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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의수업 활동이 예비교사들의 교과관련 교사효능감과 교직몰입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충남의 C 대학에서 교직과정 개설학과의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50명은 각 전공과목 모의수업

을 15회 실시하고, 통제집단 48명은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교직과정 몰입과 

교과관련 교사효능감의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모의수업 활동 후 교직과정 몰입 정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모의수업 활동 자체가 몰입의 계기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직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모의수업 활동 후 교과관련 교수효능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모의수업을 통해서 교과 내용에 따른 수업방식을 조절하

는 등의 기술을 습득하였고,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전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절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모의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에 대처하는 연습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과목의 수업을 반복하면서 얻은 교과 내용에 대한 연습

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관련 수준이 더 어려워져도 도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모의수업의 효과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점검하

는 기회가 되었으며 전공 교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업 기술과 학생들

의 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보다 나은 모의수업 활동을 위한 보완점으

로는 담당 교수의 전반적 수업 관찰과 더 많은 모의수업 기회가 있어야 하고 교과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교사 관련 변인으로 교육의 질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 효능감 향상과 예비교사들이 교직과정

에 더욱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 모의수업이라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양성과정에서 필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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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모의수업, 교과 련 교사 효능감, 교직과정 몰입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비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직과정에서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등에 

한 틀을 제공함과 더불어 기본 인 교육  자질들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 상황에 능동 으로 처해 나갈 수 있는 문  능력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인간 으로 

하는 교사의 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학습동기 뿐만 

아니라 인성, 가치 , 태도, 도덕성 등의 여러 정의  특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친다(Ashton & 

Webb, 1986; Cooper, 1983; Furrer & Skinner, 2003). 따라서 교사로서의 길을 걷기 이 에 이

러한 교직특성을 이해하고 교육  자질과 신념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요한 일일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교사 자신이 일에 해 갖는 신념’이 요하다는 교사효능감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음(김아 ⋅김민정, 2002)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

는 능력에 한 신념’은 교수행동의 강력한 변인이 될 뿐만 아니라(Gorrell & Hwang, 1995), 

학생들의 동기  자존감을 증진시키며(Ashton & Webb, 1986; Borton, 1991), 학생들의 학업성

취를 보다 잘 증진(Ashton & Webb, 1986)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교사의 자기 효

능감은 그들의 교실행동과 실제(조형숙, 1998; 최미숙, 2005), 학교조직 구조  특성(김아 ⋅

김민정, 2002, 이분려, 1998), 교사의 개인  배경  직무만족(구수진, 2002)등과 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정

도(Ashton, 1984)로,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한 교사의 신념으로 정의된다(Tschannen-Moran, Woolfolk-Hoy, 

& Hoy, 1998). 교사효능감은 개인의 목표 설정, 노력의 정도, 지속성의 수 과 련되어 행동

과 정서에 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이다(Bandura, 1997; Gibson & Dembo, 1984). 교사는 매

일 긴장 상황을 경험하는데 이는 학생, 교사, 부모들의 요구에 한 즉각 인 반응, 동시 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부담과 측 불가한 환경에 직면해야 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다

(Huberman, 1983). 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련하여 어떠한 교사는 이러한 긴장감이 더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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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교사는 덜 스트 스 받고 더 만족해한다(Evans & Johnson, 1990).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수행  행동 상 어려움을 돕는데 동기 유발 , 정 이며 교실운

에 있어 인본주의 이며 민주 인 경향이 있다(Midgley, Felmdlaufer, & Eccles, 1988). 반면

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문제가 있는 학생을 쉽게 포기하고 교실운 에 권 인 경향

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obson & Dembo, 1984; Woolfolk, Rosoff, & Hoy, 1990). 

교사효능감은 일반 인 경험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 교사교육과 같은 특정한 경험에 의해

서도 많은 향을 받는다(Ramey-Gassert, 1993)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사들에게 이

러한 교사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교사 교육차원의 수업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향후 교

육의 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  교과 련 교사효

능감을 다루는데 이는 교사효능감을 직무 역에 따라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김아 ⋅김미진, 

2004)한 연구에서 제시한 역 의 하나로 교과지도와 련하여 교사가 갖는 신념과 향력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직과정은 다양한 공을 가진 학생들이 규정된 교직 이론  교과교육 련 과목들을 이수

하고 교생 실습 과정을 거쳐 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 학에 존재하는 제도

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교직과정을 교사가 되기 한 체계 인 비가 아닌 자격증을 취

득하기 해 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과정 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상

황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직과정에 몰입하여 진정한 교사가 될 비를 할 수 

있도록 교직의 요성과 가치를 일깨워주려는 학 차원의 극 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몰입감을 느끼도록 하기 해서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학습이 학생 개개인과 사회 체에 있어서 생산 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내면화하도록 

일깨우는 작업(김정환⋅박도 , 2001)이라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듯 교직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교직과정에 몰입하게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  실력을 기르게 하는 

것은 교직과정 운 의 큰 목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 생활자체가 공 역을 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학 재학 에 공에 몰입할수록 개인은 학교 생활에 한 만족도와 응 수

이 높아지며, 교수의 입장에서도 공에 몰입한 학생들이 많을수록 원활한 교수 활동이 가능

해질 것이라는(장재윤⋅신희천⋅이지 , 2007) 주장처럼 공과 병행되는 교직과정에 몰입할수

록 학생들은 학교에 한 응은 물론 향후 취업과 련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몰입 경험은 교육학(Kahn, 1997), 가상강의  웹기반 학습(Pearce, 2004; Pearce & Howard, 

2004; Hoffman & Novak, 1996)등의 여러 연구 분야에 기치 않은 효과를 미쳤으며, 몰입

에 한 정 인 효과성이 산출되고 있다. Webster 등(1993)에 의하면, 몰입의 정도가 태도와 

커뮤니 이션 효과성, 커뮤니 이션의 양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 냈다. 한 

온라인 어쓰기 학습에서 몰입은 성취도와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측하는 변인임이 밝 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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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김 희⋅김 수, 2006), 학습과정에서의 몰입 경험이 학습시간을 단축시켜주고 학업성취수

을 향상시켜 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이우미, 2004; Csikszentmihalyi & Larson, 1984;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Hoffman & Novak, 1996; Skadberg & 

Kimmel, 2004), 학습자가 e-learning 학습 공동체에 충분히 몰입되어 있으면 스스로의 학습활

동과  동료의 학습 활동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장은정, 2002). 한편, 

학생을 상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실험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몰입은 학업

성취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 졌다(박성익⋅김연경, 2006). 이 듯 학교 학습에서 

몰입은 학업성취나 학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므로, 학에서도 학습과 련

된 공 몰입을 높이기 해 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공에 한 심리  애착을 측정하는 ‘ 공 몰입’ 의 한 분야로 교직과정 몰입을 가

정하고, 학생들이 교직과목에 해 갖는 심리  애착과 자 심을 교직과정 몰입으로 정의하

고자 한다. 교직에 몰입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능동 으로 참여하고 더욱 더 도 인 과제를 

수용하여 결과 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직 몰입을 높여 학생들이 

교직과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사로서 문  비를 도울 수 있는 실

질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재  세계 으로 교육개 의 이 교사 교육의 변화에 있으며, 교사 문성 향상을 

한 다양한 요구와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손연아⋅신종란⋅민병미, 2007). 이러한 때에 비교

사들이나 직 교사들에게 교과교육학 지식을 실제 교수-학습에 용할 수 있는 교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사 양성교육  직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성혜, 

2006). 김병찬(2002)는 기존의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문제 으로 이론 심 교육으로 인해 특정 

교과 교육 이론을 실제 수업 상황에 용하는 능력의 부족을 언 하 다. 한 류방란(2002)은 

교사에게 새로운 수업 방식을 시도하라고 일방 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그 방식을 통해 

학습해 보는 경험의 제공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친다고 강조하 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비교사 교육 방법으로 모의수업을 들 수 있겠다. 모의수업

(simulated instruction)은 비 교사들이 실제 교육 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그 동

안 축 해온 자신의 교육 련 학습내용과 교수법 등을 용해 보고 교사들과 유사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조부경⋅김정화, 1999). 모의수업은 주로 학교수의 강의 주로 인하

여 교육 장의 문제를 부 다룰 수 없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비교사들에 맞는 맞춤식 교

사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을 고려할 때, 비교사들 스스로 자신과 다른 동료의 수업 비

와 찰, 교수  동료와의 토론  평가 과정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실

천 인 교육  행 와 지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강 심⋅황순 , 2004). 이러한 연구들은 

모의수업 활동이 비교사들에게 실질 인 지식을 제공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노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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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보다 더 심도 깊게 교직 과정에 몰입하게 할 것이라는 시사 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교직과정을 이수 하는 학생들은 교생실습 과목을 통해 교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부분의 학들이 4학년 1학기나 2학기에 실시하고 있어 그 이 에 교직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교사로서 가져야 할 자신감과 수업 기술에 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일반 

학 교직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 3학년 재학시 모의수업 활동을 여러번 경험해 본다면 보다 

교직 이수에 한 몰입과 각 공 교과를 가르치는 데 따르는 자신감, 해 낼 수 있다는 신념 등

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백순근과 이재열(2008)은 비교사들이 교과나 교육에 한 지식을 

‘잘 알게 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상황에서 알고 있는 것을 ‘잘 행하게 하는 것’ 즉 비교사들

의 이론 인 역량과 더불어 실천 인 역량을 함께 신장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모의수

업 활동은 교사 본연의 의무 의 하나인 수업을 직 으로 시행해 본다는 측면에서 실천

인 역량을 신장시키는 요한 교육  활동 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비교사들은 이를 통

해 교육  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해 필요하다고 언 한 교사효능감과 교

직 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의수업 활동은 실제 비교사들이 행하는 수업

활동 외에 수업 후 동료들과의 토론, 담당교수와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석과 평가 등이 

포함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향후 교생 실습이나 졸업 후 교사가 되었을 때 

공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을 향상시키고 학 재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사들을 상으로 모의수업 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교직과정 몰입

을 높임은 물론 교과 련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의 교직과정 몰입을 향상시킬 것인가? 

둘째,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의 교과 련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인가?

셋째, 비교사들이 모의수업 활동을 통해 얻은 효과와 개선 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모의 수업의 효과
본 연구에서 시행하 던 모의수업에 해 살펴보기 에 이와 유사한 개념이며 교사 연수에 

많이 활용되는 마이크로티칭에 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티칭은 1963년 미국의 스

탠포드 학에서 실제 수업 상황을 실험실 사태로 구체화하여 용한 교사 양성 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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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마이크로티칭은 수업상황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조작된 환경에서 안정된 마음

으로 수업기술을 배울 수 있음을 제로 한 것이다(MacLeod & McIntyre, 1977). 마이크로 티

칭은 5-20분 정도의 축소된 수업으로서 한 두 개의 학습주제와 특정 교수 기술에 을 맞추

어 진행하는 연습수업을 가리킨다(Allen & Ryan, 1969). 부언하면, 마이크로(micro)가 뜻하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 티칭은 규모를 작게 하는 상황에 을 맞추어 학생수와 수업시간을 짧

게 하여 강의, 질문 는 어떤 특별한 교수기술에 을 맞추어 교수기술을 익히는 것을 뜻한

다. 그 과정은 비- 용(수업)- 찰  피드백-재 용(재수업)으로 구성되며 피드백은 비디오 

포트폴리오(video portfolio)  교수자가 직  찰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정태희, 2004). 

마이크로티칭 방식의 수업 장학은 비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정  피드백 

기능 향상에 특히 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박수경 등, 1992). Perlberg(1989)는 마

이크로티칭을 통해서 강의법, 문답법, 토의법 등과 같은 구체 인 기능의 실행과 습득, 구체

인 교수기법 습득, 수업  의사결정상의 유연성, 교육과정과 수업자료 그리고 학 을 운 하

는 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다. 마이크로티칭은 수업 담당자가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종의 메타학습(meta-learning)기회로서 상호작용 인 참여를 통해 

인지 , 정의 , 심리운동  능력에 한 문  기능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Du Toit, 

1990, 조 남, 1993).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교사들의 비  사고 기능과 창의  사고 기능을 

진시킬 수 있다(Trent-Wilson, 1991). 마이크로티칭은 즉각 인 피드백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자기분석(self-analysis)에 효과 이기 때문에 비교사들이 수업을 한 후 자신들의 강 과 

약 을 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주삼환, 2003).

Richards(1994)는 별도로 훈련시킬 수 있는 수업기술은 모두 연수가 가능하며 이는 워크샵, 

모의상황(simulations),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 사례 연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고 하 다. 교사교육 로그램에서 마이크로티칭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학습활동을 가르치거

나 는 동료 학생들에게 모의수업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Clifford, Jorstad & Lange, 

1977). 학자에 따라 마이크로티칭을 동료 모의수업(peer teaching)과 구분하기도 하고(Ellis, 

1994), 동료에게 모의수업하는 것까지 마이크로티칭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Clifford, Jostad, 

& Lange, 1977; Gebhard, Gaitan, & Porandy, 1994).

모의수업(simulated instruction)은 비 교사들이 실제 교육 장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여

건에서 그 동안 축 해온 자신의 교육 련 학습내용과 교수법 등을 용해 보고 교사들과 유

사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조부경⋅김정화, 1999). 모의수업은 실제 수업 장이 아

니라는 측면에서 마이크로티칭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마이크로티칭법은 시간 인 면

이나 인 ⋅물리  구성을 축소해 놓은 것인 반면 모의수업은 좀 더 실제 인 수업과 근 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강 심⋅황순 , 



교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의 교육적 효과 -교직과정 몰입과 교과관련 교사 효능감을 중심으로-  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4). 이러한 모의수업은 주로 학교수의 강의 주로 인하여 교육 장의 문제를 부 다룰 

수 없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비교사들에 맞는 맞춤식 교사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을 고

려할 때, 비교사들 스스로 자신과 다른 동료의 수업 비와 찰, 교수와 동료와의 토론  

평가 과정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실천 인 교육  행 와 지식을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강 심⋅황순 , 2004). 본 연구에서는 축소된 수업이 아닌 실제 상황과 가

장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고 완성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모의수업(simulated instruction)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이 실제로 모의수업을 

시행하는 것과 동료들의 모의수업을 찰한 후 평가하는 것, 그리고 담당 교수와 미리 수업 지

도안에 해 의하고 수업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모의수업을 할 

때 학생역할을 하는 비교사들은 고등학생이라고 가정하고 극 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질

문과 수업 련 활동을 하게 된다.

2.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맥락 특수 인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Bandura, 1986; 

Peterson & Stunkard, 1992). 교사효능감은 Barfield와 Burlingame(1974)이 처음 언 한 이래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Tschannen-Moran, Woolfolk, & Hoy(1998)는 교사효능감을 특정 맥

락에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한 교사의 신념으로 정의하 다. Ashton(1985)은 교사 효능감을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 수행

에 어느 정도 정 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지각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일반  교수효능감(general teacher's efficacy)과 개인  교수

효능감(personal teaching efficacy)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Ashton & Webb, 1986; Denham & 

Michael, 1981; Gibson & Dembo, 1984). 일반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  교수효능감은 정 인 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

신의 능력에 한 교사의 개인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교사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등 하  3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김아 ⋅김미진, 2004). 먼 , 자신감은 교사 개인의 능력에 한 확신 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 교사의 자신감은 학교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기 되는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교

사 개인의 단(이 정, 1998)이며, 이러한 자신감은 인지  단 과정을 통해 성립되며, 정서 

반응으로 표출된다(Bandura, 1986). 다음으로 자기조 효능감(self-regulatory efficacy)이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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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신이 학교에서 행하는 활동들을 찰하고, 자기를 단하며 스스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자기조  기제를 정 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라고 할 수 있다(이 정, 1998). 

마지막 요인으로 과제난이도 선호는 목표와 련된 과제난이도에 한 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

각하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Bandura, 1986; 1993; 1997). 본 연구

에서 교과 련 교사효능감이란 교사효능감을 직무 역에 따라 구분하여 척도를 개발(김아

⋅김미진, 2004)한 연구에서 제시한 역 의 하나로 교과지도와 련하여 교사가 갖는 신념

과 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련 교사효능감은 교과지도를 할 때 교사가 느끼는 자신감,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설명하기를 선호하는 과제난이도, 수업  학생들의 태도  학업능력

에 한 단을 의미하는 자기조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와 한 련성이 있다(Anderson, Greene & Loewen, 1988). 

교사의 내 인 신념이나 태도 에서 교사효능감 만큼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일 성 있고 지속

인 향을 주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shton, 1984). 한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

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하고(Ashton & Webb, 1986),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며(Borton, 1991), 학습활동의 극 인 참여를 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s, 

Hogaboam-Gray, & Hannay, 2001). 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교수활동  업무 수행과도 

한 련성이 있다(Wolters & Daugherty, 2007).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들보다 한 교수방법을 더 잘 사용하고(Cousins & Walker, 1995). 수업 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효과 인 교수법을 연구하며(Cousins & Walker, 1995; 

Tschannen-Moran, Woolfolk-Hoy, & Hoy, 1998), 학 의 문제를 더 잘 리한다(Chacon, 2005).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학생들의 수행간의 계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교사는 학생들이 수행

을 잘 할 때 효능감을 더욱 느끼며 학생은 교사가 효능감을 느낄 때 수행을 잘하게 된다(Ross, 

1988). 교사의 자기 효능감은 그들의 교실행동과 실제(Ashton, Webb, & Doda, 1983, 조형숙, 

1998; 최미숙, 2005),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Brophy & Good, 1984; Goddard, Hoy, & 

Woolfolk-Hoy, 2000; Rosenholtz, 1987), 학교조직 구조  특성(김아 ⋅김민정, 2002, 이분려, 

1998), 교사의 개인  배경  직무만족(구수진, 2002)등과 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교사효능감은 일반 인 경험에 의해서 향을 받지만, 교사교육과 같은 특정한 경험에 의해

서도 많은 향을 받는다(Ramey-Gassert, 1993). 수업사례 활동이 비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

감 특히 ‘개인  교수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 이었다는 연구(한석실⋅이세나, 2007)와 유치원 

교사를 상으로 한 미술 련 교육 연수 경험이 미술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이은

정(1999)의 연구에서 이러한 실제 인 경험이 교수 효능감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교사들을 상으로 한 실제 인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교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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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처할 비가 없었으며, 자신이 다루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한 지식

과 기술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교사로서 부 하다는 느낌이 커지게 된다

(Ashton, 1984). 따라서,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해 임교사 혹은 비교사의 직  교육 로

그램에 다양한 상황의 교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Carter & 

Richardson, 1989). 교사 효능감에 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으로서 교사의 경험에 한 연구들

을 보면 Gibson과 Brown(1982)은 경험이 없는 비교사의 경우, 기에는 교사 효능감이 매우 

낮았으나 교직 과목을 이수하면서 즉, 교직에 한 경험을 체험하면서 차 교사효능감이 높아

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의수업 활동은 교직과목과 연계

하여 학생들에게 수업과 련된 교과 기술  교사로서의 신념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3. 교직과정 몰입
몰입(flow)은 감정  는 인지 으로 특정의 행 과정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타인, 집단 는 조직과의 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남순 , 2005),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

는 에 최  경험(optimal experience)을 제공하는 심리  상태이다(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이 최  경험은 행동의 근원이 내재 으로 동기화 되어 나타나기 때문

에 자기목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라고도 한다. 즉, 자신이 선택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을 즐기며 그 자체가 목 이 된 활동이다(석임복⋅강이철, 2007). 몰입에 해 많은 학자들이 다

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Clarke와 Haworth(1994)는 몰입이란 주어진 과제나 활동의 도 성 정도

와 자신의 기술⋅능력 수 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실행할 때 수반되는 기술 인 경험이라고 정

의하 다. 한 몰입을 개인이 인지 으로 효율 이고, 동기 부여되며, 행복한 느낌을 갖는 심

리 인 상태라고 정의한 학자들도 있다(Moneta & Csikszentmihalyi, 1996). Csikszentmihalyi와 

LeFevre(1989)는 최 의 경험 과정을 몰입으로 설명하면서, 도 감과 기술력이 둘 다 높을 때 

사람은 그 순간을 즐길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가능성과 자

존심, 그리고 개인 인 복잡성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Trevino와 Webster(1992)는 몰입의 개념

을 컴퓨터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에서 보고 몰입은 기쁨과 반복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즐거

우며, 설명 인 경험, 즉, 몰입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이 자기 동기부여가 된다고 제안하 다. 교

육 인 에서 보면, 몰입은 고차  학습 는 구성주의  학습을 한 제로서 극 이고 

탐색 인 학습에 요구되는 높은 수 의 집 과 참여를 발시켜 주는 심리  기제이다(Harju 

& Eppler, 1997). 그리고 학습몰입은 학습과제해결이나 어떤 학습활동에 완 히 빠져들어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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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제해결을 하여 모든 정신과정과 활동을 한가지 생각으로 모으는 최상의 집  경험(박성

익⋅김연경, 2006)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몰입은 Csikszentmihalyi(1990)의 

flow 이론에 기반하여 수업에서의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구인으로써의 몰입(flow)을 

의미한다.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재 으로 동기화되어 있고, 자신의 기술보다 약간 더 

도 감 있는 과제에 흥미를 느끼고, 그 과제 수행에 온 히 집 하며, 자기 자신에 해 별로 

의식하지 않고, 행 와 의식이 하나로 결합되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한 자신의 

행 로부터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그 행 에 해 온 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시간

에 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0).  

Porter 등(1974)은 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 한 동일시와 몰입의 강도’로 문분야몰입

(professional commitment)을 정의하 다. 이를 남순 (2005)은 상을 달리하여 학생들에게 

용시켜 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가장 기본단 인 학과에 하여 그리고 그 학과에서 진행되

고 있는 과정에 하여 몰입되어 있는 정도를 공 몰입(major commitment)이라고 볼 수 있다

고 하 다. 즉 공몰입은 공분야에 한 애착과 심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장재윤, 신희

천과 이지 (2007)의 연구에서 재학  자신의 공에 하여 몰입할수록 공과 유 한 분야의 

취업을 할 뿐 아니라 취업의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몰입과 직업가치간의 계

를 살펴본 남순 (2005)의 연구에서 공몰입과 내재성, 외재성, 인 계 지향성, 이타성 등의 

직업가치간에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한 공에 몰입하는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경력에 

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갖고 있으며, 구직효능감과 구직행동강도가 높았으며, 정신건강 수

도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재윤, 2003).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 하는 학생들의 교직과정에 한 애착  심을 ‘교직과정 몰입’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충남의 C 학교에 재학 인 3학년 학생들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98명이다. 이  모의수업을 시행한 실험집단은 총 50명으로 남학생이 18명, 여학생이 32명이다. 

이들은 2008년도 2학기에 ‘교과 교육론 A’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로 모두 비 등 교사들이

다. 모의수업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7개 학과 학생들로서 주로 조리,  

계열, 식품 양학  연기, 패션 디자인 등을 공하고 있다. 비교사들은 자신의 공 과목

별로 5명씩 10개조로 구성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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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예비교사 수 과 수업교과 조 예비교사수 과 수업교과

1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호텔조리식당

경영학과
한국조리 6조

예비교사1(여)

예비교사2(여)

예비교사3(남)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식품영양학과 기술⋅가정

2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남)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호텔조리식당

경영학과
양식조리실습 7조

예비교사1(여)

예비교사2(여)

예비교사3(남)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식품영양학과 식품과 영양

3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여)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방송연기학과 연극개론 8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중국학과 중국어

4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여)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남)

예비교사5(여)

화장품과학과 피부미용 9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호텔관광경영

학부
관광경영업무

5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패션디자인섬

유공학과
기술⋅가정 10조

예비교사1(남)

예비교사2(남)

예비교사3(여)

예비교사4(여)

예비교사5(여)

호텔관광경영

학부
관광경영업무

<표 1> 모의수업에 참여한 비교사 정보

통제집단은 '교과 교육론 B' 강좌를 수강한 학생 48명이다. 이들은 남학생 15명, 여학생 33명

이었으며, 조리, , 식품 양, 연기, 패션 디자인 공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일반 학 교직과정 개설 교과목인 ‘교과교육론 A’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교과교육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30분의 교과교육에 한 이론 강의를 듣

고 난 후 매주 조별로 모의 수업을 실시하 다. 먼 , 개인별로 공 과목 내에서 주제를 선정

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하 다. 이들의 공 교과목은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과목으로 7차 교

육과정  학교 선택과목으로서 지정하는 문교과이다. 먼  모의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일주

일 에 담당 교수와 수업지도안을 심으로 사  의를 하 다. 수업 방법과 자료 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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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동기유발, 시간 배분 등에 한 의 후 최종 수정된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를 비해 모

의수업을 실시하 다. 학습지도안에 근거한 모의 수업을 50분 실시한 후 조원들과 수업에 한 

질의 응답을 하면서 토의와 평가의 시간을 30분 가졌다. 학생들은 1학기 동안 개인별로 총 3번, 

조별로는 총 15번의 모의수업을 실시하 다. 모의수업  과정은 VTR로 녹화되었다. 수업을 

한 비교사는 녹화 자료  수업 의록, 수업지도안, 반성   등을 가지고 담당 교수와 

개별 으로 만나 수업에 한 의를 하 다. 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의는 1시간

에 걸쳐 이루어졌다. 

통제집단은 ‘교과교육론 B'를 수강하는 학생들로 역시 30분에 걸친 담당 교수의 교과교육에 

한 일반 인 이론 강의 후 80분 동안 공교과별 특징, 교과 내용분석, 수업지도안 작성법  

교수방법 용, 수업 기술 등에 한 강의를 들었다. 교과교육론 A와 교과교육론 B 과목은 분

반형태의 과목으로 강의교재, 수업 내용은 동일하 으며 본 연구자가 두 반 모두 강의를 담당

하 다. 실험, 통제 집단 모두 학기 시작 과 후에 교직과정 몰입  교과 련 교사 효능감 척

도에 응답하 다.

3. 측정도구
1) 교사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이 정(1998)이 개발하고 김아 과 김미진(2004)

이 타당화한 교사효능감 검사 문항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

하여 사용했다. 원 척도는 3개의 하  구성요인(자기조 효능감 21문항, 자신감 10문항, 과제난

이도선호 5문항)을 5개의 직무분류(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행정업무, 인 계)에 

따른 내용으로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교과 련 교사 효능감 

부분(자기조 효능감 5문항, 자신감 4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2문항) 11 개 문항을 사용하 다. 

문항반응 형식은 Likert 6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검사 문항에 한 

반응결과를 통해 살펴본 문항내 합치도인 Cronbach's α는 자기조 효능감 .89, 자신감 ,81, 과

제난이도선호 .79 이었다.

2) 교직과정 몰입 척도

Mowday, Steers  Porter(1979)의 조직몰입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남순 (2005)이 제작한 7

문항의 공몰입척도를 교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교직과정 몰입척도는 ‘교직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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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 할 수 있다’, ‘교직분야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  그 지 않다’에 1과 

‘매우 그 다’의 7을 표기하는 Likert 7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 다. 

4. 자료분석
모의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과 련 교사효능감과 교직과정 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하 다. 한 교과 

련 교사효능감 하  요인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해 사 검사를 공변

인으로 하는 다공변량 분석(MANCOVA)를 실시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Cronbach α의 내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하 다.

질  연구를 해 비교사들과 면담한 내용  모의 수업 후 제출한 반성  을 분석하

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사하 다. 반성  과 녹취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면서 

비 범주를 만든 뒤 범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정미경, 2007; 조부경⋅김정화, 2000; 

최 신, 1999; Spradly, 1980; Stake, 1995)을 사용하 다. 반성  의 내용과 면담을 녹취한 

내용  통합될 수 있는 것끼리 범주화하여 하나의 주제로 구분하 으며, 유의미하게 포착되는 

내용을 해석  (Interpretive perspective)에서 분석하 다(Lincoln & Guba, 1985).  

Ⅳ. 연구결과 

1. 모의수업 활동이 교직과정 몰입에 미치는 효과
모의수업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교직과정 몰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 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의수업 활동을 용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교직과정 몰입의 평균 차이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직과정 몰입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9.869, p<.01). 따라서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의 교직과정에 한 몰입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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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사 사후 검사

M SD M SD

교과관련 

교사효능감 합

실험집단(n=50) 39.76 4.81 46.60 3.67

통제집단(n=48) 39.72 4.42 42.12 4.60

자기조절 

효능감

실험집단(n=50) 20.76 3.50 22.40 2.18

통제집단(n=48) 20.54 3.21 20.72 3.23

자신감
실험집단(n=50) 12.08 3.68 15.70 2.46

통제집단(n=48) 12.14 3.47 13.93 2.74

과제난이도
실험집단(n=50)  6.92 1.83 8.50 1.11

통제집단(n=48)  7.04 1.79 7.45 1.61

<표 4> 교과 련 교사효능감 검사 결과

변량원 SS df MS F

공변량(사전점수) 1440.841  1 1440.841 151.006***

주효과 94.163  1 94.163 9.869**

잔여오차 906.451 95 9.542

전체 2510.622 97

** p<.01, *** p<.001

<표 3> 모의수업 활동에 따른 교직과정 몰입 공변량 분석 결과

사전 검사 사후 검사

M SD M SD

교직과정 몰입
실험집단(n=50) 37.64 5.00 39.52 4.89

통제집단(n=48) 36.83 5.15 36.93 4.99

<표 2> 교직과정 몰입 검사 결과

2. 모의수업 활동이 교과관련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모의수업 활동을 실시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 교과 련 교사효능감과 그 하  요인인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의수업 활동을 용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교과 련 교사효능감의 평균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알아보기 해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과 련 교사효능감이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3.591, p<.001). 따라서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의 교

과 련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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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
Wilks' 

Lambda
SS df MS eta² F

교사

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0.73***

67.647 1 67.647 .108 11.533***

자신감 76.094 1 76.094 .104 11.067***

과제난이도 선호 26.405 1 26.405 .143 15.787***

오차

자기조절효능감 557.205 95 5.865

자신감 653.197 95 6.876

과제난이도 선호 158.892 95 1.673

*** p<.001

<표 6> 모의수업 활동에 따른 교과 련 교사효능감 하  요인 다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공변량(사전점수)  305.636  1 305.636 21.046***

주효과  487.816  1 487.816 33.591***

잔여오차 1379.614 95  14.522

전체 2175.673 97

*** p<.001

<표 5> 모의수업 활동에 따른 교과 련 교사효능감 공변량 분석 결과

한 교과 련 교사 효능감 수의 차이를 구체 으로 확인하기 하여 3가지 하  요인별

로 사 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다공변량분석(MANC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그 

결과 교과 련 교사 효능감의 모든 하  역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함을 확인하 다(Wilks' Lambda= 0.73, F=11.127, df=3, p<.001). 컨 , 자기조

효능감(F=11.533, df=1, p<.001), 자신감(F=11.067, df=1, p<.001), 과제난이도 선호(F=15.787, 

df=1, p<.001) 하 요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의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3. 모의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반응 분석
1) 모의수업의 교육  효과

가. 자신감 획득

모의수업 이후 비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 한 것이 자신감에 한 부분이다. 실제 교수 행

를 연습함으로 인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수업에 한 두려움이 어졌으며 잘 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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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한 수업지도안 검-모의수업-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수업 능력이 향상됨을 느끼고 이는 수업에 한 자신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모의수업을 하고 나서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업을 비할 때는 잘 할 수 있을까 막막

하기도 했지만 하고 나니 내년에 교생실습 나가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3조 

비교사 2(면담 내용 )”

“모의수업할 때는 정말 떨렸는데, 하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 모의수업이었는데, 보다 훨씬 나아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교사가 된다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조 비교사 1(반성   )”

나. 교사로서의 능력을 검하는 기회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능력을 검 하는 기회를 제공하 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수 방법과 질문 기법, 자료 선정  제시 등에 한 기술

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들이 재 자신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수업에서 발 할 수 있는

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 했던 것보다 수업에 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비교사들

은 이후 더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 다. 즉, 가르치는 행 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장 과 단

을 악하고 향후 좀 더 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교사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를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면을 알 수 있었어요. 기 했던 만큼 잘 한건 아니지

만, 수업을 하면서 약간의 성취감도 느 고, 좋은 경험이었어요.”-2조 비교사 1(면담 내용 )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한 거와는 달리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았

어요. 설명을 쉽게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좀 더 효과 인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수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실히 깨달았어요.”-10조 비교사 

2(면담 내용 )

다. 공 교과에 깊이 있는 이해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에게 공 교과에 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

다. 근본 으로 교사는 자신의 공과목에 한 문가이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모의수업을 하

면서 공 지식에 한 완벽한 이해가 얼마나 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즉, 내용 문가가 

되지 않으면 수업에 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으며 좋은 수업 기술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 다. 



교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의수업의 교육적 효과 -교직과정 몰입과 교과관련 교사 효능감을 중심으로-  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업지도안을 쓰면서 그리고 수업을 비하면서 공에 해 더 많이 공부하게 다. 어도 50

분 수업 내용에 해서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번 수업에서 간에 학생이 교과서 

내용에 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잘 못해서 더더욱 수업 내용에 해 공부를 많이 했다.”-7조 비

교사 5(반성   )

라. 다양한 수업 기술 습득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의 문 이고 다양한 수업 기술이 요구된다. 동기 유발 방법, 시

간 배분, 좋은 화술을 사용하는 것, 발문과 응답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 과제 부과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비교사들은 모의수업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 기술을 익히고 이를 하

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 비할 때는 시간이 이 게 남을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수업 내용은 다 말했는데 20분이나 남은

거 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 로 수업을 

못했어요. 나 에 학생들이 지 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녹화된 자료도 보고 하면서 무엇이 문

제인지 좀 알거 같더라구요. 처음에 긴장해서 무 말을 빨리 한 것도 있고.....”-6조 비교사 3(면담 

내용 )”

“수업지도안을 비할 때 교수님과 의하면서 동기유발 방법에 해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 그

런데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동기유발이 제 로 되지 않은 거 같았다. 학생들은 그  그런 반응을 보

고 집 도 제 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수업을 찰하면서 동기유발 부분에 참신한 

자료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보고 나도 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7

조 비교사 4(반성   )

마. 학생들의 반응에 처할 수 있는 능력 키움

수업은 정해진 틀 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수업마다 다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교사의 

융통성 있는 처가 요하다. 임 교사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제 로 처하지 못해 수업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사들은 처음 

모의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반응에 제 로 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에는 차 

처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 다. 

“처음 모의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마구 떠들고 집 하지 않아서 힘이 들었다. 그래서 수업 후에 

학생들이 산만할 때 어떻게 처할 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처음보다는 그 다음 수업에 훨씬 나아진 

거 같다.”-8조 비교사 1(반성   ) 

“학생들이 자꾸 수업과 계없는 질문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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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당황했구요. 당황하다 보니 어떻게 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다음 수업을 

하면서는 만약에 이번에 같이 그러면 이 게 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9조 비교사 

5(면담 내용 )

2) 모의수업의 개선

가. 담당 교수의 반  수업 찰 필요

비교사들은 모의수업을 진행할 때 담당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부 다 참 하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함께 수업 의를 하기를 원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론을 수강하는 학생

들을 상으로 모의수업을 시행하 는데 학생 수가 많아서 개인별로 3번의 모의수업을 하려면 

조별로 각각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여 모의수업을 실시하여야 했다. 한 주에 10개의 조가 한꺼

번에 모의수업을 진행하니 담당 교수가 모든 수업을 다 참 하기가 실 으로 어려웠다.

“모의수업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은 조별로 각기 다른 강의실에서 진행되다 보니, 교수님

이 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하신다는 것이다. 물론 수업이후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서 수

업 의를 하지만 수업을 모두 참 하신 후 바로 수업에 한 평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 같

다”.-10조 비교사 1(반성   )

나. 더 많은 모의수업 기회 필요

비교사들은 모의 수업을 마친 후에 몇 번 더 연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모의수업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수업 능력에 한 검증의 기회도 되었는데 아쉽

다는 반응들이었다. 여러 가지 수업 방법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고 싶은데 세 번의 모의수업 동안 

모든 수업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모의수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모의수업 3번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요. 이제 겨우 감을 잡은 거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

는 모의 수업을 참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제가 직  몇 번 더 해보면 지 보다 훨씬 나아질 거 

같아요.”-4조 비교사 3(면담 내용 )

다. 교과 문가의 지원 필요

모의수업을 비하면서 비교사들은 련 사례 등 교과 내용과 맞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경우, 이를 지도할 문가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 부가 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어

느 정도까지 심화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 다. 특히 실습이

나 직  실험을 해야 하는 공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합한 실습 내용 등 세부 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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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 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 학 교직과정에서 교과교육론 강

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실 인 여건으로 공별로 분반을 하기가 어렵고 교과교육 공자나 

직 교사가 강의를 담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볼 수 있다.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 기술 등에 한 부분은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작 수업 내용, 즉 

교과 내용에 한 부분은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이 게 가르치는게 맞는지, 특히 실습을 하는 부분은 공 수업에서 배우긴 했지만, 이

게 조리하는게 맞는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2조 비교사 5(반성   )

Ⅴ. 논의

본 연구는 일반 학 교직 과정 이수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모의수업 활동이 비교사들

의 교과 련 교사효능감과 과제가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연구문제를 

심으로 한 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수업 활동 후 교직과정 몰입 정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비교사들이 

교사의 가장 요한 의무 의 하나인 수업 연습을 하면서 교사가 되기 한 비과정에 보다 

더 충실하게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모의수업 활동 자체가 몰입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직의 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한 수업에 

한 자신감을 획득해서 향후 교사가 되려는 의지와 교직 비에 한 방향을 확고히 하 을 

것이다. 

둘째, 모의수업 훈련 후 교과 련 교수효능감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구체 으로 자기조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과제난이도 선호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교사 자신이 학교에서 행

하는 활동들을 찰하고, 자기를 단하며 스스로 반응하는 것과 같은 자기조  기제를 정

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한 효능기 라고 할 수 있는 자기조  효능감(이 정, 1998)이 유의

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모의수업을 통해서 교과 내용에 따른 수업방식을 조 하는 등의 기술

을 습득하 고,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의 진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조  기

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신감은 학교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기 되는 필

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교사 개인의 단(이 정, 1998)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사들은 

모의 수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에 처하는 연습을 하 기 때문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실제 교과 련 교수효능감 척도  자신감 하  요인 문항은 ‘수업 시간에 학생

들의 질문에 답을 잘 못하면 당황스럽다’ ‘학생에게 방  가르친 내용을 질문하는데도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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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나는 실패감을 느낀다’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

하지 못하는 그 수업에 해 실패한 느낌이 든다’ 등인데, 본 연구에서 모의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 역할로 참여한 조원들은 수업의 찰자 역할과 동시에 학생 역할을 하면서 질문이나 수

업에 따른 극 인 반응을 보 다. 따라서 모의수업을 진행하는 비교사는 자신의 수업에 학

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측할 수 있었으며, 이에 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한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 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

는 과제난이도 선호(Bandura, 1986; 1993; 1997)가 모의수업 훈련을 통해 향상되었는데, 이는 

여러번의 모의수업을 비하면서 비교사들은 공에 한 심도 깊은 공부를 하 고, 이를 통

해 향후 이 수업 내용보다 더 어려운 내용도 가르칠 수 있다는 단을 하 을 것이다. 즉, 동일

한 과목의 수업을 반복하면서 얻은 교과 내용에 한 연습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식 련 

수 이 더 어려워져도 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 으로 장실무교육에 참여한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개인  

교사 효능감이 더 증가했다는 연구(이혜주, 2002)  수업 사례 활동이 개인  교수 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 이었다는 연구(한석실⋅이세나, 2007),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발표수업

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정태희, 2004)와 맥을 같이한다. 

임교사는 교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  운 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지며 교

사 경험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게 되므로 교사 효능감을 높이기 해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경험이 요하다고 한 Veenman(1984)의 주장처럼, 학의 교직과정 내에서 보다 효율 인 실

제 수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비 교사들의 교사 효능감을 높이는데 실질 인 기여를 할 것

이다. 교사의 신념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사의 문  비와 실제 가르침에 한 개선을 

의미하며 교육의 질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교사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

다(Pajares, 1992). 교사효능감은 교사들의 교실에서의 행동(Ashton & Webb, 1986), 학생 경

에 한 믿음(Woolfolk, Rosoff, & Hoy, 1990), 학생의 학업성취(Ross, 1992), 학생의 자기효능

감(Anderson, Green, & Loewen, 1988)등과 요한 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기  체

의 질  발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ch, Lev, & Fischer, 1996). 한 교사효

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와 아동의 성취에 해 정  기 를 가지고 이를 수행에 옮

기는 것을 수용 인 경향이 있어, 교사의 기 와 태도는 아동의 실질 인 성취를 가져오게 된

다(Ashton & Webb, 1986). 이 듯 교사 련 변인으로 교육의 질 측면에서 무엇보다 요한 

교사 효능감 향상을 해 비교사들에게 모의수업이라는 실질 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양성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  연구 결과 비교사들은 모의수업의 효과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었고, 교사로

서의 능력을 검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언 하 다. 한 공 교과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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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다양한 수업 기술을 습득하 고 학생들의 반응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

는 좋은 기회 다고 하 다. 좋은 수업은 교과내용을 명확하고 효과 으로 달 해 주는 수업

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재 지식을 더욱 높은 수 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수업

이고, 교사가 의도한 로 수업을 진행하여 계획한 수업 목표를 성취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

는데(서경혜, 2004), 모의수업은 이러한 좋은 수업을 지향하는 비교사들에게 효과 인 실천 

방안이 되었음을 본 연구결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모의수업 활동은 비교사들이 스스로 모의수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동료

들의 모의수업을 보고 평가하는 것과 담당 교수와 수업에 한 의 등이 모두 포함된 활동이

다. 비교사들에게 실천 인 역량을 신장시키기 해서 구체 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수 행동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의 정보로 제공하여 지도⋅조언해야 한다(김우정, 1999; 백순근, 

1999; 백순근, 2005; 백순근, 함은혜, 2007; 백순근 외, 2007)는 많은 연구들은 모의 수업 후 평가

활동이 매우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사들은 동료들의 수업

을 평가하면서 수업에 한 기술과 학생들의 반응에 처하는 융통성 있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었다고 진술하 다. 이는 수업 문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가능한 한 자신 는 타인의 

수업을 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함과 동시에 찰한 수업을 객 으로 분석하는 활

동이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김경 , 2004; Wragg, 2000)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교사에 한 지원이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Ashton, Webb & 

Doda, 1983)처럼 본 연구에서도 담당 교수와 비교사들은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교수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장 과 단 , 교사로서의 가능성 등을 악할 수 있

었다.

향후 보다 나은 모의수업 활동을 한 보완 으로 제시한 것은 담당 교수의 반  수업

찰 필요, 더 많은 모의수업 기회 필요, 교과 문가의 지원 필요 등이었다. 이를 해 일반 학 

교직과정을 운 할 때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를 이는 것과 직 교사와 공 교수의 

모의수업 참   지도에 한 실 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업의 질보다 더 요한 변인은 없으며, 수업의 질을 결정함

에 있어서 교사 변인보다 더 요한 변인은 없다(Feldman, 1998). 한 교수과정에서 질 높은 

교수를 수행하기 해서는 비교사교육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향을 받게 된다

(Bird, Anderson, Sullivan, & Swidler, 1992).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사들에게 

수업활동을 직  해보게 하는 것은 향후 수업 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요한 토 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학 교직 개설학과의 학생들을 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결과를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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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는 제한이 있다. 비 등교사라 할지라도 사범 학 학생들과 교직과정 학생들간의 차

이를 보일 수 있으며 비 등교사들의 경우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후 보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효능감  교과와 련된 부분만을 다루었으며, 생활 지도 등 다른 분

야의 교사 효능감에 해서는 추후 보완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시행한 모의수업 활동은 교과 활동의 일부로 진행하 으나, 독립된 로

그램이나 새로운 교직 교과로 시행하 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에 한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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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Benefit of Simulated Teaching to Prospective 

Teachers: 

Focus on Flow in Teacher Program and Subject-related Teacher Efficacy

1)Jeong Eun I*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 of simulated teaching on prospective teachers' subject-related 

self-efficacy and flow in teacher program. 50 students in the teacher program of a university 

participated in 15 units of simulated teaching. 

First, flow in teacher program wa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simulated teaching activities. 

Participation in simulated teaching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more deeply of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eaching as well as flow experience.

Second, simulated teaching activities improved subject-related teacher-efficacy. In particular, 

significant improvement was found in self-regulated efficacy, self-confidence, and preference 

for task difficulty. This implies that students learned the skills of controlling their teaching 

methods to match the content through simulated teaching. They also improved their 

self-regulative strategies such as information seeking, goal setting, and self-evaluation. Practice 

of responding to their students in simulated teaching may have improved their self-confidence. 

In addition, repetition of simulated teaching may have facilitated their challenge for more 

difficult tasks.

Third, in qualitative interview, students stated that they obtained confidence and had an 

opportunity to self-test their abilities as teachers through simulated teaching. They also 

mentioned that they learned various learning skills and that they improved their abilities to 

respond to students' reaction. Finally, they suggested more opportunities for simulated teaching 

and more assistance from subject experts for better simulated teaching activities.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confirmed that simulated teaching was an effective and 

essential way of improving teacher efficacy and flow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Key words: simulated teaching, subject-related teacher efficacy, flow in teach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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