교수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교수자 피드백 이외
에는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모의수업 경험을 요구하였다.  

■ 중심어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및 요구∣모의수업∣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s and demand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bout the 
Demonstration of simulated instruction for 350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3-4 years 
university located in Busan, Ulsan, and Gimhae. And through this, the purposes of study are to provide 
basic data based on the current level of pre-school teachers for instructors leading simulated instruction 
and to seek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simulated instruction to improve teaching ability. As a 
result of the stud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zed that simulated instructions were 
necessary in teacher training course and helped to improve teaching ability, but they did not actively 
agree to expand simulated instructions and were not very satisfied with the methods of instructors in 
demonstration of simulated instruction. They wanted to receive feedback from instructors who have 
practical teaching knowledge and skills based on field experience at least two times during preparation 
stage and evaluation stage of the simulated instructions. And they wanted to be guided specifically on 
principles and methods of preparing educational plans, effective interactions and questions with young 
children. They wanted the feedback, the most preferred form of feedback is form of participations by 
all class members and instructors. In addition to instructor's feedback, they required experience of 
simulated instruction in which infants and toddlers participat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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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아교육기관에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교수자로서 수업에 대한 전
문성이다[1]. 교사에게 수업은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교육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2][3]. 유아교육에서 수업이란 교사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흥미영역에서 유아 또래 
혹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자유선택활동이나 교사와 
유아가 함께하는 대소집단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4], 
유아의 경험 대부분은 이 시간에 형성되기 때문에  교
사는 수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
르칠 것인가” 의 교육과정 및 교수과정에 대한 깊은 이
해가 필요하다[5]. 

유아교육현장은 초․중등과 같이 정규 교과목을 시수
에 맞춰 규칙적으로 가르쳐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사들보다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기관의 특수성이나 개인
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유아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수
업의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6]. 또한 유아 대상 수업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유아들의 발달특성
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이 중심, 아동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아의 주도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때
문에 예측불허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교수학습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매 순간마다 유아교사가 이미 배운 이론이나 
지식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7] 교
사의 수업 전문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고 있
다. 교육부 역시 대학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시 수업행
동분석실 구비 및 활용, 예비유아교사의 수업시연 능력
평가, 다양한 수업영상 녹화를 통한 수업분석 및 토론, 
모의수업과 같은 현장중심형 교수법 실시 등을 비중 있
게 제시하여 수업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8][9].

유아교사가 수업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과지식
과 더불어 수업실행능력, 학급 운영 및 학생 지도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이는 저절로 습득되는 것

이 아니라[7] 예비유아교사 시절부터 오랜 기간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10]. 교육현장
에 실천적 지식을 지닌 교사를 길러내는 것은 대학에서 
담당해야 하는 과제이며, 수업의 전문성은 교사양성 교
육과정을 통해 발달 될 수 있다[11]. 예비유아교사가 갖
는 지식, 교수행위, 교사역할에 대한 인식은 이후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며 교
수 실제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2][13].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수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아교사
가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가
장 적절한 방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참여
와 반성적 사고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천적 교수방
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7][14][15].

유아교사 양성교육의 이와 같은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교수방법 중 하
나는 모의수업(simulated instruction)이다[16]. 모의
수업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유롭게 교육현장에서 수업
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자신의 쌓아온 학습 내용과 교
수법을 적용해 보고 교사들과 유사한 경험을 해 봄으로
서[17] 수업역량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수방법이다. 일
반적인 모의수업 운영 절차는 수업계획, 수업실행, 수업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수업계획 단계에서 예비유
아교사들은 20~30분 정도 소요시간을 예상하고 의도
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전개-마무리 형식
으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고[18] 수업에 필요한 교수
매체를 준비한다. 수업실행단계에서는 교사와 유아로 
역할을 나눠 준비한 수업을 시연하며, 수업평가단계에
서는 교수자와 동료들과의 토론 및 피드백과정을 통해 
목표와 내용에 타당한 수업 전개과정, 교수매체의 적절
성,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교사의 태도 등을 평가한
다[16][18]. 평가 시에 교수자에 따라서 수업동영상 녹
화를 통한 수업분석 보고서 작성, 반성적 저널 쓰기 등
을 실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비유아교
사들은 유아의 연령과 특성에 알맞은 수업을 운영해 보
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수업기술을 개선시
킬 수 있다[19][20].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수업시
연이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의수업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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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 국외 연구들에서도 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자신
의 가르침과 그 근거, 결과로서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끊임없이 사고하는 반성적 교수과정[22]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수자가 반성적 사고 없이 형식적
인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의수업을 진행한다면 학
생들의 교수전문성 신장과 같은 의미 있는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의수업
시연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만족도와 요구도를 살
펴보고 수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정보를 얻어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의수
업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의 수업에 나타난 예
비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 분석[18][23], 예비유아교사 
모의수업 경험을 통한 반성적 사고탐색[24-28], 모의수
업 참여 경험의 의미 탐색[7][29-31]을 통해 모의수업
이 예비유아교사의 사고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
고, 모의수업이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실천적 교수방
법임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연구[9][16][32]등을 통해 예비유아 교사들이 모의
수업 경험을 통해 교수실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모의수업 참여가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도
와 좋은 수업의 요소 및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생각
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예비유아교사가 모의수업시연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을 밝힌 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수
업 계획을 세우는 것과 수업 실행 시 실제 유아를 대상
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
고한 바 있다[33].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학습자 중심
으로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평가계획을 세우는 것, 수
업 시연 시 자신의 계획되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난감
함을 느끼고 있었다[34]. 위의 선행 연구들은 모두 질적
연구로 예비유아교사들이 모의수업 시연을 수업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모의 수업 실행 시의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밝혔지
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
기 위한 모의수업 운영 방식, 모의수업의 교육 내용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사항
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양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교육실습 후 예비유아교사들의 아동과학지도수업

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35]가 진행된 바 있
으나 특정 교과 수업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된 정도나 
이론 강의보다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육방
법에 대한 선호에 대해 조사하여 전반적인 모의수업 운
영에 대한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좋은 수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학습자가 지향하
는 수업양식과[36] 교수방법 같은 요구를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 시연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에서 모의수업
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에게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수준
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모의수업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1.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시연에 대한 인식은 어떠
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시연에 대한 요구도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울산, 김해 지역에 소재한 
3-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재학생 350명을 임의표집하
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에 동의한 유아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 중에 322부가 회수되어 
92%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322부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0부를 제외하고 총 30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을 살펴보면, 학년은 2학년이 146명으로 48.2%, 성별
은 여자가 296명으로 98.0%, 학력은 2-3년제 재학이 
238명으로 78.8%, 실습경험이 없는 예비유아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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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명으로 66.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02)
구분 사례수(N) 퍼센트(%)

학년

2학년 146 48.2

3학년 127 42.2

4학년 29 9.60

성별
남 6 2.0

여 296 98.0

학력
2-3년제 재학 238 78.8

4년제 재학 64 21.2

실습경험
있음 100 33.1

없음 202 66.9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모의수업시연에 참가한 예비유아교사들이 
모의수업시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제
작하였다. 모의수업시연에 대한 인식 문항은 김호
(2011)[37]와 장영순(2013)[38]의 유치원 수업컨설팅
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기본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자 2인
이 연구대상과 목적에 맞게 설문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모의수업 요구도에 관한 문항은 이영만(2014)[39]의 
유치원 초임교사의 수업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를 참고하여 예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 요구를 파
악할 수 있는 범주와 내용을 정리하였다. 1차적으로 제
작된 설문지는 모의수업시연의 필요성 및 인식, 모의수
업시연 요구도로 2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지는 모의수업시연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유아교
육과 교수 2인으로부터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
토를 받았으며 이후 수정된 질문지를 본 연구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 예비유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의수업 시연 시 원하는 지
도 영역 중 교육과정계획 영역과 교육내용 영역의 문항
의 내용과 의미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
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영역의 문항
을 생략하고 모의수업시연 준비단계와 관련된 문항을 

‘교육과정계획’, 모의수업시연 진행에 관련된 문항을 
‘교수학습방법’, 모의수업시연 후와 관련된 문항을 ‘교
육활동평가’로 분류하여 재조직하였다. 최종적으로 수
정된 설문지는 모의수업시연 인식, 모의수업 요구도의 
2영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형태는 선다형 
문항과 5점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척도의 신뢰도
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a는 .86로 나타났다. 구체
적인 설문지 내용구성은 [표 2]과 같다. 

표 2. 설문지 내용 구성 

영역 내용 응답형태

모의수업시연 
인식

모의수업 시연 필요성 선다형

한 학기 적절한 모의수업시연 과목 선다형

과목당 적절한 모의수업시연 횟수 선다형

모의수업시연의 적합한 형태 선다형

모의수업시연의 수업능력향상 도움정도 선다형

모의수업시연 교육확대 필요성 선다형

모의수업시연 
요구  

 모의수업지도 교수자가 갖춰야할 자격요소 선다형

모의수업시연 지도 및 피드백 시기 선다형

교수자의 지도 및 피드백 형태 선다형

모의수업시연 시 원하는 지도영역 척도형

교수자의 피드백 이외 필요한 방법 척도형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선정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6월 8일까지 부산, 울산, 김해 지역에 소재한 
3-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
석하기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평정형으로 제작된 문항의 경우에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모의수업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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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시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가 297명(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지 않다’가 5명(1.7%)로 나타났다. 

한 학기에 적절한 모의수업시연 과목을 살펴본 결과 
‘2과목’이 173명(57.3%)로 가장 많았으며, ‘3과목’ 69
명(22.8%) 순으로 조사되었고 과목당 적절한 모의수업
시연 횟수는 ‘1회’가 190명(62.9%)로 가장 많았으며, ‘2
회’ 85명(28.1%)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의수업시연의 
적합한 형태는 ‘1인 모의수업’ 112명(37.1%),  ‘3-4인 
모의수업’ 104명(34.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모의수업시연 교육의 확
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요하다’가 112명
(37.1%)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110명(36.4%), 
‘매우 필요하다’ 67명(22.2%) 순으로 응답하였다. 모의
수업시연이 수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본 결
과 ‘도움 된다’가 151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
우 도움된다’ 101명(33.4%) 순으로 조사되어 모의수업
시연이 수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의수업 지도방법에 대해 만족하는지 살
펴본 결과 ‘그렇다’ 134명(44.4%), ‘보통이다’ 107명
(35.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모의수업에 대한 인식                   (N=302)

2. 모의수업에 대한 요구도

모의수업지도 시 교수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소로는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업 관련 실제적 지식과 기
술’ 178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수업 시연 
지도시 피드백을 원하는 시기는 ‘수업 계획 및 준비단
계와 모의수업이 끝난 후 2회’ 289명(54.2%), ‘모의수
업이 끝난 후 1회’ 133명(24.9%) 순으로 나타났다. 교
수자의 피드백 형태는 ‘학급 구성원 모두와 교수자가 
함께 진행’ 171명(53.8%), ‘수업진행 학생과 교수자의 
개별미팅’ 94명(29.6%) 순으로 조사되어 수업시간 중
에 전체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피드백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모의수업시연 준비 및 실행시 교수자에게 원하는 지
도영역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계획 하위영역에서 교
육과정계획 하위영역에서는 ‘교육계획안 작성 원리 및 
방법(M=2.94, SD=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는 ‘유아의 보편적 발달 수준 이해(M=2.90, 
SD=1.13)’, ‘교재교구 매체 준비(M=2.85, SD=.92)’, 
‘교육목적 이해(M=2.75, SD=.78)’, ‘국가수준 교육과정
의 내용(M=2.73, SD=.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학
습방법 하위영역에서는 ‘효과적 상호작용 및 발문
(M=2.91, SD=1.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는 ‘유아 개별화 지도 계획(M=2.83, SD=.94)’, ‘교사
로서의 표정 및 태도, 언어표현(M=2.82, SD=.97)’의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평가 하위영역에서는 ‘수업활
동 기록 및 분석(M=2.81, SD=1.03)’, ‘평가 결과의 활

구분 사례수(N) 퍼센트(%)
모의수업

시연 필요성 
필요하다 297 98.3

필요하지 않다 5 1.7

한 학기 적절한 
모의수업시연 

과목

없다 3 1.0
1과목 36 11.9
2과목 173 57.3
3과목 69 22.8

4과목 이상 21 7.0

과목당 적절한
모의수업
시연횟수

1회 190 62.9

2회 85 28.1

3회 19 6.3

4회 이상 8 2.6

모의수업시연의 
적합한 형태

1인 112 37.1

2인 69 22.8

3-4인 104 34.4

5인이상 17 5.6

모의수업시연 
교육확대
필요성

매우필요하다 67 22.2

필요하다 112 37.1

보통이다 110 36.4

필요하지않다 10 3.3

전혀 필요하지않다 3 0.9

모의수업시연의 
수업능력향상

도움정도

매우도움된다 101 33.4

도움된다 151 50.0

보통이다 45 14.9

그렇지않다 5 1.7

전혀그렇지않다 0 0.0

모의수업
지도방법 만족도

매우그렇다 54 17.9

그렇다 134 44.4

보통이다 107 35.4

그렇지않다 6 2.0

전혀그렇지않다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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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M=2.79, SD=.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수업시연을 위해 지도교수의 피드백 이외 필요

한 방법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의수업
(M=2.83, SD=.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와 
수업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토론(M=2.77, SD=.95)’, 
‘유치원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의 멘토링 지도
(M=2.72, SD=.87)’, ‘현직 유치원 선생님의 수업 피드
백(본인 수업 영상촬영 자료 활용)(M=2.70, SD=.92)’, 
‘수업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
는 방법(M=2.66, SD=.81)’, ‘자신의 수업 내용을 비디
오 촬영한 후 돌려보며 분석(M=2.65, SD=.83)’, ‘반성
적 저널쓰기(M=2.61, SD=.82)’, ‘피드백 후 수정하여 
수업재실시(M=2.54, SD=.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모의수업지도 교수자가 갖춰야할 자격요소(다중응답)
                                          (N=378)

표 5. 모의수업시연 지도 및 피드백시기(다중응답) (N=533) 

표 6. 교수자의 지도 및 피드백 형태(다중응답)    (N=318) 

표 7. 모의수업시연 시 원하는 지도영역          (N=302) 

표 8. 교수자의 피드백 이외 필요한 방법         (N=302)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모의수업시연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교원양성기관에

구분 사례수(N) 퍼센트(%)

교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 43 11.4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 109 28.8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업 관련 
실제적 지식과 기술 178 47.1

교수자로서 많은 수업시연 지도 경력 45 11.9

기타 3 0.8

구분 사례수(N) 퍼센트(%)

수업진행 학생과 교수자의 개별미팅 94 29.6

학급 구성원 모두와 교수자가 함께 진행 171 53.8

피드백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 50 15.7

기타 3 0.9

구분 M SD
현직 유아교사의 수업 피드백
(학생수업 영상 촬영자료 활용) 2.70 .92

자신의 수업 촬영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 2.65 .83

수업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강사 초청하여 
강의듣기 2.66 .81

유아교육기관 원장님, 원감님의 멘토링 지도 2.72 .87

피드백 후 수정하여 수업재실시 2.54 .95

동료와 수업연구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론 2.77 .95

반성적 저널쓰기 2.61 .82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의수업 2.83 .87

구분 M SD

교육
과정
계획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 2.73 .75

교육계획안 작성원리 및 방법 2.94 1.06

 교재교구 매체 준비 2.85 .92

유아의 보편적 발달
수준 이해 2.90 1.13

교육목적 이해 2.75 .78

교수
학습
방법

효과적 상호작용 및 발문 2.91 1.14

교사의 표정 및 태도, 언어표현 2.82 .97

유아 개별화 지도계획 2.83 .94

교육
활동
평가

수업활동 기록 및 분석 2.81 1.03

평가 결과의 활용 2.79 .89

구분 사례수(N) 퍼센트(%)

수업계획 및 준비단계 1회 9 1.68

모의수업 진행 중 1회 4 0.75

모의수업이 끝난 후 1회 133 24.9

수업계획 및 준비단계와
모의수업이 끝난 후 2회 289 54.2

수업계획 및 준비단계와
모의수업 진행 중 2회 16 3

모의수업 진행 중 
모의수업이 끝난 후 2회 11 2

수업계획 및 준비단계와
모의수업 진행 중 

모의수업이 끝난 후 3회
54 10.13

기타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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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의수업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에게 예비유아교사의 
현재 수준에 근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모
의수업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의수업시연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98.3%는 모의수업시연이 필요
하다고 응답하여 모의수업시연이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모의수
업시연 실시 횟수는 학기 당 2과목이나 3과목에서 1회
만 실시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수업시연 교육확대 필요성은 필요하다와 보통이다가 
비슷하게 집계되어 모의수업시연의 필요성은 인식하지
만 확대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모의수업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만 실제 수업시연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선행연구[33][40]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모의수업시연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모의
수업시연을 위해서는 수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적절
한 교수매체 선정 및 제시, 수업 내용 연결의 논리성,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수업 계
획안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계획안을 동료들 앞에서 
시연하고 교사 평가와 동료 평가 등 다면적 평가를 받
아야 하는 심층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 실행, 평가 단계마다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
다. 하지만 거의 모든 과목에서 모의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거나 수동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다[33]. 따라서 모의 수업의 횟수보다는 모의
수업의 질적인 측면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놀이
한 내용 유아들의 놀이 관찰,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내용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유아의 놀이 
지원 등 유아로부터 만들어나가는 수업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적인 모의수업시연 지도 모형과 효과
적인 교수법 모색이 요구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모의수업시연의 적합한 형태
로 1인 모의수업(37.1%) 그리고 3-4인 모의수업
(34.4%) 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학생이 한 명씩 나와 
교사 역할을 하는 1인 모의수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모의 수업시연을 할 때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개별적 피
드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정해진 강의시간 안에서 모의수업 시연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1인 모의수업보다 교사 참
여자 1인과 유아역할 참여자 다수로 구성된 소그룹 활
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41]. 이렇게 소그룹 활
동으로 진행되다보면 교사역할 참여자는 수업의 전반
적인 흐름과 유아와 상호작용 및 평가자의 피드백으로 
인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유아역할 
참여자들은 간접경험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모의수업은 
수업계획, 준비, 시연에 이르는 비교적 긴 시간이 요구
되는 과정이므로 저학년부터 1인 모의수업을 진행하여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3-4인 모의수업을 진
행하되 진행과정에서 조원들 간의 의견교환, 문제 해결
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모의수업에 익숙해진 
고학년에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1인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1인 모의수업 진행시 개인 당 소모되는 시간이 많기 때
문에 모의수업 전에 교수자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비
하고 개인 당 피드백 시간을 정하여 모든 학생이 충분
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의수업시연이 수업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50.0%), 매우 그렇다(33.4%) 순
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모의수업시연은 수업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예비유아교사가 모의수업시연 과정을 통해 수업
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교수기술을 습득하고 동료평가
와 지도교수의 조언 등을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교수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
로 생각하고 있다는 선행연구[42]와 흐름을 같이한다. 
한편 교수자의 모의수업 지도방법에 대해 만족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다(44.4%), 보통이다(35.4%) 순으로 
응답하여 크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모의수업 지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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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2. 모의수업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요구도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모의수업지도 시 교수자가 
갖춰야 할 자격요소로 현장경력을 바탕으로 한 수업 관
련 실제적 지식과 기술(47.1%),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28.8%)으로 응답하였다. 유아교육 현
장에서 교사는 깊이 있는 지식전달에 중점을 두기보다 
수업이 흘러가는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업 
전략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현장에서 일
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제시나 실제 유아들의 반응
과 같이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수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모의수업을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엄숙하게 진행해야 하는 부담되
고 두려운 관문으로 느끼기 때문에[40] 긴장하지 않게 
배려해주고 수용적인 자세로 예비유아교사를 대해주는 
교수자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모의수업 시연 지도시 피드백을 원하는 시기는 
수업 계획 및 준비단계와 모의수업이 끝난 후 2회 289
명(54.2%), 모의수업이 끝난 후 1회 133명(24.9%) 순
으로 나타났다. 모의 수업 준비단계에서 피드백을 통해 
검토된 내용은 본 수업에 즉시 반영하여 수업의 완성도
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41] 예비유아교사들에게 필요
한 과정이며, 모의 수업 후 평가는 수업내용 및 자료, 
수업시연, 수업태도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자신
의 장점 및 단점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의수업 중의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선
호도가 낮았는데 이는 교수자가 중간 개입을 하면 수업 
시연 중에 흐름이 끊기거나 교수자의 반응을 지속적으
로 살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기타(3%)사항으로 ‘피드백 
받고 싶을 때 무제한’으로 기재한 학생들이 있었고 모
의수업 전과 후의 2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
을 고려할 때 예비유아교사들이 피드백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드백에 대한 요
구가 큼을 알 수 있다. 

셋째, 모의수업 피드백 형태로는 학급 구성원 모두와 

교수자가 함께 진행하는 피드백(53.8%)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와 동료가 함께 수업 평가
에 참여하면 수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교수방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18]. 학급 구성원은 
친구가 아닌 교사로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자신의 경우에 대입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러
한 경험은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통찰력
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43] 교수자와 학급 전체의 의견
을 한정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평가해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모의수업시연 준비 및 실행 시 교수자에게 원
하는 지도영역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계획 하위영역
에서는 교육계획안 작성 원리 및 방법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유아의 보편적 발달 수준 이해, 
교재교구 및 교수매체 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계획
안 작성 원리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결과는 예비
유아교사들은 수업설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34][44] 수업계획안 작성법에 대한 교수학습 요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45]는 선행연구와 흐름을 같이한
다. 교과수업의 특징에 따라 짜여진 구조화된 수업계획
안 작성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교수법, 상호작용 
등을 구체화 하는 과정으로 수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26]. 따라서 좋은 수업
을 계획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하는 진행되고 있는 생
활주제와의 논리적 전개, 일과 및 활동의 발달적 적합
성, 목표와 활동과의 관련성, 유아와의 상호작용 유형, 
유아들의 참여도[46] 등의 요소에 대한 교수자의 세심
한 피드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보편적 발달적 
수준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유아가 이해하기 어려
운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수준에 맞지 않는 활동을 계획
할 수 있기 때문에[27] 이에 대한 지도 역시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재교구 
및 교수매체 준비에 대해 지도받기 원한다는 것은 유아
들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 교수매체를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시연 뿐만 아니라 교재교구 
및 교수매체 측면에도 구체적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교수학습방법 하위영역에서는 유아수준에 맞는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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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는 대체적으로 작성된 수업계획안을 
외워서 그대로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41][42], 수업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수업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때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
여 상황에 맞는 교육적 판단을 하기 보다는 자신이 계
획했던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려는 융통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29]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한
다. 이러한 교사주도식 수업은 유아들과 쌍방향적 의사
소통을 하지 못하고 계획안을 숙지하지 못하면 수업 중
간에 중단되는 상황을 겪게 되므로[27] 계획안을 세세
하게 작성하여 외우기보다는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
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발문하며 유연하게 수업
을 이끄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유아교사가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교
원양성기관에서는 현장의 수업 참관기회 확대 및 유아
교사들의 수업 동영상 시청, 유아교사와 멘토링, 실제 
유아와 함께하는 수업 진행 등의 기회를 확대해줄 필요
가 있다. 

교육활동평가 하위영역에서는 수업활동 기록 및 분
석, 평가 결과의 활용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요구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유아
교사는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선
행연구[47]를 뒷받침해 준다. 유아교육에서는 같은 교
과 영역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필과 같
은 평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타 영역에 비해 평가의 
중요성을 적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 강조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천하
기 위해서는 교사는 놀이하며 배우는 유아의 실제 경험
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며 수집된 관찰 및 
기록을 평가의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 측면에서 정
리하고 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움과 성장에 도
움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48]. 따라서 예비유아
교사들에게 수업의 실천이 단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유
아들의 경험과 배움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기록하고 평
가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을 인식시켜 주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의수업시연을 위해 지도교수의 피드백 이

외 필요한 방법을 살펴본 결과 영유아가 참여하는 모의
수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동료와 수업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토론, 유치원 원장선생님, 원감
선생님의 멘토링 지도, 현직 유치원 선생님의 수업 피
드백(본인 수업 영상촬영 자료 활용)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들 앞에서 모
의수업을 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원한다는 선행 연구
[40][49]와 흐름을 같이한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수업 방법은 실제 현장 상황과 유사한 현실성 있는 
수업을 체감할 수 있고, 수업 수행능력 향상, 예비유아
교사의 모의수업에 대한 동기 및 열의 증진과 같은 긍
정적인 효과[49]를 줄 수 있지만 수업 준비도가 낮은 
저학년에 실시되었을 경우 예비유아교사와 유아 모두
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며[33]  기관 섭외
의 어려움, 지도교수의 지도강화와 유아교사의 지원 연
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41]. 따라서 유아참여 수
업을 확대하기 전에 유아들과의 래포형성, 지도교수와 
사전 피드백을 통한 내용 수정[49], 현장 유아교사의 사
후 피드백 및 개선사항 논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목 당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기관과 정기
적인 협력을 통해 꾸준하게 수업을 진행할 기회를 준다
면 예비유아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동료와 수업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한 토론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직 
교사가 아닌 예비유아교사들의 토론은 수업 개선에 대
한 깊이 있는 수준까지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단점이
지만[50] 이론적 지식과 경험 등의 조건이 비슷하여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51] 토
론으로 인한 효과는 높을 수 있다. 수업연구공동체 안
에서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교수자뿐만 아
니라 동료 예비유아교사 사이에서도 서로 수평적인 관
계를 기반으로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18] 수업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서 교수자가 수업에서 봐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이 
적힌 체크리스트나 기록지를 전달하여 최소한의 기준
을 제시해 준다면 외양과 같이 단순한 요소가 아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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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목적,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결
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치원 원장선생님, 원
감선생님의 멘토링 지도, 현직 유치원 선생님의 수업 
피드백(본인 수업 영상촬영 자료 활용)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은 현직 교사들에게는 새로
운 자극과 반성적 성찰의 기회가 되며 예비유아교사들
에게는 수업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을 통해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상승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52]. 하지만 고 경력자와 예비유아교사와의 관계에 있
어서 현직 교사가 수업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그
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식의 일방적인 
피드백이 전달된다면 예비유아교사가 수동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논
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교사들은 모의수업이 교원양성
교육에서 필요하며 자신의 수업능력향상에 도움을 준
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모의수업 횟수를 늘리는 것에
는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모의수업의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은 현장경
력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 수업지식과 기술이 있는 교수
자에게 모의수업 준비단계와 평가단계의 최소 2회의 
피드백을 받길 원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계획
안 작성 원리 및 방법과 유아와 효과적 상호작용 및 발
문에 대해 지도받고자 하였다. 피드백은 학급 구성원 
모두와 교수자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
으며 교수자 피드백 이외에는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모의수업 경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효과적인 모의수업 운영방
안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 및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3-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년, 모의수업 참여횟수와 같은 변인을 고려하

여 예비유아교사의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모의수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요구를 직접적으
로 실행하는 사람은 교수자이므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 
교수, 외래교수, 현직교사의 모의수업 실시 및 지도 방
법에 대한 요구 및 한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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