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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시대의 변화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더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공교육의 위기, 교권의 추락
이라는 학교 내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를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사의 이직률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다는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사가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교원종단 연구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종단연구가 시행되어 교사에 대한 종단자료가 축적되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면
연구자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본 연구에 대한 의견을 주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교사를 좀 더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그 결과 교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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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교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인을 도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종단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 설계와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종단연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조사도구의 개발, 조사 설계에 관한 연구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고,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를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연구 내용별로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교원종단 연구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분석하였다. 우선 교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와 교직의 특징으로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 중, 교사의 교육관, 교직관,
인식론적 신념, 교사 효능감, 소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어떻게 개념이 정의되고
각 개념을 통해서 교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주제로 교원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과 임용, 보상과 승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원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
에서 교사의 발달 단계와 단계별 특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국내･외에서 실시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목적, 연구(개념)모형, 조사
내용 및 조사 항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교원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 연구인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와 미국에서 2년 주기로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National Teacher
and Principal Survey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의

예로 미국에서 2007-08년도에 교직에 입문한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조사한 Beginning Teacher Longitudinal Study와 서울시에서 교육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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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울교원패널(가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학교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
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모형과 조사항
목을 도출하고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종단 연구의 목적을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
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
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장･변화를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특성 변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사의 특징과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실시되
는 종단조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교사의 전
문성의 영역 중 정의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드
러나게 된다고 보았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의 가
치, 태도, 행동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교사가 교직활동을 수행하는 학교와 학
교가 속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교사의 교직수행을 나타내는 첫 번째 차원으로 설정한 가치는 교사의 교육과 교직에
대한 가치판단과 인식으로 정의하고 하위 요소로 교육관과 교직관을 포함하였다. 두 번
째 차원은 현재 교직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직업과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 혹은
평가를 반영하는 태도로 설정하였다. 교직경로 설정, 교사 효능감, 직무만족도, 소진, 교
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통해서 교사의 교직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제 활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교직업무 수행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 요소로 수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활동과 교사의 자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성 개발 활동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Ⅳ장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대상과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조사실시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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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향후 교원
종단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코호트로, 몇 년간 조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 번째 방안은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로, 교직 경력별로 ‘신규교사’, ‘교직 경력
10년차’, ‘교직 경력 20년차’의 세 개의 코호트를 구성하여 10년간 동시에 추적･조사하

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탐색해보고자 하는 신규
교사에 초점을 두고 코호트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본조사가 시행되는 2021년 신규교사
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15년간 추적･조사하고, 2021년 코호트가 교직 경력이
6년차가 되는 2026년에 새롭게 신규교사 코호트를 구성하여 마찬가지로 15년간 조사를

실시하는 신규교사 코호트 설계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종
단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과 조사 설계 및
조사 실시를 위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우선, 조사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올해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의 문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 타당
성을 높이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양호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본조사에
서 활용될 조사도구의 형태로 문항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
는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종단연구는 조사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교원종단연구, 교직수행, 교원의 발달,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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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이나 딥러닝(deep learning)은 더 이상 학습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교

과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누구
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교수방법,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교육 전
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
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정제영,
2017, p.1에서 재인용), 특히 그동안 지식의 전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교사

들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교사 집단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직은 대부분의 교사가 임용에서부
터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직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039명에 달하고 이 숫자는 2018년에 비해서 30%, 2017년
에 비해서는 65%가 늘어난 수치이다(이데일리, 2019. 01. 20.). 이와 같은 현상은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변하고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해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이 줄어들고
교직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변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사 집단의 특징도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제로 널리 알
려진 2007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원을 확보
하여 그들을 효과적인 교수자로 양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Mckinsey, 2007: 13).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우선 과제로서 교원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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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적 노력에는 교사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갖게 되고, 교직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경력과 전문성이 개발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교사와 교직에 대한 전반적이
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최근 교육정책연구에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Burns & Schuller, 2007). 체계적이고 실효
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경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교육정책연구에서도 교육 현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식･남궁지영, 2008). 국책연구기관
과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 대구 등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하는 종단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종
단자료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되고 있다(김양분 외, 2016; 남궁지영 외, 2017).
학교교육의 질, 성과 측면에서 교사가 중요하다고 하나 정작 우리나라 교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교원에 대한 조사는 학생 자
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맥락적 요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가적으로 조사되거
나, 교원 연수나 승진제도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점에 단발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회성 조사가 대부분이었다(박소영･박상완･이고운, 2017; 박상
현 외, 2018). 그러나 교사와 학교교육의 성과 사이에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는 교사 데이터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최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사가 입직에서 퇴직까지 평균 30년에서 35년의 긴 시간을 교직에 머
무르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교사의 의식, 태도, 전문성이 어떻게 성장 혹은 변화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필요성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한 교사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교사연수와 승진과 같은 교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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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직접적
으로 교원을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가 없었다. 교원이 교직에 머무르는 동안 어떠한 생
애단계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탐색한 교원의 생애단계, 혹은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에
서도 소수의 교원을 대상으로 회고적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초임부터 고경력까지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포함하여 일회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김정
원, 2014).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는 OECD에서 실시하는 교수-학
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이하 TALIS)가 있지만, 동
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종단조사가 아니고 국제 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서
울시에서는 소속 교육청 교원을 대상으로 종단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하는 서울교
원패널(가칭)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20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박
상현 외, 2018). 이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교원 대상 종단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조사대상이 서울시 교원으로 한정되고 조사의 주요한 목적이 서울시 교육
청의 교원과 관련된 정책 및 인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원을 대상으
로 교육 전반의 다양한 이슈를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하기 위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 대한 개념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
원종단 연구의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와 교직의 특
성 변인 및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와 관련된 국
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교사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통해서 주요 변인을 도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모
형을 개발하고 조사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원을 추적･조사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원종단 연구
의 개념모형과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향후 교원종단 연구에서 활용될 조
사도구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원종단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후 조사
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대상의 범위,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을 포함하
는 조사 시행과 관련된 절차와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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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안을 예시로 제
시하였다.

2

연구 내용

가. 교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 집단에 대한 이해와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관,
교직관, 인식론적 신념, 교사 효능감, 소진 등과 같은 그 동안 교사와 교직의 특성으로
주로 연구되어 왔던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교사
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특히 동일한 교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사의 성장과
변화의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변인을 성과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한 변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론
적 논의에 근거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개념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원과 관련된 연구 중 교원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연구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
연구에서 코호트 구성과 조사 내용, 조사 시기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론
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박소영 외, 2017)는 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
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실제 경험과 사례
에 기반하여 교원의 발달과 생애를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며 이를 조사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나. 조사도구의 개발
개념모형과 조사항목을 도출한 후, 실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
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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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사도구의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새롭게 문항을 개발하였다. 특히 종단연구는 한번 문항이 개발되면 동일한 문항을 조사
기간 동안 반복적 사용하게 되고, 중간에 기존의 문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측정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항 개발
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구는 교원의 특징
을 반영해야 하는데, 교원은 학교급(초/중/고), 재직하는 학교의 설립유형(국공립/사립),
직위(평교사/교장(감)) 등에 따라서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대상
으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탐색은 올해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전문가와 현장 교원
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종단 연구에서 활용될 조사도구의 초안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
고, 후속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화를 거쳐서 조사도구의 최종본을 완성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다. 조사 설계에 관한 연구
종단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로 조사를 시행하기 전
에 다양한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는 조사대상의
범위,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과 같은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결측치 처리, 가중치와 같은 통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Lynn, 2009). 예를 들어, 조사대상으로 교사를 표집하는 경우 교사들은 같은 학교
에 근무하더라도 교직 경력과 담당 교과목 등이 다양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전보
시기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학생들을 표집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따
라서 어떤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할 것인지, 몇 개의 코호트를 구성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고 표본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원 종단 연구의 향후 3년간의 연
구 추진 계획을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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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교원종단 연구 추진 계획
연도

3

세부 추진 계획

2019년



개념모형 및 조사도구의 개발, 조사 설계 방안 검토

2020년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및 본조사 시행을 위한 준비

2021년



본조사(1차년도) 실시 및 결과 분석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교원의 특성과 교원정책에 대한 교원의 태도, 생애주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
다. 또한 국내･외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도구의 조사항목과 문항을 검토하여 문항
을 제작하는데 반영하였다. 조사 설계와 관련된 문헌검토, 특히 종단 연구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사 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설문조사
교원종단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도구
의 내용과 설계가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현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을 때, 교사
와 교육 현실에 대한 실체를 반영하고 설명하는 조사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교원들의 요구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조사도구
와 조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교원종단연구 기본설계에 대한 초
안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고 서울교원패널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박상현,
2018)의 교원대상 요구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교원대상 요구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

다. 설문지는 참여자의 기본정보, 교원종단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본설계, 조사항목,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표 Ⅰ-2> 참고)하였으며 기관 생명윤리
심의(IRB)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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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설문조사지 항목 구성
영역

조사내용

Ⅰ. 기본정보







성별
연령대
최종 학력
현재 근무 학교에서의 직위
교직경력

Ⅱ. 교원종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원종단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의견

Ⅲ. 교원종단 연구의 기본 설계





조사기간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시행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

Ⅳ.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항목










‘인구사회학적 배경’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교직입문 관련 정보’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현재 근무정보’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교직활동’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Ⅴ. 교원종단 연구의 참여 활성화 방안



참여 활성화 방안

교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급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먼저 교육통계
서비스 홈페이지(https://kess.kedi.re.kr)에서 제공하는 유초중등통계를 활용하여 학교
의 기본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체 초･중등학교를 학교급(초등학교/중학교/일반고/
특성화고)과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에 따라 12개 유층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층별로는 국･공립과 사립을 각각 2개교씩 구분하여 한 유층당 4개교, 총 48개교를
표집하였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사립인 경우가 전체의 1.22%이고 읍･면지역에서는
사립학교의 개수가 표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초등학교는 국공립만 표집하였다. 한 학교
에서는 9명의 교사(교장 혹은 교감 1명, 교사 8명)를 대상으로 하여 총 432명의 교원에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먼저 표집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
을 취하고 조사에 대한 및 협조를 요청하는 전자공문을 발송하여 각 학교에 조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표집한 학교가 조사 참여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대체학교로 섭외하
였다. 전체 48개 표집학교 중 1개교만이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여, 예비 표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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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로 대체하였다. 다음으로는 조사 참여에 동의를 한 학교에 한하여 학교 교장(감)에

게 설문조사 참여자 추천을 요청하였다. 교직 경력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기간제나 비정규직 제외) 중 교직 경력별로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의 교사를 각각 2명씩 총
8명의 교원을 추천받았고, 교장(감)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사의 성별이나

담당 교과목은 학교의 상황에 따르되, 최대한 고른 분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의 방학을 고려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주간 진행
되었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학교별
로 생성된 설문조사 URL 주소를 전자공문으로 발송하여 각 참여자가 웹 혹은 모바일에
서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URL 주소로 접속한
후, 연구에 대한 설명서 및 동의서를 확인하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만이 설문조사를 시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48개교에서 총 432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
문조사에 참여한 432명의 기본정보(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는 <표 Ⅰ-3>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의 근무학교의 학교급별과 지역규모의
비율은 고르게 분포되었고, 국·공립학교 교사의 비율이 사립학교 교사의 비율보다 더 높
게 나타났다. 교사 개인 정보를 보면,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의 비율보다 약간 더 높았
고, 30대, 40대 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최종학력은 학사졸업이 거의 50%
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일반교사였다. 교직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인 경우가 71명(16.4%),
5년 이상 10년 미만 77명(17.8%), 10년 이상 15년 미만 81명(18.8%), 15년 이상 20년

미만 64명(14.8%), 20년 이상의 경우 139명(32.2%)으로,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가진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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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설문조사 참여자 기본 정보(N=432명)
(단위: 명, %)

특성

근무학교의 학교급

근무학교의 설립유형

근무학교의 지역규모

성별

연령

항목
초등학교

108 (25.0)

중학교

108 (25.0)

일반고

108 (25.0)

특성화고

108 (25.0)

국·공립

270 (62.5)

사립

162 (37.5)

대도시

144 (33.3)

중소도시

144 (33.3)

읍·면지역

144 (33.3)

남

185 (42.8)

여

247 (57.2)

20대

42 (9.7)

30대

140 (32.4)

40대

134 (31.0)

50대

107 (24.8)

60대 이상

최종학력

직위

교직경력

응답자 수(비율)

9 (2.1)

학사졸업

213 (49.3)

석사과정

57 (13.2)

석사졸업

148 (34.3)

박사과정

10 (2.3)

박사졸업

4 (0.9)

일반교사

238 (55.1)

부장(보직)교사

154 (35.6)

교감

39 (9.0)

교장

1 (0.2)

5년 미만

71 (16.4)

5년 이상 10년 미만

77 (17.8)

10년 이상 15년 미만

81 (18.8)

15년 이상 20년 미만

64 (14.8)

20년 이상

139 (32.2)

11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

본 조사와 관련된 생명윤리심의(IRB)는 5월에 신규심의를 신청하여 2019년도 제3T-2
차로 심의를 받았으며 시정승인을 받아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실시 후 7월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2019년도 제5T-4차 심의 결과 최종 승
인을 받았다.

다.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에서는 개념모형과 조사항목,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교원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교원연구에 경험이 많
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여 개념모형의 초안과 조사항목의 초안을 마련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교원과 교육행
정, 교육측정평가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초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델파이 조사 실시 이후에는 결과 해석 및 개념모형과
조사항목,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라. 델파이 조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원종단 연구의 개념모형과 조사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문
가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연구진 회의에서 검토하여 개념모형 및 조
사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1)하였다.
조사지는 본 연구에 대한 소개와 개념모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각 조사항목별 타
당성 및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1회만 실시되므로 각 항목의 타
당성을 묻는 폐쇄형 질문과 각 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학교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교사, 교감 및 교장, 교육전문직 등 총 55명으로 선정하였다.

1) 조사지의 구성과 양식은 서울교원패널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박상현, 2018)의 델파이 조사지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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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2019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55명 중 교
사 11명, 교감 및 교장 14명, 장학사(관) 및 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 23명, 총 48명이
응답하여(<표 Ⅰ-4> 참고) 회수율은 87%로 나타났다. 다만 교사 1명의 조사결과지에는
무응답 문항이 많은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Ⅰ-4>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징
(단위: 명, %)

학교급 및 직책

성별
남

초등학교

5 (10.42)

2 (4.17)

7 (14.58)



교장 및 교감

4 (8.33)

1 (2.08)

5 (10.42)



교사

1 (2.08)

1 (2.08)

2 (4.17)

-

3 (6.25)

3 (6.25)

중학교


교장 및 교감

-

2 (4.17)

2 (4.17)



교사

-

1 (2.08)

1 (2.08)

6 (12.50)

15 (31.25)

고등학교

9 (18.75)



교장 및 교감

5 (10.42)

2 (4.17)

7 (14.58)



교사

4 (8.33)

4 (8.33)

8 (16.67)

11 (22.92)

12 (25.00)

23 (47.92)

교육전문직


장학사(관)

4 (8.33)

5 (10.42)

9 (18.75)



연구사(관)

4 (8.33)

3 (6.25)

7 (14.58)



교육 관련 기관 연구위원 등

3 (6.25)

4 (8.33)

7 (14.58)

25 (52.08)

23 (47.92)

48 (100.00)

계

4

계

여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수준의 교원종단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개념모형
과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조사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 관한 연구의 범위
가 방대하고, 지금까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올
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도구의 초안을 제시하는데 그쳤
다. 조사도구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를 실시할 대상을 응답자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올 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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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거쳐서 조사도구의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다. 조사 설계에 있어서도 올 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실제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올 해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교원종단 연구의 본조사가 시행되어 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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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
2. 국내･외 교원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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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교원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와 교직의 특징으로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 중, 교사의 교육
관, 교직관, 인식론적 신념, 교사 효능감, 소진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교육정책에 대한 교
사의 인식, 교원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원을 대상으
로 하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활용되었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1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

가. 교원에 특징에 관한 논의
1) 교육관

교육관은 교육에 대한 포괄적 견해로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수단, 방법,
조건 등을 포괄하는 교육 전반에 대한 가치 체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즉, 교육관은 교육이란 무엇인가 혹은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같
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
뿐 아니라 누구나 교육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관은 보편적인 개념이
고, 교육관에 따라서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교육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교사는 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고 교사는 교육관
에 따라서 교직을 수행하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는 교사의 교육관을 탐색하는 것은 교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교사의 교육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탐색하
거나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의 관련 연구로는 부모들의 교육관(박홍선･박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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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일반 국민들의 교육관(배천웅･최상근･박인종, 1986), 중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관
(윤병택, 1988),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의 교육관(강영혜, 1996)을 조사한 연구가

있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교사의 교육관을 탐색한 선행연구에서도
실제 검사도구의 하위요소나 문항을 살펴보면 교직에 대한 관점,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 학습자에 대한 관점(성정민, 2017; 안미리･조인진, 2004)이 교사
의 교육관으로 혼재되어 제시되었다.
신기현(2006)은 교육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관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기존의 교육관 평가 연구들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교육관을 규정하는 대
신 교육관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에 초점을 두거나 자녀교육, 평생교육처럼 교육의 일부
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기현(2006)은 기존의 교육관 연구에서 학
교관과 교육관을 구분하지 않고 학교에 대한 견해를 교육에 대한 견해로 혼동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교육은 학교교육으로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관점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직관

교직관은 교사라는 직업과 교사가 담당하는 직무의 본질과 성격을 인식하는 틀이고,
교사상은 이상적인 교사에게 기대되는 특성을 집약한 것으로서, 교사의 지적, 정의적 특
성과 태도 및 행동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진동섭, 2018). 교직관과 교사상은 독
립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직관이 교사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교사상에 따
라 교직관이 달라지기도 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
관은 교사의 교직과 교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고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교사의
교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직관은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교직관은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으로 구분(고전, 2002)되는
데, 성직관은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관점으로 교사는 소명에 의해서 교직을 수행한다고
보고 교수-학습 활동보다는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반면 전문직관
은 교직을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정교한 지식과 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여 자격을 인정받고 공동의 기술문화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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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반면 노동직관은 교직을 노동직의 하나로 간주하고 교사
는 노동계약에 의해서 고용된 피고용인이고 근로자로서 교사의 법적 권리 보호를 강조하
는 관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정영수,
2007: 21)이고 역사적으로 성직관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전문직관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

으며, 노동직관이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진동섭, 2018). 이 외에도 국내에
서는 공직관(고전, 2002), 관리직관, 사무직관(전경갑･최상근･백은순, 1987)과 같은 다양
한 관점이 제시되었다.
Lortie(2002/2017)는 교직의 특징을 특수하지만 가리워진 지위, 교사들에 대한 행정가

들의 제한된 영향력, 교사들 간의 낮은 상호 의존성, 자기 사회화 등으로 들었다. 특히
교직이 전문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직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입문이 쉽고 교사들
간의 공유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체제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
였다. 노종희(1986)는 교사들은 지식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며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들
까지 교사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는 관료 조직의 최하위에 위치함으로써
전문적 자율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교직은 전문직이 아닌 반전문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교직의 특성은 교사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도 영향을 미쳐서 독특한 교직문
화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교직문화의 특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보수주의, 개인
주의, 현재주의는 집단으로서 교사들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교직관은 다양한 형태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왔다. 선행
연구에서 교직관에 해당하는 항목과 문항들을 보면 교직의 특성, 교직의 매력과 보상,
교사상, 교사집단의 특성 대한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Ⅱ-1> 참고). 교직의 특성은
교직의식(노종희, 2001; 박주희, 2016), 직업정체감과 교직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혜영･
류방란･윤여각, 2001) 등의 형태로, 교직의 매력과 보상은 직무만족도(윤창희･김왕준,
2016; 이동엽 외, 2018a), 교직의 매력에 대한 인식(이혜영 외, 2001)을 묻는 형태로 포

함되어 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임소현 외(2018)에서는 일반 국민들
을 대상으로 교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묻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일
반적으로 이상적인 교사로 여겨지는 교사는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사집단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문항의 예로 이혜영 외(2001)에서 교사의 성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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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직관과 관련된 선행연구
대영역

교직의
특성

요인(출처)

예시 문항

교직의식
(노종희, 2011)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직업정체감
(이혜영 외, 2001)





나는 교직을 선택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교직을 떠나고 싶다.
나는 교직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교사들은 경력 이외의 것에 의해 차별적인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교직의 특성에
대한 인식
(이혜영 외, 2001)

교직만족
(이동엽 외, 2018a)










교직의
매력과
보상
교직의 매력에
대한 인식
(이혜영 외, 200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교사상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임소현 외, 2018)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
집단의
특징

교사의 성향
(이혜영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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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생활에 보람을 느낀다.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다.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한다.

교직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택할 것이다.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 후회된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가르치는 일이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
다음의 각 사항은 선생님께서 교직에 만족도를 느끼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봉급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
수업･연구･독서 등 활동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학생들이 나를 통해 배우고 깨우친다는 점
학생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다른 교사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직업의 안정성
시간적인 여유(방학 등)
경쟁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학습 지도 능력
생활 지도 능력
진로･진학지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사로서의 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동료라 할지라도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에 관여해
서는 안된다.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교사들은 수업 계획, 학습자료 제작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전
문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교사들은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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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gical belief)은 지식 및 지식 획득(앎)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Hofer & Pintrich, 1997). 인식론적 신념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인식
론은 지식은 참과 거짓으로 양분되며, 전문가에 의해 판별 가능하다는 절대주의적 관점
(소박한 인식론(naive theory) 또는 전통적 관점(traditional view))에서 옮고 그름의 구

분은 명확하지 않고, 경험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에 따라 지식의 질이 결정된다는 상대주
의적 관점(세련된 인식론(sophisticated theory) 또는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view))으로 발달한다(Perry, 1970). 한편, Hofer(2000)는 인식론이 지식(knowledge)과

지식획득(knowledge acquisition)의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지식의 단순성’, ‘지
식의 확실성’, 후자는 ‘지식의 원천’과 ‘지식의 정당화’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
다. Hofer(2000)에 따르면, 인식론은 하나의 구인으로서 단선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
라, 다차원의 개념으로서 차원에 따라 발달 속도를 달리한다(박병기･정영주, 2012;
Bråten et al., 2011; Schommer, 1990). 즉, 각 차원별로 세련된 인식론과 소박한 인식

론적 신념이 정의되며, 개인은 각각의 차원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인식론적 신념을 가
지고 있을 수 있다. 이후 Jehug, Johnson, & Anderson(1993), Chan & Elliott(2004),
Schommer(1994, 1998) 등은 다차원적 모델에 동의하였으며, 인식론적 신념의 구조, 즉

하위요인에 관해 주목하였다. Jehug et al.(1993), Chan & Elliott(2004)등은 특히 지식
의 본질에 기반하여 파생된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신념인 학습능력의 선천성, 학습속도,
학습방법(암기, 이해, 발견) 등을 인식론적 신념의 하위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인식론적 신념에 관한 검사도구들은 유사하나 조금씩 다른
하위요인을 제안하고 있다(<표 Ⅱ-2> 참고). 먼저, Schommer(1994), 박병기･정영주
(2012)는 지식(knowledge)과 앎(knowledge acquisition)의 본질과 교수-학습에 관한 신

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Jehng et al.(1993), Chan & Elliott(2004), 이용
운(2007)은 학습능력, 학습방법과 같이 보다 교수-학습에 관한 직접적인 신념에 해당하
는 하위요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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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인식론적 신념의 하위요인
하위
요인*

정의

구분
Jehug Chan &
박병기･
Schommer
이용운
정영주
et al.
Elliott
(1994)
(2007)**
(2012)
(1993) (2004)

지식의
확실성

지식이 절대적이고 확실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잠정적이며 불확실하다고 보는지에 관련
된 신념

O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개별적인 사실들의 집합으로 보는
지, 혹은 상호 관련된 개념들의 복잡한 조직이라
고 보는지에 관련된 신념

O

앎의
원천
앎의
정당화
학습의
능력

지식이 어떤 권위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는지, 혹은 개인의 이성적･합리적 탐구로 형성
된다고 보는지에 관련된 신념
지식의 옳고 그름이 전문가의 권위에 의해 수용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비판적 판단에
의해 수용된다고 보는지에 관련된 신념
학습능력은 타고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지, 혹은 노력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에 관련된 신념

학습의
과정

학습이 지식 자극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
루어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고 보는지에 관련된 신념

학습의
방법

지식은 수용/암기 또는 이해/해석, 탐구/
발견의 방법으로 습득된다는 신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박병기･정영주(2012)의 분류에 따르고 있으며, 학습의 방법 영역을 추가함.
** 이용운(2007)이 제안하고 있는 하위요인의 명칭은 지식･교수･학습에 대한 인식이나 문항 내용을 분석하여
분류함.

각 하위요인에 근거하여 정의하면, 세련된 인식론자들은 지식은 잠정적으로 변화 가능
한 것이며, 상호 관련된 개념들의 복잡한 구조로 정의한다. 또한 이들은 지식이 개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탐구로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만 수용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소박한 인식론자들은 지식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으
로 변화하지 않으며, 개별 사실들의 비교적 단순한 집합으로 인식한다. 이들에게 지식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학습의 본질과 관련하여, 세련된 인식론자에 따르면 학습능력은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믿으며, 이해/해석, 탐구/발견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반면, 소박한 인식론자는 학습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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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지식은 수용과 암기를 통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획득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식론적 신념은 지식획득 활동, 즉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탐구와 비판적 검토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
련된 인식론적 신념론자들은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론자에 비해 학습에 있어서 보다 개방
적이고(윤초희, 2010; Klaczynski & Lavallee, 2005; Klaczynski & Robinson, 2000),
적극적이며(McDevitt, 1990), 어려운 과제에 부딪쳤을 때 끈기있는 태도를 취하고(윤인,
1997), 타인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김정섭･윤경미, 2009; 윤초희, 2009
; Kuhn, 1992; Mason & Scirica, 2006; Schommer & Hutter, 2002), 전문가의 권위에

덜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희경･최효식, 2013). 또한 여러 연구들은 세련된 인식
론적 신념을 가진 학습자가 더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Schoenfeld, 1985; Schommer, 1990; Spiro, Feltovich, & Coulson, 1996; Ryan,
1984).

교사는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지식의 획득 또는 학습은 교육의 중심을 이루
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은 교사 자신의 교수방법, 학생에 대한 태도,
학생의 학습활동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ichardson, 1996). 지식과 앎
의 본질에 관한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사실로 전달하기 보다는,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견해로 다룬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견해가 나타나게 된 배경
에 관심을 가지며,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을 구성
할 것이다. 또한 인식론적 신념에 따라 학생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지식의
정당성을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하는 소박한 신념론자인 교사는 전문성의 기준에서 상대
적으로 열등한 학생의 견해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식의 질은
합리적･비판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련된 신념론자인 교사는 학생
의 비판적 견해에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학습능력을
선천적이라고 보는지 혹은 후천적이라고 보는지 여부, 학습과정(속도) 등에 관한 신념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의 내용, 학생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
로 예측할 수 있다.
경험적 근거들은 대체로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김경연･이용운(2006)은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의 지식의 성장을 조력하는 행위로 교육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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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을,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비전문가에게로 지식이 전달되는 전통적 교육관을 가짐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양명희･조윤정(2006)은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교사가 소박한 신념을 가진 교사에
비해 교사 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 교사들이 지닌 인식론적 신념은 교사
의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식(Young, 1981), 교수전략의 사용(Hashweh, 1996),
교재의 활용(Freeman & Porter, 1989), 학생들의 대안적 개념에 대한 개방성(Hashweh,
1996),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 기술의 사용(Maor & Taylor, 1995)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식론적 신념 척도 중에는 위에서 소개한 박병기･정영주
(2012)가 있다. 이 척도는 인식론적 신념을 지식과 앎의 본질, 학습방법에 관한 신념을

포괄하는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세련된 인식론자와 소박한 인식론
자의 신념, 생각을 나열하고, 각각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피검자의 인식론적 신념을
측정하고자 하였다(<표 Ⅱ-3> 참고).

<표 Ⅱ-3> 인식론적 신념 측정도구
하위 요인

예시 문항

지식의 확실성




시대가 변해도 한번 인정된 지식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미래사회에 지식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지식의구조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각각 자세하게 다뤄 한곳에 모아놓으면 좋은 책이 된다.
하나의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앎의 원천




지식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것이다.
일반인도 합리적인 작업을 통해 가치있는 지식을 형성할 수 있다.

앎의 정당화




권위있는 학자의 이론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전문가가 쓴 교과서라도 틀린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학습의 능력




뛰어난 학습능력은 타고나야 한다.
새로운 것을 잘 배우는 능력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계발될 수 있다.

학습의 과정




공부는 다양한 지식을 빨리 습득하는 과정이다.
공부는 천천히 지식을 다져가는 과정이다.

출처: 박병기･정영주(2012)

한편, 이용운(2007: 425-426)은 교원을 대상으로 인식론적 신념 척도를 고안하였으며,
3개 영역(지식에 대한 인식, 학습에 대한 인식, 교수에 대한 인식), 7개의 하위영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표 Ⅱ-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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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원 대상 인식론적 신념 측정도구
하위 요인

예시 문항

지식에 대한 인식
(지식의 확실성,
앎의 원천)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나는 여전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때에 따라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쓴 책에 있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학습에 대한 인식
(학습의 능력)




어떤 아이들은 타고나면서 특정과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은 그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다.

교수에 대한 인식
(학습의 방법)





과학적 지식은 확고하고 변하지 않으므로 암기를 통해 획득해야 한다.
지식은 개념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학습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용운(2007)

그러나 실제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학습에 대한 인식의 문항은 학습능력의 선천성 혹
은 후천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에 관한 인식은 학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념적으로 학습 방법 역시 지식의 본질에
종속된 것으로서, 일부 문항은 지식의 본질(지식의 확실성, 또는 지식의 구조)에 관한 문
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Woolley, Benjamin, & Woolley(2004)는 교수와 학습에 관한 현직 및 예비교사
의 신념에 관한 자기보고식(self-report) 검사를 고안한 바 있다. 해당 검사는 교수와 학
습에 관한 교사의 신념을 구성주의적 관점(constructivist view)과 전통적 관점
(traditional view), 즉 세련된 인식론적 신념과 소박한 인식론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는 점에서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 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 영역의 구성
(전통적 학급운영(traditional management), 전통적 교수(traditional teaching), 구성주

의적 교수(constructivist teaching))과 문항 내용(예, 학생 간의 다툼에는 즉각적으로 개
입할 필요가 있다)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인식론적 신념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단순히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학급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등 교사의 다양한 역할과 관련
하여,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의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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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교수-학습에 관련된 인식론적 신념 측정도구
하위 요인

예시 문항

전통적 학급운영
(Traditional Management)




학생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교수
(Traditional Teaching)




각 과목은 별개로 가르쳐야 한다.
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따른다.

구성주의적 교수
(Constructivist Teaching)




모둠 활동을 선호한다.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한다.

출처: Woolley et al.(2004), p.324

4) 교사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영역에서
의 자신의 역량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 인식으로 정의되는 자아개념(self-concept)
이 있다(Bong & Skaalvik, 2003). Bong & Skaalvik(2003)에 따르면 자아개념이 특정
영역의 능력에 대한 추상적 인식(예, 나의 수학실력은 보통이다)이라면, 자아효능감은
비교적 구체적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감 수준(예, 나는 이 문제를 풀 자신이 있다)을 의미
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의 개념에 근거하여, 교사 효능감(teacher efficacy)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 자신의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교사
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육은 학생으로부터 인지적･정서적･신체적으로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 내는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된다(정범모, 2000). 따라서 교사 효능감은 학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 계획과 이행에 대한 교사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
(Ashton, 1985; Guskey & Passaro, 1994; Woolfolk, Rosoff, & Hoy, 1990).
Tschannen-Moran & Hoy(2001)는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교수전략(instructional
efficacy), 교실관리(classroom management), 학생관계(student engagement)의 3개의

영역을 제안하였다. Bandura(2006)는 교사 효능감을 교사의 역할에 따라 의사결정, 교
수, 훈육, 부모연계, 지역사회연계, 긍정적 학교환경 조성의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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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aalvik & Skaalvik(2007)이 개발한 Norwegian Teacher Self-Efficacy Scale(NTSES)
는 수업,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 학생의 동기화, 훈육, 동료교사와 부모와의 상호
협력, 변화와 도전의 대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현정(1998)이 교사 효능감 척도를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행
정업무, 대인관계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현정(1998)을 타당화한 김아영･김미진
(2004)은 5개의 영역별로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영역으로 문항을 세분화

하였다. 곽세영･윤미선(2014)은 현대 우리사회의 변화 맥락을 반영할 때, 초등교사의 자
기 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자기계발, 스트레스 관리, 컴퓨터 활용, 상담
능력, 정서관리, 소명의식 관련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추후 초등
교사용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기조절, 정보화 기자재 활용, 행정업무,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생활지도, 교과지도, 자기계발의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곽
세영･윤미선, 2016). 또한 권순구･봉미미･김성일(2016)은 교사가 스스로 학생과 신뢰롭
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교사-학생 관계 효능감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이해와 포용, 친밀감 형성, 관심 표현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효능감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이정현･안효진, 2012; Capara
et al., 2003; Klassen & Chiu, 2010; Skaalvik & Skaalvik, 2007), 교사의 직무 스트레

스와 업무량(구본용･김영미, 2014; 주동범･임성택, 2002), 교사 헌신(전상훈･조흥순･이
일권, 2014), 의사결정 참여(신종호･양일･최효식, 2007), 학생과 부모에 대한 기대(주동
범･임성택, 2002)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사 효능감이 학생의 자
기 효능감, 교사 만족도, 학교적응, 과제수행 수준, 학업성취도 등 학습자 동기와 성취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김서현･김이경, 2015; 신은수, 2000; 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Ross, Hogaboam-Gray, & Hannay, 2001; 권순구 외, 2016, p. 470에

서 재인용)가 있는 반면,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김아영･차정은, 2003; 최숙경, 2003;
Armor et al., 1976; Ross, 1992; 권순구 외, 2016, p. 470에서 재인용)도 존재한다.

교사 효능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schannen-Moran &
Hoy(2001)의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OSTES)은 교수전략, 교실관리, 학생

참여의 하위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문항 24개(약식 버전은 12개)로 구성된 검사를 개발하
였다(<표 Ⅱ-6> 참고). 문항을 살펴보면 학생참여는 다음에서 소개하는 자기 효능감 척도
의 교수 효능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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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OSTES)
하위 요인

예시 문항

교수전략




다양한 평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설명과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

교실관리




학생들에게 교실 규칙을 잘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시끄럽게 하는 학생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다.

학생참여




학생들이 학습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출처: Tschannen-Moran & Hoy(2001)

Skaalvik & Skaalvik(2007)이 개발한 Norwegian Teacher Self-Efficacy Scale(NTSES)

의 하위요인과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7> 참고).
<표 Ⅱ-7> Norwegian Teacher Self-Efficacy Scale(NTSES)
하위 요인

예시 문항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능력의 학생들이 섞여있는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알맞은 도전적인 과
제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동기화



저성취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

훈육



공격적인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

동료교사와 부모와의
상호협력



다른 교사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변화와 도전의 대처



교육과정의 변화와 무관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수업
개별학생에 맞는 교육

출처: Skaalvik & Skaalvik(2007)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아영･김미진(2004)은 교사의 주요역할을 교과지도, 생활지
도, 대인관계, 행정업무, 특별활동지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의 문항을 자기조절효능
감, 자신감, 과제난이도로 구분하였다(<표 Ⅱ-8> 참고). 이와 같은 3개의 하위영역은 개
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요인의 구분이 진술방식(긍정진술 vs. 부정진
술), 동의 정도 등에 근거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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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교사의 자기효능감 척도
하위 요인

예시 문항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하다.(자기조절효능감)
수업시간에 멍하니 그냥 앉아만 있는 학생을 보면 우울하다.(자신감)
나는 쉬운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과제난이도)

생할지도





나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분석해 낼 수 있다.(자기조절효능감)
나는 반 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자신감)
나는 문제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과제난이도)

대인관계





동료교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자기조절효능감)
나는 학부모가 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자신감)
나는 불평이 많은 학부모와 상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과제난이도)

행정업무



업무가 많을지라도 가르치는 보람이 많은 학년을 맡고 싶다.(과제난이도)

특별활동지도



어렵거나 도전적인 특별활동지도를 해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과제난이도)

교과지도

출처: 김아영·김미진(2004)

권순구 외(2016)는 교사-학생관계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척도는 이해
와 포용, 친밀감 형성, 관심 표현의 3개의 하위영역의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Ⅱ-9>
참고).

<표 Ⅱ-9> 교사-학생관계 자기효능감 척도
하위 요인

예시 문항
Q.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잘 할 자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해와 포용



학생들의 반항적인 행동을 포용하는 것

친밀감 형성



학생들이 먼저 다가오고 싶게 만드는 것

관심 표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출처: 권순구 외(2016)

곽세영･윤미선(2016)이 제안한 초등교사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참고). 본 연구는 초등교사에게 직무와 역량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정보화기자재 활용 효능감, 창의적 체험활
동 효능감, 자기계발 효능감과 같이 기존 교사 효능감 척도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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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초등교사 자기효능감 척도
하위 요인

예시 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나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나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정보화기자재 활용 효능감



나는 최신 기자재(컴퓨터, 스마트폼, 클래스팅, 앱 등)을 잘 다룰 수 있다.

행정업무 효능감



나는 새로운 행정업무를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효능감



나는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생활지도 효능감



나는 상담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교과지도 효능감



나는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기계발 효능감



나는 수업연구 대회에 도전할 수 있다.

출처: 곽세영･윤미선(2016)

5) 소진

소진(burnout)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지쳐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
심 등이 극도로 커진 상태”2)로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소진 관련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Maslach & Jackson(198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측정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MBI에서는 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서 정서적 소모감,
비인간화, 성취감 박탈을 제시하고 있다(서미옥, 2017; 김대현, 2019, pp.315-316에서
재인용). 또한 이영만(2016)은 교사 소진과 관련하여 정서적 소모감은 교사가 정서적 자
원이 고갈되어 학생을 만날 때 정서적 에너지가 부족한 것, 비인간화는 학생들을 냉담하
고 사물처럼 대하는 것, 성취감 박탈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실패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교사 소진은 교사가 처한 어려움과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교권 약화와 업무 증가와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사들은 점점 더 많은 스트레
스에 노출되고 있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교사 소진의 원인이 되고 교사 소진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강학구(1996: 42)는 <표 Ⅱ-11>과 같이 일반 서비스직

2) 네이버 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29&cid=41991&categoryId=41991 (2019. 03.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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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MBI를 교사에 적합하도록 번역하여 정서적 고갈 9문항, 비인
간화 5문항, 성취감 박탈 8문항을 번안하여 제시하였다.

<표 Ⅱ-11> MBI에 기초한 교사 소진 조사항목(문항)
하위요인

조사항목(문항)
1.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2. 퇴근할 때쯤이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
3.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을 느끼며 다른 날 일했으면 한다.

정서적
고갈

6.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정말 피곤하다.
8. 수업과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13. 업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14.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같다.
16.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지도해야 하는 일은 나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20.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허망함을 느낀다.
5.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교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졌다.

비인간화

11. 교직이 나를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15.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22. 학생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비난한 것같이 느낀다.
4. 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9. 나는 교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취감
박탈

12. 나는 매우 정력적이다.
17. 나는 학생들과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18. 나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유쾌함을 느낀다.
19. 교직을 통하여 나는 매우 가치있는 일을 성취하여 왔다.
21. 나는 교직과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를 매우 차분하게 처리한다.

출처: 강학구(1996), pp.111-112

이와는 달리 정연홍･유형근(2016: 305)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 소진을 측
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어 온 MBI가 일반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Ⅱ
-12>와 같이 교사 소진의 하위요인을 교권에 대한 위기감, 무능감, 좌절감, 행정업무 부

담감, 교직 회의감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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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국내 연구진 개발한 교사 소진 조사항목(문항)
하위요인

조사항목(문항)

교권에
대한
위기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무능감






(*)나는 학교생활에서 나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다.
(*)나는 학교관리자로부터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나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편이다.
나는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의 일을 모두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

좌절감







나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면서 교육적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내 책임인 것 같아 무력감을 느낀다.
학생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접할 때 나 자신이 교사로서 한심스러울 때가 많다.
나는 수업시간에 멍하니 앉아만 있는 학생을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우울해진다.
나는 예전과 달리 인내심을 잃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과중하거나 의미 없는 행정업무에 치여 힘들다.

행정
업무
부담감

 나는 나의 적성이나 여건과 상관없이 행정업무를 맡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학교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지겹고 신물이 난다.

교직
회의감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교사로서의 의무만 있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 허무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다.
학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교사에 대한 복지와 지원수준을 생각하면 교사인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무례한 태도에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교직에 대한 의욕이 없어져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조차 의심스럽다.
나의 직업에 대하여 좌절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 교직생활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종종 내가 일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역채점 문항
출처: 정연홍･유형근(2016)

교사 소진 관련 요인으로 김대현(2019: 316-317, 321)은 자아탄력성, 교사 효능감, 완
벽주의 등과 같은 심리학적 측면과 교권의 추락,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성과 중심의 책무
성 강화와 감사 증가 등의 사회･행정학적 측면을 구분하였다. 구본용･김영미(2014: 281)
는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교사 소진 요인을 교육정책 등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직무환
경, 완벽주의 성향, 휴식시간의 부족, 사회적 지지 정도, 연령, 성별, 담임 여부, 학교 규
모 등으로 제시하였다.
서미옥(2017)은 최근 10여년간 발표된 초․중등 교사 소진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3편 이상의 연구들에서 교사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된 변인으로 직무스트레
스, 교사효능감, 자아탄력성, 감정노동(내면행위, 표면행위),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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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5요인 성격(신경증, 외향성,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희현
외(2017: 28)는 교사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리하면서 학교장 리더십, 역할 갈등,
학교 조직문화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직문화 및 학교 조직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 가
운데 하나이다. 정부가 입안하여 집행되는 교육정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에서
는 교원과 관련이 있는 정책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원정책’에 한정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지난 2000년대 초 교육인적자원부(2001: 4)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정책을
교원 인력의 형성(유치･선발, 양성, 자격 부여), 채용, 배분･활용･동기 부여(직무수행･평
가, 승진, 연수, 사기진작 및 전문성 신장) 등 3개 대영역, 8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주삼환 외(2015)는 교원정책을 교원의 채용, 능력계발, 사기 앙양 등 3영역으로 구분하
고, 채용은 다시 수급계획, 양성, 자격, 신규 임용으로, 능력계발은 현직 연수, 근무성적
평정, 승진, 전직․전보로, 사기 앙양 정책은 권리와 의무, 보수, 후생복지, 근무부담, 사기
진작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최근 학생 핵심 역량 개발이 강조되는 추세와 연계하여 교원정책 전반을 역량 중심으
로 재구조화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영숙 외, 2015; 박영숙 외, 2017). 박영숙
외(2015: 164)는 역량 개발 관점에서 교원정책을 역량 개발, 활용, 관리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하고 주요 교원정책을 범주화하였다3). 또한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시급한 대응이 필
요한 교원정책 영역을 조사한 박영숙 외(2017: 246)의 연구에서는(1, 2순위 조사),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교원양성, 교원 근무 여건, 신규교사 채용,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교원 승진, 교원 문화, 교원 자격, 교원 연수, 교원 평가, 교원 후생 및 복지, 교장 임용,
교원 전직 및 전보 정책을 주요 교원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원정책 중 교사 집단의 규범과 가
3) 예를 들어, 역량 개발 측면의 주요 교원정책은 교원 수급, 정원, 양성, 자격, 연수, 문화이며, 역량 활용
영역은 임용, 배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상, 보수를, 그리고 역량 관리 측면에서 수업시수, 근무여
건, 후생, 복지, 신분, 처우, 사기, 복무, 교권, 교원단체 등을 제시하였다.

33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

치를 이해하고 교사의 업무 수행과 의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으로 교원
양성과 임용, 보상과 승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를 설정하였다.

1)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교원양성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하고,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며(정미경 외, 2010:
154),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교원양성과정은 예비

교사들이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개발하며, 교사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초
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은 예비교사의 선발과 대학(원)의 교원양성교육(프로
그램), 교사자격 취득을 포괄한다.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의 범위는 승진, 전직, 전보 등 매우 넓다. 그러나 교원임용 정책
이라고 할 때 임용은 통상 신규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규채용은 교육조직에서 부족
한 교사를 교육조직 외부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보충하는 좁은 의미의 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정화 외, 1995: 82). 교원임용은 예비교사 선발, 교원양성교육, 자격부
여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교원양성교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이경 외,
2004: 149).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임용 후보군을 선발하고,
시･도교육청별 임용 절차를 거쳐 단위학교에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박영숙 외, 2017:
66).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수여하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교원양성과 임용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교원양성 및 임용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는 박영숙 외(2017)를 들 수 있
다. 박영숙 외(2017)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교육정책 영역을 확인하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교원, 교수, 시･도교육청 교원정책 관계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원양성대학의 학생 선발과 교육실
습, 교육과정 혁신,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시험의 혁신을 시급한 과제로 답하였다. 교원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개편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박영숙
외, 2017: 254).
박영숙 외(2017: 255-261, 270)의 설문조사 결과 중 교사의 의식과 태도, 교사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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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교사들은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임용시험 등이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장자격 취득 평가(교사 승진)에서 점수나 실적
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혁신에서 교직(현장) 적합성, 전문성, 역량 중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
하고 있다.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임용 고사 준비 사교육
시장 의존 방지,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및 평가방식 변화,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두 높게 나타나 임용시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이경･안지윤(2017)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원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중등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된 교원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4). 조사 결과, 교원양성 단계에서 의
무적으로 ‘두 과목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평
균은 보통 이하로 나타난 반면, ‘교원양성기관의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을 임용할 때 복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교원들은 다소 부정적이었다(응답 평균은 보통 이
하). 교원 수급의 유연성과 탄력성 제고 차원에서 복수 자격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교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김이경･안지윤, 2017:
280).

정미경 외(2010: 240)에서는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원양성 및 임용 정책에
대한 현장 교사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은 현장과
연계 강화, 인성교육 강화, 교육방법론 교육 강화, 의사소통능력 강화, 시대 변화 반영,
실습･경험 강화, 사명감･헌신성 교육 등을 주로 요구하였다. 임용정책과 관련하여서는
교원 인성 및 자질 평가, 현장 적용력 평가, 인턴과정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5년 미만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도움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육대학과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도움이 되었으나, 교직소
양과 관련해서는 일반대의 과정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교육대학의 경우 교직소
4) 조사도구는 김이경･김현정･김지혜(2015)의 연구에서 제작한 설문 문항 총 48개 중 중등 교육과정 개편
과 관련하여 교원정책적 대응을 요하는 문항 8개를 도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전국 280개 중․고등학교 교
원 3,57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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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정미경 외, 2010: 307).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원양성교
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이해가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Ⅱ-13> 교원양성 및 임용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의 조사항목
출처

조사항목(문항)


이혜영
외(200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김이경･
안지윤(2017)





선생님께서 교직에 입문하여 수업 방법을 터득하는데 있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을 2개를 골라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대학의 양성교육
교육청･교원연수원 등에서 제공하는 연수
스스로의 시행착오
선배나 동료 교사의 도움
은사들의 수업방법
교과 연구 모임
장학지도
기타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양성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두 과목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 구현에 적절한 교원을 양성하려면 교원양성기관의 학과 및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과목이 신설･변경되는 경우,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을 변경해야 한다.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임용 단계에서 두 과목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
대해야 한다.

2) 보상 및 승진제도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은 조직이 그 구성원에게 제공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보상 수단 내지 욕구충족 수단이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 능력개발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윤정일 외, 2015:
297). 일반적으로 교원의 승진은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무성적 평정, 경

력평정, 연수성적 평정 및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원 승
진과 관련하여 교장임용제와 점수산정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승진 가산점제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한 유인책이나 보상책으로 활용되
면서 승진점수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장
웅(2014)은 최근 학교폭력 업무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기여교사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부산지역 초등교사 315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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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설문조사 결과 교원 변인(성, 교직경력, 직위, 교원단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원
들이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부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교사에게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으로 인해 학교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이었다. 엄문영(2018)은 심층면담을 토대로 교원들이 승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문
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 승진제도는 관리자의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견제･보완하는 장
치가 부족하여 긍정적인 교직문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교원에 대한 보상은 보수를 포함하여 교사들이 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총칭한
다. 여기서 보수(wage, salary)는 구성원이 조직체에서 수고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력
또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금전적 보상으로(서정화 외, 1995: 242) 봉급
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
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직무등급 또는 직위 포함)･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가리키며,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 4조).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체계는 동등한 학력과 자격 및 경력을 가진 경우 학교급, 성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일호봉제, 경력 연
한에 따라 봉급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단일호봉의 연공급 보수체
계는 특별한 재능, 능력을 가진 교원이 장점을 발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교원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며,
1999년에는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송기창,
2010).

성과급제, 보수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재훈(2018)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2000년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2017년에 연구자 자신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한 것으로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보수
가 과중한 수업부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2000년보다 2017년에 긍정적으
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들은 단일호봉제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2017년에 다소 낮아졌다. 셋째,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능력과 실

적을 가미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0년보다 2017년에 더 높아졌다. 넷째, 교원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교원보수체
계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2000년보다 2017년에 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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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제가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기여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보다 2017년에 더 높아졌다. 여섯째, 교원 업무의
양이나 책임, 난이도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과 교수･학습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교사에
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보수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각각에
대해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더 높으나 2000년보다 2017년에 찬성 정도는 더 낮아
졌다. 일곱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원의 보수지급을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
행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2000년보다 2017년에 더 높아졌다.

김경화･김재웅(2003)은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교원정책 개
혁과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추진성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원정책
은 교원양성 및 임용(교원 정년, 교원수급), 교원능력개발(교원연수, 승진), 교원근무조건
(보수제도, 업무부담, 후생복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대구광역시 초등교원 190명의 자료

를 분석한 결과, 교원정책 이해도는 보통 이상이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능력중심 승진체제, 성과급제도, 보수 인상 등에서
추진 성과는 미흡하며, 특히 하는 일에 대한 보상 즉 보수와 승진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
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김경화･김재웅, 2003: 324).
<표 Ⅱ-14> 보상 및 승진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의 조사항목
출처

조사항목(문항)

이혜영
외(2001)




나는 나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김규태･
이석열(2011)








성과급 제도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성과급 제도는 능력과 성과보다는 경력 서열과 교장 선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교직은 목표의 다양성과 결과의 모호성으로 성과관리와 평가가 난해하다.
분명한 목표와 결과를 강조하는 성과관리를 강조한다.
성과기준과 방법을 도입, 수업과 학교운영을 표준화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심리적 혜택이다.

김재훈(2018)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교원보수 수준
교원보수의 과중한 수업부담 반영 정도
교원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단일호봉제에 대한 인식
연공서열에 의한 교원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체계로의 전환
교원직무수행 평가의 결과를 교원보수체계에 반영
성과급제의 교직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도
교원 업무의 양이나 책임, 난이도에 따른 보수 차등지급
교수 학습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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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사항목(문항)









주당 수업시수 초과 시 초과수업 수당 지급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보수체계로의 전환
교원의 연수 실적을 보수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교원의 연구 실적을 보수에 반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석･박사학위 소지 교원에 대한 보수 우대 시 예상되는 문제점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
교원보수의 지역별 차별화 방안
교원보수체계 개편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3) 교육활동 보호5) 정책

최근 교육활동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육 주체
들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김은주, 2018: 168).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한국일보, 2017. 05. 14), 2012-2017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
한 교권침해 행위는 23,000건에 이르며 행위별로는 학생에 의한 폭언ㆍ욕설이 전체의
62.7%(14,7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방해 20.7%(4,88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2.0%(464건), 학생에 의한 폭행 1.9%(461건) 등의 순이었다. 교권침해 행위 건수는 2012

년 7,971건에서 2017년 2,574건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
거나 폭행행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도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2월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법제명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학교안전사고 책임에서 교원을 보호하여 직무수행의 안정성
을 도모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
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다
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 ⅲ-ⅳ). 2019년 3월에는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
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9).
5) 우리나라 교육관련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교권침해’라는 용어로 검색하면, 검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법률상 용어로는 ‘교
육활동 침해’가 보다 정확한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으로 명명
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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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는 교사의 사기와 열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이명주, 2017; 김은주, 2018, p.2에서 재인용). 박남기(2015)의 연
구에서도 차기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입법과제 1순
위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확대, 교원 각종 수당 인상, 교원
정년 환원 등 교원 사기진작 방안 시행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6).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최경실･주철안(2015)은 절반 정도의 교원이 최근 3년 동안 1∼
3회 정도의 교권침해를 경험하였으며, 여교사 및 공립학교 교사일수록 교권침해를 더 경

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은주(2018: 184)는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A교
육청의 소속 전 교사 대상, 6,116명의 응답 분석), 교권침해의 가장 큰 주체는 학생, 학부
모, 언론이며,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교사로서의 자존심, 신뢰 훼손 우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 미흡, 신
분상 불안으로 소극적 대응, 학교 관리자의 조정 역할 미흡, 주체들의 대처방법 또는 관
련 법령 숙지 미흡, 학부모 및 학생과의 신뢰관계 유지의 어려움, 교권침해여부 판단 곤
란 등으로 구분하였다.
4) 교원연수

우리나라는 지난 1972년 교원연수령(대통령령 6352호)이 제정되면서 시･도교육청 산
하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직무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산
하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신규교사, 교감 및 교장의 교육과 현직 교원들의 직
무연수 및 행정직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교원연수를 언급하는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혹은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원연수는 현직교사교육 혹은 현직교육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직교사교육은 직전교육, 교사양성교육에 대비되는 용어로
연수, 전문성 개발, 직원개발, 계속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으나, 국내 연구에
6) 박남기(2015: 135)의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교원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2012. 9). 제19대 국회 입법 및 차기 정부 교육정책 방향 수
립을 위한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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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원연수’ 혹은 ‘현직(교사)교육’이라는 용어가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박상
완, 2014).
현직교사교육과 관련하여 Darling-Hammond, Hyler, & Gardner(2017)에 따르면 “효
과적인 교사전문성 개발(Effectiv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ETPD)” 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교사의 지식과 실제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결과에 변화를 가져
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구조화된 전문적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효과적인 교사전
문성 개발(ETPD)은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교수 실제(instructional
practice)의 변화를 돕고, 교사의 지식 증진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제공되고 직무에 체화

된 활동의 산출물로서 전문적 학습으로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Darling-Hammond et al,
2017). 이 개념에 따르면 효과적인 교사전문성 개발의 초점은 학습자들의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에 변화를 가져 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교원연수와 관련된 연구의 시작은 1960년대 초였으나, 보다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된
것은 지난 2000년 중반을 전후하면서 부터였다(박상완, 2014). 이후 김병찬(2011)은 교
원교육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교원교육의 모형을 교사로서의 기본소양이나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결핍모형’, 교사의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성장 및

발달에 초점을 두는 ‘성장모형’, 사회변화 및 기술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도 변
화하므로 변화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변화모형’, 교사들이 학급
운영,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문제해결 역량
증진과 관련이 있는 ‘문제해결 모형’ 등 크게 네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구성주의적 접근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교원연수와 관련된 연구물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김병찬･
유경훈(2013)은 현직교육을 포함하여 교원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현직교육을 모종
의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송경오･허은정(2012)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
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연구 가운데 ‘교사의 공식적 학습기회’
효과에 관한 연구 24편을 토대로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수의 유형으
로는 교원 직무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수의 형태는 강의 또는 세미나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교사 참여, 교사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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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송경오･허은정, 2012).
박상완(2014)은 학술검색정보서비스를 통해서 검색된 200여편의 현직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현직교육 관련 연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현직교육
유형별로는 기관중심 연수가 학교나 개인중심 연수보다 현저하게 많다는 점,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현직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 교과분야별로
는 과학, 영어, 체육교과 분야 연구들이 다른 교과 연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상완(2014)의 연구에서는 현직교육의 개념 및
범위의 명료화, 학교 현장 중심의 현직교육의 확대, 현직교육 효과 개념의 명료화 및 효
과분석 연구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교원연수 혹은 현직교원교육과 관련된 조사문항은 교원연수라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연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
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연
수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김양분 외, 2014), 서울교육종단연구에서는 교사의 최근 1년
간 연수시간을 조사하고 있으며(박현정, 2010),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는 교수자의 특성
가운데 연수의 종류, 연수/도움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성기선 외, 2012).
5) 교원평가

교직사회에서 교원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교직에 적합한 지식, 기능
및 태도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수를 통하여 핵심역량과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주영효,
2017). 비교적 최근 들어 교직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되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해

될 수 있으나, 교직생애 동안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전문성
성장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교직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김
희규･주영효, 2016).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교원의 개별적인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05년부터
4년 간의 시범과정을 거쳐 2011년 2월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초･중등학교 교

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교육부, 2015). 동
제도는 기존의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된 적이 있는 승진과 성과급과 연계가 없는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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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향상연수 선정 및 평가지표별 자율연수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교원역량개발의 단
초가 되어 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은 동료 교원,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 먼
저,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의 경우 각 직종별로 평가문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초등 수석교사의 경우 2개 영역(교수연구활동지원, 학습지도), 5개 요소(수업지원, 연수‧
연구지원,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담임의
경우 2개 영역(학습지도, 생활지도), 6개 요소(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상담
및 정보제공,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1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Ⅱ-15> 참고). 이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역, 요소 및 지표는 각 직종별 특수
성이 고려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
사 및 전문상담 교사별로 상이한 영역, 요소 및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15> 초･중･고 일반교사(담임) 동료교원 평가 영역, 요소, 지표 및 문항
영역

요소
수업 준비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수업 실행

지표

문항

교과내용 분석

 교과 특성에 맞게 교재 내용을 충실히 분석한다.

수업계획 수립

 교과 내용과 특성에 맞는 수업계획(목표, 방법,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학습환경 조성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교사의 발문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는 확산적･개방적 발문을 한다.

교사ㆍ학생 상호작용

 학생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용한다.

학습자료 및
매체 활용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수업을 진행
한다.

평가 및 활용

평가내용 및 방법

 학생의 능력과 성취 수준에 적합한 평가 문항이나 도구를
활용한다.

상담 및 정보
제공

개별학생 특성 파악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진로ㆍ진학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건강ㆍ안전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 문제를 파악하고 지도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생활 및 또래 집단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언어, 예절 등)을 꾸준히 지도한다.

출처: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정책기획관 게시판 탑재자료(2018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문항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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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2개 영역(학습지도, 생활지도), 5개 요소(수업실
행, 평가 및 활용, 상담 및 정보제공,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13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2개 영역(학습지도,
생활지도), 5개 요소(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상담 및 정보제공,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공교육 신뢰회복(정수현, 2008
; 조규진, 2013)에 있는 만큼 교원의 지식･기능 및 태도의 변화를 시작으로 수업방법 변

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을 지지하는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자신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
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원평가와 관련된 조사도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조사
문항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술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통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예컨대, 박진옥･곽현석･김경성(2016)은 교사효
능감,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사전문성 개발 동기 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던 바, 교사
효능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
문성 개발 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원의 생애에 관한 논의
교사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연구는 교사가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다양한 경험을 거치
면서 어떻게 성장･변화하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로 김정원 외(2011)에서는 관련 연구들을
발달론적 관점과 생애주기 혹은 생애단계 연구로 구분하였다.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교사
의 ‘성장’이나 ‘성숙’을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목적
이 있는 반면, 생애주기 연구에서는 최종 도달 지점을 정해놓기 보다는 교사가 재직기간
동안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발달론적 관점은 다시 교육적(pedagogic) 관심이 성숙되는 시기를 최종 단계로 설정
한 교원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연구와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사로서 자아 성숙을 최
종 단계로 설정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김정원 외, 2011). 교원의 전문성 발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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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Fuller & Brown(1975)에서는 교사의 발달 과정을
‘생존에 대한 관심 단계’, ‘교수 상황에 대한 관심 단계’, ‘학생에 대한 관심 단계’로 설정

하였고, Burden(1980)에서는 ‘교직 첫 해’, ‘경력 2년에서 4년’, ‘경력 5년 이상’의 세 단
계로 구분하였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은 인지적 성숙의 차원에서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의 발달 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Watt(1980)는 교사 발달 단계를 ‘생존 단계’, ‘중간 단계’, ‘숙련 단계’로 구분하였고, Oja
& Ham(1984)은 ‘관례적 교사 단계’, ‘이행기적 교사 단계’, ‘목표지향적 교사 단계’, ‘자

기규정 교사 단계’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교사 발달 단계를 ‘직전교사’, ‘초임교사’,
‘발전교사’, ‘실습교사’, ‘숙련교사’로 구분한 김정규･권낙원(1994)을 예로 들 수 있다.

생애주기 연구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사가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정한 단계
로 변화한다는 단선적 생애단계 모형과 교사의 경력 개발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한 연령 단계에서 여러 수준
의 특징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 복합적･역동적 생애 모형이다(김정원 외,
2011). 단선적 생애 모형의 예로 Webb & Sikes(1989)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21-28세)’, ‘30대 과도기(28-33세)’, ‘정착기(33세-44세)’, ‘중년 전환기(40

대-55세)’, ‘중년기(55세-퇴직)’의 5단계로 교사의 생애단계를 구분하였다. 복합적･역동
적 생애 모형의 예로, Burke et al.(1987)는 ‘교직 준비 단계(pre-service)’, ‘교직 입문
(introduction)

단계’,

‘역량

구축(competency

building)

단계’,

‘열정적

성장

(enthusiastic and growing) 단계’, ‘좌절(career frustration) 단계’, ‘안정적 침체(stable
and stagnant) 단계’, ‘직업 활동 축소(career wind-down) 단계’로 구분되는 교사 경력

사이클 모델(teacher career cycle model)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교사발달 연구는 대부분 생애단계 연구로 교사발달과 생애단계를 구분하지 않
고 교사가 경력을 쌓아가면서 경험하는 과정을 교사 생애단계로 규정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1).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생애단계를 ‘생존’, ‘성장’, ‘성숙,’ ‘승진지향’, ‘좌절’,
‘안정･침체’(김윤호, 2007; 윤흥주, 1996; 조대연, 2009)의 단계나 ‘입문･수용’, ‘능력 구

축’, ‘열중･성장’, ‘안일･안주’(강경석･김영만, 2006)로 구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김
병찬(2007)은 퇴임 교사들을 면담하여 ‘시행착오기’, ‘좌절･성장기’, ‘발달기’, ‘성숙･안정
기’, ‘회의･혼란기’, ‘소극･냉소기’, ‘초월･격리기’의 7단계의 생애단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 교사들의 특징으로 “스스로 발달”하여 일찍 성숙하여 “조로 현상”을 보이며,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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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며 기존의 상황에 “적
응력”이 커지는 과정으로 발달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김정원 외(2011)에서는 조직 내 역
할 변화와 교육적 관점 변화의 두 차원에서 교사의 생애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조직 내
역할 변화에 따라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로 구분하였고, 교육적
관점 변화에 따라서는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로 구분하였다7).

2

국내･외 교원 대상 조사

가.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TALIS는 OECD에서 주관하는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교원설문조사이다.
TALIS는 기존의 OECD 지표 사업이 학생의 학업 성취 등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직 환경 및 교수-학습 등 교사와 관련된 교육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2008년부터 시작되어, 5년을 주기로 하여 현재 TALIS 2018이 진행되고 있다(허주 외,
2016, 이동엽 외, 2018a). 1주기(2008년)에 23개국, 2주기(2013년)에 34개국, 3주기
(2018년)에 48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중학교 교원(교사와 교장)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3주기부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는 1주기와 2주기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하였고, 3주기에는 초등학교 수준 참여
를 결정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00개 학교에서 학교별로 20명의 교사와 교
장 1명을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TALIS는 교원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를 수집･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주기 조사부터 3주기에 이르기까지 우수교사 확보(1
영역), 유능한 교사의 유지(2영역),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3영역), 교사의 효과성에 영
향을 미치는 학교 정책(4영역), 교사와 교수의 질(5영역)의 5개의 설문영역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3주기 TALIS 2018에서는 혁신(innovation)과 다문화 및 다양성
(cultural diversity)라는 새로운 주제가 추가되어 총 11개의 주제가 선정되었다([그림 Ⅱ
7) 교원의 생애 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박소영 외(2017)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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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TALIS 2018의 주제는 초점(focus)와 수준(level)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

되었는데, 초점은 주제가 교사의 전문적 특성 혹은 교육학적 실천과 관련된 정도에 따른
구분이고 수준은 주제가 학교 차원의 제도적 논의인지 혹은 개인 차원의 교사 수준의
논의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혁신과 다문화 및 다양성은 학교와 교사 수준에 걸쳐 있는
범주제(cross-cutting) 이슈로 제시하였다(허주 외, 2016, 이동엽 외, 2018a).

[그림 Ⅱ-1] TALIS 2018 개념틀
출처: 허주 외(2016), p.21

이러한 개념틀을 바탕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문항목을 정하
게 된다. 그 결과 TALIS 2018에서는 배경 정보 및 자격, 현재 업무, 전문성 개발, 피드백,
일반적인 수업, 대상학급에서의 수업, 학교문화 및 만족도,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수업)의 주제가 포함되었다. TALIS 2018의 세부적인 주제는 <표 Ⅱ-16>에 제시하였다.
<표 Ⅱ-16>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TALIS 2018 설문항목
항목

배경 정보 및 자격

주제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자격 수준 및 준비 정도
교직 입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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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48

주제

현재 업무












고용형태
고용형태(시간제)
근무경력
다른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
총 교직 경력
특수교육 자격
담당 교과목
총 업무 시간
업무 시간 - 수업
업무 시간 - 수업 외

전문성 개발











신규교사 교육 참여 여부
신규교사 교육 유형 - 근무 학교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
전문성 개발 활동 주체
전문성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전문성 개발 활동 성과
전문성 개발 요구(주제)
전문성 개발 활동 저해 요인

피드백





피드백의 유형과 주체
피드백의 (전반적) 영향
피드백의 (항목별) 영향

일반적인 수업











수업에서의 개인적인 혁신
학교에서의 혁신
교수-학습(수업)에 대한 구성주의적 신념
협동적 활동에 대한 참여
자기효능감
인지적 활동
학급 관리
교수-학습(수업)의 명확성
교사에 대한 지원

대상학급에서의 수업















대상학급 학생의 특성
대상학급에서의 특수교육
대상학급의 교과목(수업)
대상학급의 학급 크기
대상학급에서의 수업 시간 배분
대상학급의 특수성
대상학급에서의 자율성 만족도
대상학급에서의 학생들 학업태도
대상학급에서의 교수법
교수법-지원
교수법-피드백
교수법-평가
대상학급에서의 수업 저해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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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제

학교문화 및 만족도











학교풍토
교사-학생 관계
학교 리더십에 대한 인식
직장 내 웰빙 및 스트레스
업무량, 학생 생활 및 교수-학습(수업)에 따른 스트레스
교직과 본교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가치관 및 정책 영향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수업)






다문화 및 형평성에 대한 인식
학교(본교)의 다문화 풍토
다문화 환경에서의 자기효능감
다양성에 대한 관점 및 본교에 대한 신념

출처: 허주 외(2016), pp.36-38

TALIS는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원과 교수-학습 실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지만, 동일한 교원을 추적하여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성
이 있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문조사 항목과 문항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이나 학교 풍토, 문화와 같은 현재 국내 상황이나 학교와 교사가 당면한
이슈들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National Teacher and Principal Survey(NTPS)8)
National Teacher and Principal Survey(이하 NTPS)는 미국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미국의 교육 상황에 대한 다양
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이다. NTPS는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이하 NCES)에서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하였던 Schools
and Staffing Survey(이하 SASS)를 재설계한 것으로 SASS의 세 가지 목적, 유연성
(flexibility), 시의 적절성(timeliness), 다른 교육부 데이터와의 통합성(integration)에 기

반하고 있다. NTPS는 2년을 주기로 하여 교사와 교장의 양성, 수업, 학교 특성, 교사와
교장의 인구배경학적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핵심 모듈(core module)과 추

8) NTPS 홈페이지. https://nces.ed.gov/surveys/ntps/index.asp. (2019. 02. 0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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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으로 전문성 개발, 근무 조건, 평가 등과 같은 시기별로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는 순
환 모듈(rotating module)을 4년 마다 실시한다. NTPS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교사단체,
법률가, 연구자, 언론인 등 공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공개하고 있다.
NTPS의 조사대상은 미국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와 교장으

로 2013-2014년 공립학교 데이터(Common Core of Data: CCD)를 기준으로 학교를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우편조사
와 인터넷 조사를 병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전화조사와 면대면 조사도 추가적으로 실
시한다. NTPS는 다음의 네 개의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교사 명단 양식(Teacher Listing Form, 이하 TLF): 표집으로 선정된 각 학교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교사 명단을 작성하게 되는데, 실제 설문조사가 각 학교에서 작성한
TLF에 기록된 교사를 표집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 수업을 담당하는 전일제 교사와 파트타임 교사만 포함하고, 성명, 담당 교과목, 근
무 조건(전일제/파트타임),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게 된다.
② 학교 설문지(School Questionnaire): 학교 설문지는 학교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정보, 학교직원 정보, 지역사회 서비스 요건, 특별 프로그램과
서비스, 차터스쿨 정보, 연락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정보는 교육과정, 등록학생의
수, 출석률, 학교 시간표, 수업 일수, 학교 풍토, 제공 서비스의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직원 정보에는 학교 전체 교사의 수, 교사의 인종 구성, 직원 유형별 수, 지원 인력
수, 신규교사의 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요건에는 학위 수여 여부,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
그램 수, 유치원 전 단계 학생 지원, 급식 프로그램, Title I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
③ 교장 설문지(Principal Questionnaire): 교장 설문지는 교장 경력과 훈련, 목표와
의사결정, 학교 풍토와 안전, 근무여건과 교장 인식, 학생 성장과 교사 평가, 교장의 인구
배경학적 정보, 연락 정보의 7가지 영역에서의 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교장 경력
과 훈련에서는 교사 상력, 관리자 경력, 연수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이전 경력 여부, 자격
증 소지 여부, 교직 경력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와 의사 결정은 10가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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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9)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목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풍토와 안전은
학교 내 폭력 횟수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정도, 교사의 학생 지원(학업지원, 사회적･정서
적 지원) 정도에 대한 것이며, 근무 여건과 교장의 인식은 교장의 학교활동, 학교 과업에
사용하는 시간의 분포, 근무일수, 단체협약 가입 여부, 교장의 만족도 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 성장과 교사 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된 정도, 교사평가의
근거(교장이나 동료교사의 관찰, 동료평가, 혹은 자기평가), 교사평가 결과의 활용 유형
(교사의 전문성 혹은 경력 개발 관련 의사 결정, 저성과를 보이는 교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포함하며, 교장의 성별, 인종, 출생연도, 연봉 등을 인구배경학적 정보로 조사하고 있다.
④ 교사 설문지(Teacher Questionnaire): 교사 설문지의 조사항목은 일반 정보, 수업
조직, 교육과 훈련, 자격, 초기 교직 경험, 교사 근무여건, 학교풍토와 교사 태도, 고용정
보와 배경, 연락 정보의 9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정보는 교사의 고용형태,
수업 시간, 과거 교직경험 등을 포함하고 학급 조직은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여부, 교과 담당 여부, 테크놀로지 활용,
학급별 학생 수, 총 학생 수, 교과목별 수업 시수, 총 수업 시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
과 훈련 영역은 학위 종류와 이수 년도, 전공분야, 복수(혹은 부) 전공 이수 여부, 석사
학위 소지 여부와 취득 연도, 교수법에 대한 학위 과정 이수 여부, 교육실습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격과 관련해서는 교원 자격 이수 여부, 현재 자격 유형, 다른 교사 자격
증 소지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기 교직경험은 교직 전 경험, 교직 첫 해의 준비
도, 교직 입문 프로그램 이수 여부, 멘토 교사의 배정, 교직 첫 해의 받은 지원 경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근무 여건은 주당 근무시간, 주당 수업시간, 학교 활동에 할애
하는 시간,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학급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개인 비용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학교 풍토와 교사 태도는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영향력이나 결정
권 정도, 학교 분위기 및 학교문제에 대해 인식(동의)하는 정도, 교장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 교직 지속 여부,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고용 정보는 방학 동안 근무 여부 및 근무

9) 10가지 교육목표는 ① 기본 문해력 기술 개발-읽기, 산수, 쓰기, 말하기, ② 학문적 수월성 장려, ③ 후기
중등교육 준비, ④ 직업 기술 증진, ⑤ 훌륭한 작업 습관, 자기 훈육 증진, ⑥ 개인적 성장 증진(자존감,
자기이해 등), ⑦ 인간관계 기술 증진, ⑧ 도덕 가치 증진, ⑨ 다문화 이해 증진, ⑩ 종교적, 영적인 발달
증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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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보수 정도, 보수 외의 금전적인 지원, 연금, 교원단체 가입 여부, 성별, 결혼여부,
인종, 출생 연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NTPS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교사와 교장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NTPS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인 예로, 교사-학습의 질, 학교경영, 교사의 질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최신 정보 통
신 기술을 활용해서 교수-학습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NTPS 데이터를 포함한 국가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신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NTPS
데이터는 연구자로 하여금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학년별, 지역별, 인구배경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지막으로 NTPS에서는 교사의 인구배경학적 정보, 교육배경, 교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과
목, 교직 경험과 같은 교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교와 교육
구(school district)에서 어떻게 교사를 모집하고 숙련된 교사의 고용을 유지하는지에 대
한 정보도 NTPS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 Beginning Teacher Longitudinal Study(BTLS)10)
앞에서 살펴본 TALIS와 NTPS가 교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사
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조사 모두 종단적 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의 한 예로 미국 NCES에서 실시한 Beginning Teacher
Longitudinal Study(이하 BTLS)를 들 수 있다. BTLS는 2007-08년도에 실시한 SASS에서

인터뷰한 공립 초･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초임교사들을 하나의 코호트로 구성하여
2011-12년까지 추적･조사하였다.

교사의 교직 근속(retention)이나 이동(mobility)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연구 결
과가 서로 일관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2년 정도 교사를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경력 개발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BTLS에서는

10) BTLS 홈페이지. https://nces.ed.gov/surveys/btls/ (2019. 02. 0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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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교사 집단을 5년 동안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하였다. BTLS는 교사의 나이,
성별, 인종과 같은 개인특성과 직업만족도와 같은 태도변인, 연봉, 교직 첫 해에 멘토 교
사가 배정되었는지 여부, 교사자격증 종류, 최종 학위와 같은 교사와 관련된 정보 뿐 만
아니라 지역규모, 학교풍토와 같은 학교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교직에 계속 남아있는 교사와 교직을 떠난 교사, 다른 학교나 교육구로 전보한 교사 정보
를 제공하여 교사의 근속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007-08 SASS에 응답한 공립학교 초임교사 중 2,100명이 자료 수집 첫 해에 응답하

였고, 이 중 1,990명이 최종 표집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조사 첫해는 설문지를 통해서 자
료를 수집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몇 가지 연구 결과를 요
약하면, 조사대상 중 10%의 교사가 다음 해인 2008-09년도에 교직을 떠났으며,
2009-10년도에는 12%, 2010-11년에는 15%, 2011-12년에는 17%로 그 비율이 점차 증

가하였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해 연봉이 40,000불 이상이었던 교사의 97%가
그 다음해에 교직에 머물렀던 반면, 연봉이 40,000불 미만이었던 교사의 87%가 교직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봉에 따른 근속에 있어서의 차이가 5년간의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첫 해에 멘토 교사가 배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해에 교직에 머무르는 비율이 92%와 84%로 나타났고 이 차이 역시
5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멘토 교사가 초임교사의 교직 이탈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종 학위가 학사인지 석사인지 여부는 초임교사가 교
직을 유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ay, Taie, &
O’Rear, 2015).

라. 서울교원패널(가칭)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원
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해서 서울교원패널(가칭)을 설계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박소영 외(2017)에서 조사 항목과 설계에 관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박상현 외(2018)에서 종단적 자료 구축을 위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서울교원패널은 교원의 생애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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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성장과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교원의 활동과 성장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학교, 정책･제도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
이 있다.

[그림 Ⅱ-2] 서울교원패널 연구모형
출처: 박상현 외(2018), p.90

서울교원패널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그림 Ⅱ-2]와 같다. 교사의 성과 변인으로서 객
관적･인지적 성취도 수준을 나타내는 역량과 주관적･심리적 측면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
내는 웰빙(삶의 질)을 교사의 질(quality)를 나타내는 두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교사
의 역량과 웰빙은 개인 및 가정 배경, 학교, 정책 및 제도와 같은 특성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특성 변인들이 교사가 느끼고
행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활동을 통해서 역량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 및 가정 배경, 학교, 정책 및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과
여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활동이 교사의 역량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조사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구체
적인 내용은 <표 Ⅱ-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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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7> 서울교원패널(가칭) 조사 항목 체계
영역
상위

하위 요소

중범위

인구통계학적 배경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수
가구총소득수준

현재 근무정보











학교급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교원자격 소지자격증
직위
담임여부
담당과목
담당학년
근무지역
정책대상학교여부

교직정보








교직경력(휴직 기간 등 포함)
교직선택동기
교직관
교직이수경로
교사자격(단일/복수)
자격취득경로

교직태도






(교원) 사기/열의
교사효능감
소진 및 스트레스
소속감

교원




학교장의 리더십 및 교수활동지원
교사들 간의 관계

학생




학생들의 비행 및 일탈, 학교폭력 수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학부모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업무별 (월간) 근무시간 비중
업무별 부담감

교원정책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연수제도
교원 임용 및 인사제도
성과상여금제
교권보호

학교정책





민주적･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
학교 및 교원의 자율성 강화
행정업무 효율화

특성

학교풍토

업무 비중 및 부담

정책 및 제도
(이해도,
중요도,
실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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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상위

하위 요소

중범위

전문성 개발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단위학교중심연수
개인자율연수

여가




활동별 (월간) 여가 시간
활동별 만족도

역량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업 (Collaboration)
창의성 (Creativity)

요인별
직무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관리의 공정성
복지후생제도

생활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전반적) 직무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생활만족도

활동

(교사) 질
웰빙
(삶의 질)

출처: 박상현 외(2018), pp.98-99

또한 박상현 외(2018)에서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였는데,
설문대상의 범위, 표본 추출 방법, 조사 방법, 시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학교의 설립유형, 교원의 유형(평교사/
관리직, 정규직/비정규직) 등을 고려하여 설문대상을 정해야 한다. 표본 추출에 있어서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서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를 추출해서 해당 학교의 전체 교원을 표본
추출하는 방법과 경력과 같은 기준을 이용해서 개인별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
였다. 또한 패널조사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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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조사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와 설문문항의 내용에 따라 조사
방법이 정해져야 하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 사업 기간,
시행 주기, 시행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력별 코호트(1년
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25년차)를 구성하여 단기간(6년 정도)에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방안과 15년 정도의 장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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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

개념모형 및 조사도구 개발

개념모형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과 교사와 학교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교사의 어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개념모형과 조사항목, 문항을 도출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개념
모형과 조사항목의 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우선 선행연구 검토와 전
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개념항목과 조사항목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11)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432명의 교사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와 개인에 관한 기본 정보는 <표
Ⅰ-3>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설계와 관련되는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시행, 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과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표
Ⅰ-2> 참고). 이 중 첫 번째 영역인 조사 설계와 관련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영역에서는
초안으로 제시한 조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보완(수정/삭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
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한 비율은 10% 내외
였다([부록 2] 참고). 또한 서술형으로 남겨진 보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합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교사, 교
감 및 교장, 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 전문가를 대상(총 47명)으로 델파이 조
사12)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델파이 조사에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교원종단
연구의 개념모형과 조사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
11) 설문조사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고, 결과 중 일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2) 델파이 조사지는 [부록 3]에, 델파이 조사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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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로 평가하도록 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술형으로 의견을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한 결
과를 기술통계(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와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
하 CVR)을 산출하였다. [부록 4]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각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의
비율의 최소값은 0.66으로 내용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서술형으로 남겨진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념모형과 조사항목을 수정하고 최
종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목적을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이 교사로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 교
사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때 가
장 중요한 질문은 교사의 어느 측면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를 파악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정확하게는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
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교사의 자질 혹은 교사의
전문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교사의 자질, 전문성은 교사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져왔고,
최근에는 역량의 관점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역량에 대한 강
조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와 ‘교육
2030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DeSeCo 프로젝트는 OECD가 1997년부터 2003

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로, 역량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후 OECD는 DeSeCo 프로젝
트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DeSeCo 2.0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이상은 외, 2018; 최수진 외, 2017).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미래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학습 개념틀
(learning framework)로 범주화 하였다([그림 Ⅲ-1] 참고).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역

량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
게 요구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강조는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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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
출처: OECD(2017); 최수진 외(2017), p.62에서 재인용

교사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전문
성 혹은 역량의 영역을 공통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교사의 지식, 능력, 신념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조동섭, 2005; 허주 외, 2018, p.24에서 재인
용). 지식은 교사 전문성의 인지적 차원으로, 교사의 교과 내용과 교수 방법, 일반 교육학
지식 등과 같은 지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능력은 수업수행, 학급경영, 학생상담과
같은 교사가 실제로 교직의 주요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신념은 교직 적･인성, 교직관, 소명의식과 같은 교사의 가치와 태도 등을 포괄적으로 포
함하는 정의적 차원에서의 교사의 전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전문성의 세 가지 차
원은 교육 2030에서 정의하는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의 범주와 유사하며, 이는 교사에
게 요구되는 자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교사 전문성의 세 가지 차원을 참고하되, 국가 수준의 종단연구
에 적합한 특성을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사의 특성변인을 설정함
에 있어서 설정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은 교사의 특징과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실시되는 종단조사에 적합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보고 방식의 조사를 통해 교사의 지식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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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구의 문항을 통해서 실제 교사의 지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도 평가처럼 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의 정답이
나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종단 연구는 특정 학교급이나 특정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고,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매년 반복해
서 조사를 실시하는 종단조사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방식이 현실적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식을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정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것도 지식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 경우 실제 교사의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혹은 신념을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합
하지 않다고 보았다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성의 영역 중 정의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의 가
치,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사의 교직수행의 세 가지 차원을 도식화하면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교사의 교직수행의 세 가지 차원

13) 자기보고식 역량검사의 문제점 및 한계는 권희경 외(2018)에서 ‘질문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방식의 개인
차’,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개인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근거한 응답 왜곡’, ‘응답 양
식에 의한 오류’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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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치는 교사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과 교직
에 대한 가치판단과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태도는 현재 교직에 종사하면
서 자신의 직업과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 혹은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고,
교직경로 설정, 교사 효능감, 직무만족도, 소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하위 요소로 포
함하였다. 가치에 포함된 교육관과 교직관이 당위의 개념을 포함하는 반면, 태도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가치와 태
도를 통해서 교사 전문성의 정의적 차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면, 마지막으로 행동을 통
해서 교사의 교직수행 과정에서의 실제 활동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사의 교직수행 과
정에서 행동으로 포착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직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 요소로 수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또한 교사들은 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
면서 자기 연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성 개발 활동을 행동의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은 서로 밀접하게 관
련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즉, 교사의 가치와 태도에 따라서
교사가 수행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반대로 교육활동과 전문성 개발 활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교사의 가치와 태
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면서 형
성하게 되는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교사의 성장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어느 직업이나 처음 입문한 초보자는 직업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조직에 적응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직도 마찬가지로 초임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학교와 교직에
적응하면서 성장･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을 교사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미 학생으로서 학교와 교사들을 경험하였고, 교육실습 등의 경험을 통해서
나름의 교육관, 교직관을 가지고 교직에 입문하기 때문에 백지상태로 입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교직을 수행하면서도 기존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사고체계와 가치관에 근거하여 비판적,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교사마다 각
기 다른 양상으로 교직에 적응하고 서로 다른 교사로 발달하게 된다.
또한 교사문화는 교직사회에서 공유되는 태도, 가치, 신념, 습관, 가정 및 행동 방식을
의미하는데(Hargreaves, 1992), 교사문화는 교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직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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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사와 교직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류방란･이혜영, 2002). Lortie(2002/2017)는 교직사회의 특성을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지향성으로 정의하였고, 국내 연구에서도 이를 교직사회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
적이다(류방란･이혜영, 2002; 이혜영 외, 2001; 황기우, 1992). 그러나 기존의 교사문화
를 탐색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일회성의 설문조사나 면담･관찰을 통해서 특성의 일부를
기술하거나 확인하는데 그친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논의
는 부재하였다(이혜영 외, 2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개인의 가치와 태도, 행동
속에서 교직사회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지를 종단연구를 통해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교원종단 연구의 개념모형은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교원종단 연구의 개념모형

[그림 Ⅲ-3]에 제시되었듯이,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교사가 교직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조직 내･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맡은 업무, 학교문화 및 분위기, 그리고 동료
교사, 교감 및 교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같은 구성원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범
위를 넓혀서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교육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은 교사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의 정의적, 행동적 차원의 특성은 학생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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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적 성취, 더 나아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효능감은 학생의 동기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서현･김이경, 2015; 신은수, 2000; 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Ross,
Hogaboam-Gray, & Hannay, 2001; 권순구 외, 2016, p. 470에서 재인용), 교사의 직

무만족도는 교사의 행동, 신념, 교사-학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종백･김준엽, 2014; 전수빈･안홍선, 2015; Chapman, 1983; Guarino et al., 2006).

따라서 현재 교사가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전
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교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질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인적･구조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의 교직수행과 관련된 가치, 태도,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
어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조사항목 및 변인

개념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교원종단 연구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의
조사항목과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표 Ⅲ-1>과 같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영향요인은
교사 개인수준과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을 배경과
과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교사의 배경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구사회
학적 배경 정보와 교직선택 동기와 시기, 교직 입문 경로 등을 포함하는 교직입문 관련
정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 담당 학년 및 교과, 담임여부 등을 포함하는 현재
근무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과정요인으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업
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 비중, 스트레스를 포함하
였다.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은 근무학교의 유형, 설립유형, 소재지와 같은 학교정보를 포함하
였다. 학교수준의 과정요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문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서 교사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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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였다. 개념모형에 제시된 사회수준의 영향요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항목으로 포
함하지는 않았지만, 학교문화의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과 지
역사회 협력 등의 문항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서 시･도교육청 혹은 국가 수준의 정책의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
의 가치,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소영역과 세부항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1>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항목
영역
대영역

중영역

인구사회학적
배경

교사
특성

배경
교직입문 관련
정보

현재 근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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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소영역


성별



연령



학력(교직입문 당시/현재)



결혼상태



맞벌이 여부/부부교사 여부



자녀유무



소득수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1년 이상) 거주 경험 여부



교직선택시기



교직입문 당시 학력



교직선택동기



교원자격 취득경로



교원자격 (단일/복수)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대학 졸업 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린 기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강사 등)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교직경력



현재 학교 근무기간



담임여부



담당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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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영역

중영역

과정

배경

학교
특성

업무수행

학교정보

학교문화

과정

구성원 간의
관계

교육관
교사의
교직
수행

가치

교직관

태도

세부항목

소영역

교직경로 설정



담당학년



담당업무 (업무분장)



전출 희망 여부



교원단체 가입 여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업무수행 결정 권한



업무수행 비중



업무수행 스트레스



근무학교 유형



근무학교 설립 유형



근무학교 소재지



혁신학교/연구학교 여부



근무학교 소재지 지역 가산점 해당사항



학교규모



학생의 구성



교사 간 협력



업무분장 및 보상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혁신풍토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학생 관계



교사-교사 관계



교사-교장(감) 관계



교사-학부모 관계



학생-학생 관계



지식의 본질: 절대성 vs. 상대성



교육과정: 보편성 vs. 특수성



학습능력: 선천성 vs. 후천성



교육목표･방법: 수월성 vs. 형평성



미래 교육: 유지 vs. 변화



교직의 특징



교사 집단의 특징



정년에 대한 계획



희망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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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영역

중영역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소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교육활동
행동
전문성
개발 활동

3

세부항목

소영역


교수/평가



학생지도/학급운영



전반적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박탈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승진 및 보상제도



교육활동보호정책



교원연수제도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활동



평가



참여실태-유형



참여실태-주제



필요성 및 요구

조사도구

이 장에서는 각각의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정의와 일부 문항을 예시 문항으로 제시
하였다(전체 문항은 <부록 5> 참고).

가. 교사특성
1) 교사배경

가) 인구사회학적 배경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중 교사의 교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맞벌이/부부교사 유무, 자녀유무, 소득수준, 출신 고등학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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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Lortie(2002/2017)는 인터뷰
를 통하여 교사의 성별에 따라서, 특히 여성 교사의 경우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교직에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결혼 및 육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이 교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박찬주･심춘자, 2002; 박상현 외,
2018, p.101에서 재인용). 맞벌이 여부는 가계 소득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 부부가 모두

교사인 경우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교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Boyd et al.(2005)는 교사들이 자신의 출신지역
과 유사한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하며 이러한 선호가 교사들을 교직에 입문하도록 유
인하고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사들이 출신 지역에 따라서 현재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특별･광역시/중소도시/읍･면지역)와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나) 교직입문 관련 정보
교사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교직을 선택하였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교직에 입
문하였는지에 따라 교사가 교직에 적응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
로 보았다. 교사의 배경요인 중 교직입문 관련 정보로서 교직선택시기, 교직선택동기, 교
원자격 취득경로, 교사자격(단일/복수)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교직선택과 관련된 동
기는 능동적, 물질적, 수동적 동기(조남근･양윤종, 1998) 혹은 내재적, 이타적, 외재적 동
기(신정철･송경오･정지선, 2007)로 구분하여 제시되는데, 교직선택 동기에 따라서 교사
의 직무수행, 직무만족도나 효능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주연,
2006; 이쌍철･김혜영･홍창남, 2012; 권보영, 2013; 박상현 외, 2018, p.102에서 재인

용). 본 조사에서는 신정철 외(2007)의 분류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좋아서’, ‘가르치는 일
이 좋아서’를 내재적 동기로,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어서’를 이타적 동기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정된 수
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된 신분(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예: 근무시간,
공휴일, 방학,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함 등)이 좋기 때문에’를 외재적 동기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항목별로 해당 동기가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정도를 4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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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혀 미치지 않음’, ‘미치지 않음’, ‘다소 미침’, ‘매우 크게 미침’)로 표시하도록 문항
을 구성하였다.
이 외에 다른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졸업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다시 입학
하는 경우나 다른 직업에 종사했다가 교직에 입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
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와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14)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임용고시 경쟁률이 높아지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 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까지 걸린 기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강사 등)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
간을 교직입문 관련 정보로 포함하였다.

다) 현재 근무정보
교사의 현재 근무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교직경력, 현재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였다. 또한 담임여부, 담당교과, 담당학년, 담당업무(업무분장), 교원단체 가입 여
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2) 교사과정

가) 업무수행
교사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교직수행과 관련된 가치, 태도,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교사
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결정 권한의 정도, 업무의 항목별 비중(시간), 업무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교사특성의 과정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업무를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교육공무원
법 등과 같은 법류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법무적 접근과 교사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에
근거하여 정의하는 과업적 접근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이
윤식, 2019).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결정 권한, 비
14) TALIS 2018에서도 동일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이동엽 외, 2018a: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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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것이 교사의 업무수행을 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고,
정미경 외(2010)에서 제시한 교과지도, 교과 외 활동지도, 생활지도, 학급 경영 및 학교
경영 지원, 학부모 및 대외관계, 전문성 신장을 교사의 주된 업무로 정의하였다.

(1) 업무수행 결정 권한

우선 교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사가 얼마나 많은 결정 권한이 교사 개인에게 있
다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동엽 외(2018b)는 TALIS 2주기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 수준의 학교 자율성 수준이 교사
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고, 우리나라의 학교 자율성이 다른 국가
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혔다. 따라서 교원종단 연구를 통해서 교사들이 실제
결정 권한이 얼마나 교사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직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러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TALIS 2018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결정 권한의 정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
여, 교사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이동엽 외, 2018a: 195). 본 연구의
조사도구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내용 결정’, ‘교수방법 결정’, 평가방법 결정’,
‘학생 생활지도’, ‘행정업무(수업시수 결정,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교사의 결정 권한 정

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체화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매우 동의함’)로 표시하도록 문항을 구

성하였다.
(2) 업무수행 비중

실제 교사가 어떤 종류의 업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하였는지를 통해서 교사의 업
무수행의 비중을 양적으로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종단연구를 통해서 초임교사가
교직 경력이 쌓여가면서 시간 할애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정미경 외(2010)의 분류에 근거하여 교과지도(수업준비, 수
업, 학생평가), 교과 외 활동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학부모 상담, 회의참석, 행정업
무, 기타로 구분하여 최근 일주일간 각각의 항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였는지를
표시하여 총합이 100%가 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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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스트레스

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분야의 업무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는 교사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업무수행 비
중이 양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면,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업무수행 비중과 마찬가지로 종단연구의 특성상, 입직 초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이 교직 경력이 축적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TALIS 2018에서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데(이동엽 외, 2018a: 204), 본 연구의 조
사도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우리나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정미경 외(2010)의
분류에 근거하여 업무를 교과지도, 교과 외 활동, 생활지도, 행정업무로 구분하였고, 학
교에서 맺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항목으로 추가하여, 각 항목별 스트레스의 정
도를 4점 척도(‘전혀 안 됨’, ‘어느 정도 됨’, ‘상당한 정도로 됨’, ‘아주 많이 됨’)로 표시하
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나. 학교특성
1) 학교배경

가) 학교정보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무학교의 학교급(초등,
중등, 고등), 근무학교 설립 유형(국공립, 사립), 근무학교 소재지(특별･광역시/중소도시/
읍･면지역), 연구학교/혁신학교 여부, 학교규모, 학생의 구성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였
다. 학교규모는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소규모/중소규모/대규모로 구분하였다. 학생의
구성은 TALIS 2018의 문항(이동엽 외, 2018a: 193)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현재 담임 혹은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다문화 학생(탈북 학생 포함), 기초학력수준 미
달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취약계층 학생(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의 비율을 각
각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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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과정

가) 학교문화
학교문화는 학교 “구성원이 학교 조직 내에서 경험하는 총체적 조직 환경의 질”(윤정
일 외, 2015: 134)을 의미한다. 학교문화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교육 행정학 문헌들을
살펴보면, 양적으로 측정하여 유형화하는 연구로는 학교풍토 연구와 학교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꼽을 수 있다(윤정일 외, 2015; 진동섭·이윤식·김재웅, 2011; Hoy & Miskel,
2012/2013). 먼저 학교풍토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행동과 교사의 행동이

얼마나 개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중심으로 학교의 문화 유형을 구분하는 흐름이 있
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Halpin & Croft(1962)에 의해 개발된 조직풍토기술척도
(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questionnaire: OCDQ)에 의한 연구나, 이를 개정

한 Hoy & Clover(1986)의 OCDQ-RE 연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Hoy &
Miskel, 2012/2013, pp. 237-241). 이때 개방성은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교사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지원적·협력적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iles(1969; 윤정일 외, 2015, p.138에서 재인
용)는 조직이 자체 유지능력을 가지고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며, 조직의 높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직 건강
(organizational health)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Hoy, Tarter, &
Kottkamp(1991)는 제도적, 행정적, 교사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며, 기능적 필요를 충족

하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하는 학교를 건강한 학교(healthy school)라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제도적 위상, 교장의 동료적 리더십, 교장의 상위 기관
에 대한 영향력, 교사 간 협력, 학업적 강조, 자원의 풍족함이라는 6개 하위 영역을 중심
으로 측정하고 있다(Hoy, n.d.a15); Hoy & Hannum, 1997).
이상과 같은 학교풍토 또는 학교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
에서는 학교문화를 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
는 조직의 분위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은 교사 간 협력, 업무
분장 및 보상,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혁신풍토,
15) Hoy, W. K. (n.d.a). OHI-M: The organizational health inventory.
http://www.waynekhoy.com/ohi-m/ (2019. 10. 0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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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장의 리더십을 포함한다.
교사 간 협력은 교사들이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정도를 의
미하며, OCDQ-RE(Hoy, n.d.b16))를 참고･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업무 분장 및 보
상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수･학습 및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구성
원들의 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요소들이다.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압력에 의해 학교의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정도를 의미하며 Hoy et al.(1991)
의 조직 건강 목록(organizational health inventory, Hoy, n.d.a)의 제도적 위상
(institutional integrity) 분야의 문항들을 참고･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지역사회와

의 협력은 지역사회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주고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혁
신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관련하여 교사들 간의 혁신 풍토 및 이를 조성하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을 세부항목에 반영하였다. 교사들의 혁신 풍토와 관련하여서는 이재덕
(2012)의 학교활력 진단도구 및 성기선 외(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

며,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하여서는 성기선 외(2012)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혁적
리더십 문항을 참고하여 비전설정과 공유, 참여의 허용, 인간존중, 지적 자극, 학교문화
창조를 포함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예시 문항은 아래의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Ⅲ-2> 학교문화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교사 간 협력
업무분장 및 보상

학교
문화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

예시 문항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의 전문적 역량을 존중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 간에는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학교에서는 업무가 교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연수나 표창 등의 기회가 교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재, 기자재 구입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 행정실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몇몇 학부모들의 주장 때문에 학교의 방침이 바뀌기도 한다.
우리 학교 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압력이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16) Hoy, W. K. (n.d.b). OCDQ-RE: The organizational climate description for elementary schools
(OCED-RE)http://www.waynekhoy.com/ocdq-re/ (2019. 10. 0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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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역

세부항목

예시 문항

지역사회와의
협력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예: 지역사회 인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 현안에 대해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돕는다.

혁신풍토




우리 학교는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이다.
우리 학교는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우리 학교 교장은 학교 발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
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우리 학교 교장은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학교장 리더십


나) 구성원 간의 관계
앞서 학교문화 영역에서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지원, 교사 상호 간 협력, 그리고 학교
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일부 다루어졌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의 중요한 구성
원이며 이들과의 관계 역시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권순구 외, 2016; Skaalvik &
Skaalvik, 2007).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교장과 교사,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두 주체 간에 좋은 관계
를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친밀감과 신뢰감(또는 존중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
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A와 B의 관계는 A가 B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및
신뢰감의 정도와 B가 A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 및 신뢰감의 정도에 의해 나타난다는 의미
이다. 각각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Ⅲ-3> 구성원 간의 관계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구성원
간의
관계

세부항목

예시 문항

교사-학생 관계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신뢰한다.

교사-교사 관계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 친근하게 지낸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교사-교장(감) 관계




우리 학교 교장(감)은 교사들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우리 학교 교장(감)은 교사들을 신뢰한다.

교사-학부모 관계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신뢰한다.

학생-학생 관계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친밀하게 지낸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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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의 교직수행
1) 가치

가) 교육관
앞서 논의한 대로 교육관이란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교육의 목적, 방법, 조건 등을 포괄하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가치 체제를 의미한다(서울대
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사가 갖는 교육의 목적,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가치 판단에
따라 교사의 교재선택, 수업내용의 구성, 평가방식 등 교육행위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
을 이해하는데 교사의 교육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교육의 주요 목적은 지식습득이다.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
환되고 있지만, 이를 교육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식과 지식습득에 관한 교사의 신념, 즉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gical beliefs)은 교
사의 교육에 관한 가치 체제, 즉 교육관의 토대를 제공한다. 지식의 본질(예: 참과 거짓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학습의 주요 기제는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는 교사의 교육에 관한
가치 판단(예: 사실로 판명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
는 것이다)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식과 학교교육의 대상이 되는
지식에 대해서 차별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신기현, 2006). 따라서 학교교육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즉 교과 지식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관의 첫 번째 하위 영역으로 교사의 인식론적 신념
중, 교과 지식의 본질에 관한 견해(절대성 vs. 상대성)를 포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박하고 전통적인 인식론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참 또는 거짓, 사실과 사실
이 아닌 것으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생산되고, 그
들의 판단이 옳고 그름의 주요 기준이라고 믿는다. 이를 지식에 관한 절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세련된 인식론적 또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지식은 늘 성
장･변화하는 중에 있으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식은 이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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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탐구의 결과물로서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박병기･정영주, 2012
; Hofer, 2000). 이를 지식의 상대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지식,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절대적 관점을 가진 교사는 교과 내용은 거짓이 아닌 사실적 내용, 그리고 각 분야에서
권위있는 전문가가 생산한 연구결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내용은 비판의 대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과지
식에 관한 상대적 신념을 가진 교사는 교과지식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할수록 학생들의 지식 성장을 돕는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교과의 목적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암기･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즉 지식습득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지식과
마찬가지로 교과지식 역시 비판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교사의 교육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식의 본질에 관한 견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식론적 신념에 관한 이론에 근거한 또 다른 유형의 교육관은 보편적 혹은 개별적
교육관이다. 모든 학생이 적어도 일정 정도는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
이 보편적 교육관이며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생 각각은 각자의 개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개별적 교육관이다. 보편적 혹은 개별적 교육관은 앞서
논의한 절대적 혹은 상대적 교육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대적 신념을 가진 교사들에
게 학교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며, 교과서는 이러
한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도구이다.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보편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이러한 보편적 지식의 학습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상대적 신념을 가
진 교사에게 지식은 모든 사람에 의해 합리적･논리적 사고를 통해 생산･발전하는 것이
다. 이러한 신념에 근거하면 서로 다른 두 명의 학생이 동일한 지식습득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신념을 가진 교사에게 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경험
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지식을 획득･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돕는 일이다. 이들은 개별학
습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보편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들은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
해야 하는 공통교과가 필요하고, 교과서의 내용은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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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주된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 즉 사회화에 있다고 본
다. 반면, 개별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교육목표, 교과과정,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재료
등을 학생 개개인에게 맞게 최적화 하는 것을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습에 관한 인식론적 신념의 한 요인 중에는 학습능력의 선천성 혹은 후천성에 관한
신념이 있다(Chan & Elliott, 2004; Schommer, 1994). 앞의 선행연구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자의 신념을 가진 교사는 학습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선
천적 능력의 차이는 교육적 노력으로 극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후천적 신념을 가진
교사라면 학습능력의 차이는 후천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인에게 맞는 교
육적 환경이 주어진다면 현재의 학습능력의 차이는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인식론적 신념은 교사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 교육목표, 교육방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관을 형성한다. 선천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학습 부진의 원인이 학생 내부에 있다
고 가정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후천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학
습 부진의 원인이 학생에게 맞지 않는 교육내용, 방법 등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자에 비해 후자가 학생의 학습 부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 선천적 교육관은 앞서 소개한 절대적･보편적 교육관과 관련이 있으며, 후
천적 교육관은 상대적･개별적 교육관과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의 절대성 또는 보편성을
가정하는 경우, 학습능력 또는 결과 차이의 원인을 교육과정 또는 방법의 문제로 귀인하
기 어렵다. 이들에게 교육과정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변수는 교육
이 아닌 학생 간 차이이며, 학생들 간의 개인차는 ‘개성의 차이’가 아닌 ‘능력의 차이’로
간주된다. 반면, 상대적 또는 개별적 교육관을 가진 교사에게 학생들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다른 존재이며, 따라서 교육내용과 방법은 학생에 맞게 조절되어야 하는 변수이다.
이러한 교육관에 근거하면 학습능력과 결과의 차이는 교육과정이 개인에게 최적화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개별적 교육관을 가진 교
사는 학습능력에 관한 후천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학습능력에 관한 교육관은 또 다른 유형의 교육관인 수월성 혹은 형평성 신념과도 연
관이 있다(안병영, 2010). 학습능력의 선천성을 믿는 교사는 현재 관찰되는 성취 수준의
개인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반면, 그 간격을 좁혀줄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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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관을 가진 교사라면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월성 교육관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들은 차세대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신뢰로운 지식을 생
산해줄 전문가 양성에 가치를 두는 만큼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한편, 학습능력의 후천성을 믿는 교사는 학생들 간의 차이를 선천적 능력의 차이가
아닌, 개성의 차이로 보며, 학습능력 또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육적 노력의
한계에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 다른 학생과 동일한, 적어도 유사한 능력을 타고난 어떤
학생의 학업결손의 책임은 교육적 노력의 부족, 또는 부적절성이다. 따라서 후천적 교육
관을 믿는 교사는 학업결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거나), 이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시
도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교육관은 수월성 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우리나라 교사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교
육관(유지 혹은 변화)을 포함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절벽 시대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사들이 미래 학교
와 교육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는 우리 교육의 변화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교육환경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유지 관점의 교육관을 가진 교사는 현재 우리 학교 교육의 주요 측면, 교과의 구분,
교사의 역할, 학교의 운영 방식 등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가정한다. 반면,
미래 교육환경은 현재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믿는 교사는 기술 발전 등은 미래 교육 방식
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학교의 역
할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을 (1) 지식의 본질(절대성 vs. 상대성), (2) 교육과정
(보편성 vs. 특수성), (3) 학습능력(선천성 vs. 후천성), (4) 교육목표･방법(수월성 vs. 형평

성), (5) 미래교육(유지 vs. 변화)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식의 절대성, 교육과정의 보편성, 학습능력의 개인차의 선천성,
교육방법 및 목표의 수월성, 그리고 현재 교육방식의 지속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회적 유
산을 계승하고 기존의 권위를 옹호하는 전통적･보수적 교육관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지
식의 상대성, 교육과정의 특수성, 학습능력의 개인차의 후천성, 교육방법 및 목표의 형평
성, 그리고 미래교육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사회 보다는 개인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위해 변화를 도모하려는 진보적 교육관으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교사는 개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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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예, 지식의 본질)에서 대립되는 교육관(예, 절대성 vs. 상대성)을 극단으로 하는 스펙트
럼의 어느 한 지점에 해당하는 교육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Ⅲ-4>의 예시 문항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에 대한 대립하는 두 개의 진술에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한 뒤,

두 진술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교사의 교육관을 조사하고자 한다.
<표 Ⅲ-4> 교육관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교육관

세부항목

예시 문항

지식의 본질
절대성 vs. 상대성




학교교육의 내용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보편성 vs. 특수성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이 있다.
가능하다면 모든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습능력
선천적 vs. 후천적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는 타고나는 것이다.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는 타고나기 보다는 후천적으로 결정된다.

교육목표･방법
수월성 vs. 형평성




같은 모둠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다른 점수를 주어야 한다.
같은 모둠이면 기여도가 달라도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미래교육
유지 vs. 변화




미래 교육 환경에서도 교과의 구분이 지속될 것이다.
미래 교육 환경에서는 교과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나) 교직관
이 연구에서 교직관을 교사상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광범위한 의미의 교사라는 직업과
교사 개인과 집단을 인식하는 관점(진동섭, 2018)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교직관은 교
사의 교직과 교사 집단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교직수행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교육관이 교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가치체계를 나타내듯이 교직관은 교직은 어떤 직업인지, 더 나아가서는 어
떤 직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 개인의 가치판단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직관은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으로 구분이 되어왔으며,
전통적으로 성직관이 우세했으나 점차 전문직관이 주류로 인정받고 있으며, 노동직관,
서비스직관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교직관은 하나의 관점으로 정
의되기 보다는 여러 관점이 혼재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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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교직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문직 혹은 노동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직이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종의 특징17)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직의 본
질적 속성, 사전 훈련 및 교육, 입문절차, 업무수행의 방식, 자율적인 조직체의 구성 등의
항목에 대해서 전문직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교하였을 때, 교직의 속성을 어떻게 판단하
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허주 외(2018)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속
성을 교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문항과 유사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사에 따라서 교직
의 본질적 속성은 전문직에 가깝지만, 실제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정해진 규칙
에 따라서 반복수행하는 비전문직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대한 판단
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으로서의 교사의 특징에 대한 교사 개인의 판단은 교사가 본인을 포함
하여 동료집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Lortie
(2002/2017)는 교사들의 성향으로 보수주의, 개인주의, 현재지향을 지적하였는데, 미국

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경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경력이 높
아짐에 따라 헌신하는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지향은 경향은 상대적으로 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집단의 특징으로서 개인주의와 보수주
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인주의는 교사가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는 방식보다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성
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보수주의는 변화/개방 보다는 안정/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
내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직의 특징과 교사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각각의 진술문에
대하여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도
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17) 교육전문직의 정의: ①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정신적 활동을 위주로 하며, ② 엄격한 자격기준을 세
우고 이를 적용하며, ③ 그 직에 필요한 교육･훈련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닌 심오한 학문
의 이론과 그 응용에 기초를 두며, ④ 이기적 활동보다는 이타적 동기를 중시하는 봉사활동을 특징으로
하며, ⑤ 그 직의 종사자가 고도의 자율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⑥ 자체의 윤리강령을 가지며,

⑦ 그 직 종사자의 자율적인 조직체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함(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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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교직관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교직의 특징

교직관

예시 문항



교직은 타 직업과 구분되는 고유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기능)이 있다.
교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진다.



교사로서의 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은 교사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이다.
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 집단의 특징


2) 태도

가) 교직경로 설정
교직경로 설정은 교사로서의 직업 목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교직의 중
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단계가 없는 경력 구조’(Lortie, 2002/2017: 168)이며, 주요한 지
위 상승의 기회는 관리직(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이 되는 것이다. 평교사로 정년을 맞
이하는 것이 직업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지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 즉 관리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는 곧 가르치는 일을 더 이상 주된 업무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가 도입됨으로써
(전제상･박영숙, 2009), 교직 내에서의 직업 목표 선택지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Lortie(2002/2017)는 교직의 단계가 없는 경력 구조로 인해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사들에게 승진을 통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다른
교사들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직에 대한 몰입이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승진을 목표로 하는 교사들에게는 타당할 수 있지만 ‘훌륭한’ 평교
사를 교직목표로 설정한 교사에게는 타당하지 않은 가정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주는 내재적 가치를 통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
다. 이를 통해 볼 때, 교사가 어떠한 교직경로 상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직무수
행의 몰입이나 직업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승진 욕구’라는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교직목표(또는 승진 욕구)는

교사의 성별이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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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석, 2017; 김영애, 2007; 인태영, 2005). 또한
조인옥(2005; Lortie, 2002/2017, pp.203-204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미혼 여교사가 기
혼 여교사에 비해 승진을 위한 학위 취득에 대한 관심, 장학사･연구사 등의 전문직 희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교사에게는 결혼여부 역시 승진 욕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직경로 상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혜영 외(2001)는 직업
정체감의 한 하위요소인 평교사로서의 자부심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는 평교사나 수석
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라는 문항을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교직경로 설정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정년에 대한 계획’과 ‘교직경로에서 희망하는
직위’의 두 문항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년에 대한 계획은 언급했듯이 최근 명예퇴직
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년까지 교직에 머무를
것인지 혹은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교직목표를 평교사 혹은
수석교사, 관리직 교원, 교육 전문직으로 설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직목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직목표에 따라 교사의 교직수행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표 Ⅲ-6> 교직경로 설정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교직
경로
설정

세부항목
정년에 대한 계획

희망하는 직위

예시 문항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교직에 재직하면서 목표로 하는 직위(직책/직급)는 무엇입니까?
① 평교사 ② 수석교사 ③ 관리직(교감, 교장) ④ 전문직(장학사(관),
연구사(관)) ⑤ 기타 (
)

나) 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teacher efficacy)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자기 확신을 의미한다(Guskey & Passaro, 1994; Woolfolk, Rosoff,
& Hoy, 1990). 따라서 교사 효능감의 하위요인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구분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교사가 하는 수업과 관련된 교수/평가와 수업
외의 업무로 구분되는 학생지도/학급운영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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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가는 교사의 주된 의무인 학생의 인지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해
당 영역의 문항은 교사 스스로 관련한 자신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신
감의 정도를 조사한다. 교수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교육 내용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개발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러한 문
항들은 기존에 개발된 검사도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에게 대안적 설명과 예시를 제공할 수 있다’(Tschannen-Moran & Hoy, 2001), ‘대부분
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Skaalvik & Skaalvik,
2007) 등과 같은 문항과 그 목적을 같이 한다. 한편 평가와 관련한 문항에는 ‘나는 과제

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실력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유사하게 기존 검사도구에는 ‘다양한 평가 전략을 활용
할 수 있다’(Tschannen-Moran & Hoy, 2001), ‘학생들의 학업능력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하다’(김아영･김미진, 2004)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지도/학급운영은 교과 수업 이외에 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
을 영위하도록 하며, 학교 또는 학급 내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인격적 성장을 돕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학생들 간
의 다툼, 사고, 폭력 등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사의 자신감에 관한 문항(예,
나는 교실 내 왕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일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문항(예, 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 무례한
학생 등의 일탈 행위 지도에 대한 자신감(예, 나는 학생의 비행행동(예, 흡연)을 효과적으
로 지도할 수 있다)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다. 기존의 검사도구들이 포함하고 있는 유사문항에
는 ‘학생들에게 교실 규칙을 잘 따르도록 할 수 있다’(Tschannen-Moran & Hoy, 2001),
‘공격적인 학생을 통제할 수 있다’(Skaalvik & Skaalvik, 2007), ‘나는 문제 학생들을 지

도하는 것을 좋아한다’(김아영･김미진, 2004) 등이 있다. 교사 효능감의 세부항목 및 예
시 문항은 <표 Ⅲ-7>과 같다.

86

Ⅲ. 개념모형 및 조사도구 개발

<표 Ⅲ-7> 교사 효능감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예시 문항

교수/평가




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실력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학생지도/학급운영




나는 학생들 간의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교사
효능감

다) 직무만족도
교사의 직무만족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지
각하는 직무관련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든 감정을 포함하는 심적 상태”
(노종희, 2001: 166)라는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직무관련 욕구’는
Porter(1961; 노종희, 2001, p.166에서 재인용)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언급된 안전･소속･

자기존중･자율･자아실현의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모든 감정’은 직무조건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 외재적 요인에 대한 감정과 직무성과를 통해 느껴지는 내재적 요인에
대한 감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사의 직무만족은 학교 조직의 성과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는데(Hoy & Miskel,
2012/2013: 36), 이직(移職, Chapman, 1983; Guarino et al., 2006)과 같은 행동 특성,

교사의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신념(전수빈･안홍선, 2015), 교사-학생 관계(김종백･김준
엽, 2014)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매개로 하여 조직의 다른 성과들
(예를 들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이유로 직

무만족도는 학교조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TALIS 201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조사대상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허주 외, 2015)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로 교사의
교직수행에 있어서의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교사의 직무만
족도는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근무환경이나 교사 개인의 가치(교육관, 교직관)나 효능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직무만족도가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만족도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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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반적 만족도는 교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의 직업에 대해 만족
한다’와 같은 진술문을 제시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교사 배경 영역에서 교직선택 동기와 유사하게 교직수행의 내재적 요소(예를 들어, 교수
활동 자체, 학생과의 교류)와 외재적 요소(예: 임금 및 보수, 직업의 안정성)를 포함하여
항목을 구성하였고, 각각의 항목이 교직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시
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Ⅲ-8> 직무만족도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전반적 만족도

직무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예시 문항



나의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교직을 택할 것이다



다음의 각 항목은 선생님께서 교직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수업･연구･독서 등 활동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학생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임금 또는 보수

-

라) 소진
앞서도 밝혔듯이 소진(burnout)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에 지쳐 자기 혐오감, 무기력증,
불만, 비관, 무관심 등이 극도로 커진 상태”18)로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소진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은 Maslach & Jackson(1981)가 개념화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
나는 정서적인 반응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
인적 성취감 결여 등의 심리적 증상”이라는 정의를 활용하고 있다(이희현 외, 2017, p.
19에서 재인용). 정연홍･유형근(2016)은 Maslach & Jackson(1981)가 교사가 아닌 일반

서비스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사 소진 측정도구를 개발하면서 교권
에 대한 위기감, 무능, 좌절감, 행정업무 부담감, 교직 회의감과 같이 다섯 가지 하위 요
인을 구성하였다.

18) 네이버 심리학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229&cid=41991&categoryId=41991 (2019. 03. 1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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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소진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Maslach & Jackson
(1981: 99)의 개념을 활용하여 교사 소진을 “교사가 교직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

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가 결합된 심리적 증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한 문항으로는 강학구(1996: 111-112)가 번안한 문항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정서적 고갈 관련해서는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비인간화
관련해서는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취감 박탈은
‘나는 교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역문항)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표 Ⅲ-9> 소진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소진

세부항목

예시 문항

정서적
고갈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수업과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비인간화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졌다.

성취감
박탈




나는 교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유쾌함을 느낀다.

마)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는 주요 교원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교원정책은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승진 및 보상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원양성제도는 유･초･중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하 예비교사라 함)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길러주는 과정이며(정미경 외, 2010: 154) 법적으로는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교과와 관련된
교사자격이 있어야 하며,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검정령에 근거하여 이
수학점(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성적 기준(전공과목 평균 75점 이
상,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기준(4년제 교사양성기관 기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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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2회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교원양성제도는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자격기준 충족을 위해 개설･운영
하는 교사양성 교육과정(전공과목, 교직과목)을 통해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 소양,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교사양성교육은 교사
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기르는 과정일 뿐 아니라 가르칠 교과에 관한 기본 지식
과 수업방법 및 기술을 학습하며, 교과 외 교육활동(학급경영, 생활지도 등) 수행에 필요
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교사양성 교육과
정의 중요도, 교직수행에서의 도움 정도를 묻고 있으며(예를 들어, 정미경 외, 2010), 대
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제
도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교원양성교육이 교사들
에게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교사양성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과목(영역)
이 무엇인가를 조사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원임용제도는 법적으로 신규 채용, 전직, 승진, 전보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나 이 연
구에서는 신규채용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
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
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
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법적 요건을 정리하면
신규채용은 각급학교에 근무할 신규 교사를 교사자격증이 있는 예비교사 중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과정, 절차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 사항(공개전형의 절차, 방법, 평가요소 등)은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과 교육부지침(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사 신규채용에 있어 교
육감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다. 임용권자(각 시･도교육감)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
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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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되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교원임용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임용시험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한가, 구체적으로 임용시험의 절차, 방법, 평가 요소 등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정미경 외, 2010; 박영
숙 외, 2017; 김이경･안지윤, 2017). 선행연구에서는 임용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교사양성교육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 사교육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
하고 있으나 그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는 수습교사제, 인턴교사제 등에 대해서도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다(정미경 외, 2010; 박영숙 외, 2017). 이 연구에서 교원임용제도에 대
한 교사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임용시험이 적절한가에 대한 동의 정도 등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변별력,
공정성, 교사양성교육과의 연계, 사교육 영향 등)을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승진은 동일 직렬 내에서의 직위 상승을 의미하며 교원의 경우 교사가 교감이 되거나
교감이 교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조직에서 승진은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
능의 확대, 임금의 증가, 기타 각종 근무조건 개선이 수반된다. 이러한 승진제도는 보상
내지 욕구충족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서정화 외, 2003: 250). 승진 기준은 크게 연공서
열주의와 실적주의로 구분되는데 교직은 근무연수, 연령, 학력, 경력 등의 기준이 강조되
는 연공서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 조직과 달리 교직에서 승진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교사
에서 교감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학교 관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핵심 과업으로 하는 일반 교사와 달리 교감, 교장은 학교 경영, 학교 행정을 담당함
에 따라 교직에서 승진은 직무 자체가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승진제와 관련
한 선행연구에서는 승진평정 요소의 적절성, 교원의 업무,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 일반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전문적 역량 개발 및 이에 대한 인정, 보상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강일국･문희경, 2009; 엄문영,
2018). 이에 따라 승진제와 관련된 교사의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승진제도의 적절

성, 승진평정 요소의 타당성, 교사 직무에 대한 객관적, 공정한 평가 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사의 교육활동, 능력에 대한
평가 가능성, 승진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등을 통해 승진제도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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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자 한다.
보상제도는 보수를 포함하여 교사들이 받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모두 포함한다.
보상은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서정화 외, 2003: 252). 금전적 보상은 주로 보수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

여금을 들 수 있다. 비금전적인 보상은 근무여건과 각종 복지제도, 표창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보상제도에 관한 교원들의 태도는 주로 금전적 보상 특히 성과급제를 통해 구체적
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재훈(2018)은 교원의 보수, 보상(성과급제)에 대한 2000년과
2017년의 설문조사 비교를 통해 연공서열 보수체계에 대한 교원들이 선호도가 높고, 지

역별 보수 차등화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수체계 유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실적주의보다는 연공서열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원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이 연
구에서는 보상제도의 원칙, 효과, 만족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최근 교권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
정책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용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라는 현행 법령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의 개념과 범위는 주로 교권 또는 교권 침해와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교권 개념
에 비해 교육활동 보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와 종류를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교육부 교육활
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로 그 내용은 첫째,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넷째,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
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반한다
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14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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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첫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 교육활동
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제14조 제2항). 교원지원법에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각급학교의 장 소속 학
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권, 교권 맥락에서 보다는 실제 교사
의 교육활동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나아가 교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는 교사의 교육권, 교사로서의 권리 개념에 기초하거나 이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교육활
동의 질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호의 근거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 대응 방안, 구
제 방안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를 한 연구, 교권 개념 분석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제안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예를 들어, 김은주, 2018; 이종
근, 2015). 이 연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침해 유형과 침해 요인은 선행연구
에서 확인되었다고 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구제 방안의 실효성,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의 신뢰 등을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연수제도는 교사 재교육, 현직교사교육(in-service teacher education),
(계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칭해지고 있다. 용어에 따라 강조점에 차이가 있으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교사교육 학계에서는
현직(교사)교육, 전문성 개발이라고 하고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원연수중점추진
방향”에서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교원연수’로 칭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교원연수, 현직교육, 현직교사교육, 재교육, 전문성개발 등의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개발 교육과 훈련은 모두 교원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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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
그러나 교원연수에 포함되는 전문성 개발 교육과 훈련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
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박상완(2014: 227-228)은 현직교육을 교사들이 전문적 역할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증진･발전시
키기 위해 참여하는 교육･훈련으로 정의하면서, 교양･취미 등 직무와 무관한 연수를 교
원연수로 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강영삼 외(1995)는 현직에 임용된 교
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일반적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연수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교사연수는 현직교사가 학생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교육 및 훈련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OECD(1982)의 교
사연수 개념을 따른 것으로 교사연수를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활동으
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사연수의 범위를 다소 좁게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원연수에 관한 선행연구 중 교원연수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연수실태
(연수기회, 현장 활용성, 연수목적, 시기, 방법, 강사, 참여 연수의 종류 및 횟수), 연수에

대한 만족도(교육과정, 연수내용의 양과 수준, 교육방법, 연수강사, 평가방법), 교원연수
에 대한 요구(연수종류, 교육방법, 연수강사, 평가방법, 양성기관 내용과의 차별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예를 들어, 여성희･강순자, 2004).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교원연수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문항으로 교원연수의 필요성
(요구), 교원연수 기회와 자원에 대한 인식, 교원연수 참여에 대한 지원 요구 등으로 구성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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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예시 문항

-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교원
정책에
대한 태도

대학의 교사양성교육이 다음 각 항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
가르칠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이론
수업방법 및 기술
학생생활교육 및 학급운영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공개전형(임용시험)은 적절하다.

승진 및
보상제도




교사의 교육활동 능력 및 업무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교직의 경력기반 보상 및 임금 체계는 교사 업무와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한다.

교육활동
보호정책




교사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량과 책임감은 과도하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 업무 및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생애(경력) 단계별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교사 연수는 의무적으로 부과되기보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원연수
제도



3) 행동

가) 교육활동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수업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역시 중요한 교육활동이며 학교행정업무
역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업은 교육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
으며,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업은 논의하는 주체마다 다양하
게 정의될 수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 속에서 교사의 수업은 학생과 교과의 특징 그리고
교사의 특성만큼이나 더욱 다양하게 전개된다. 학계에서 수업은 ‘학습이 촉진되도록 학
습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의도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거나, ‘학습자가 적절한 학
습활동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지식을 얻게 하며 학습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자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되기
도 한다(변영계･이상수, 2003). 이 외에도 수업은 ‘학습자를 위해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의도적이며, 계획된 활동’으로 정의하거나(천호성, 2013), ‘과학적(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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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예술적 행위이며, 교육적 감식안을 가지고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안내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김도기 외, 2016). 이상의 수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종합해보면 수업은 학습자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준비되며 계획된 일련의
준비 및 활동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실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19)하게 되면, 각 학년과 교과별로 편제된 교육과정의
교과에 대하여 교사는 학생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을 수
업이라고 한다면, 수업 활동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틀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수업에 대한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틀은 교육과정 분야
의 목표모형을 제시한 Tyler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종승, 2003). Tyler는 교
육과정의 이론적 틀은 ‘목표-내용-방법-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으로 파악
하였다(이종승, 2003).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물리적인 시간 제약 상황 아래 가장 효
과적인 교수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오래전부터
Tyler의 목표 모형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체계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서 편성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은 그 대부분이 Tyler의 모형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특징
을 보이고 있는 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설명하는 데 과학적이며 과정의 요소 상호
간에 일관성과 체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권순형･강성민･김경래, 2013).
Tyler의 목표모형에 입각한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목표의 설정,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

직, 교수학습방법의 결정과 실행, 교육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권순형 외, 2013).
먼저, 교육목표의 설정은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교과의 목표 혹은 단위수업의 학습목표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Tyler는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적인 절차 속에서 교수자가
교육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교육철학과 학습심리를 강조하고 있다(이종승,
2003). 즉, 학습자의 학습결과에서 기대되는 바와 관련하여 가치로운 것에 대한 선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목표 설정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학습경험의 선정과 조직20)에서는 기회의 원칙, 만족의 원칙, 가능성의
원칙, 다경험의 원칙, 다성과의 원칙에 따라 학습경험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해야 함
19)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 교육계획’으로 구체화되며, 이 문서를 통하여
각 학년별, 교과별 수업이 진행된다.
20) 학습경험의 조직에서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종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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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이종승, 2003). 이 단계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학습내용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선정하고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수자는 위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인 ‘교수학습방법의 결정과 실행’은 교육활동의 핵심인 수업 활동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교수학습방법의 결정은 강의식 수업인지, 토론식 수업인지 등을 고민하
여 결정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의 특성 및 선정된 학습경험의 특징에 따라 교수자가 결정
하게 되며,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인 교육평가는 앞서
설명한 교육목표에 대한 확인, 평가 장면선정, 평가 도구 제작, 평가 실시와 평가 정리,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이 있다(이종승, 2003). 평가 활동은 앞서 진행된 세 단계에서
문제된 원인을 살피고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환류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교육과정 체제 흐름도
출처: 권순형･김도기(2012), p.9

97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

이 연구에서 교사의 특성 가운데 행동의 하위 요소의 하나인 교육활동의 핵심은 수업
으로 설정하고 교사의 수업에서 드러날 수 있는 행동의 주요 특징을 조사 문항으로 개발
하였다. 앞서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던 바, 교사의 수업은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몇 가지 행동적인 특징으로 포착되기 어렵다. 앞서
수업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던 바, 이 연구에서
는 수업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업목표와 관련이 있는 문항을 ‘수업목표의 타당성’이라는 세부항목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교사는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각 교과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수업활동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에 교사학습공동체 그리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수업혁신 등의 사례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수업목표21)를 그대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아니
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목표를 고려하여 학습목
표를 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수업목표와 함께 수업 활동 시작에 앞서 교사가 준비하는 수업 준비 활동과 관련
하여 ‘수업설계의 적절성’이라는 세부항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수업 설계 과정
에서 학생의 능력과 흥미 및 교과의 특성, 교사가 이용 가능한 수업자료에 대한 충분한
활용, 동료교사와 협력 등에 대한 문항 등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수업목표의 타당성과 수업설계의 적절성이 본격적인 수업 활동에 대한 준비과정
이라면 ‘수업활동의 체계성’은 본격적인 교사의 수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항
으로 구성하였고,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도입부와 본 차시 수업활동의 교사의 주
요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시작 도입부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와 내용에 대한 제시, 수업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 수업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활용, 학습활동에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
운 용어로 설명하기,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전략, 학습자의 수업 활동 상황에 대한 기록
등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업 활동의 마지막 단계는 학생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적절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항목은 ‘학생평가 및 환류의 적절성’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에서는 학

21) 학교 현장 교직실무에서는 각 차시별 ‘학습목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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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평가 전 평가기준에 대한 제시, 학생평가 결과 기반 수업설계 정도, 학생평가 결과 기
반 학생 교과학습발달 정도에 대한 파악, 평가문항에 대한 개발과 활용, 학생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Ⅲ-11> 교육활동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교육
활동

세부항목

예시 문항

수업목표의
타당성




나의 수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나의 수업목표는 교과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목표에 부합된다.

수업설계의 적절성




나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환경을 구성한다.

수업활동의 체계성




나는 수업 도입부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 및 내용을 제시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

학생평가 및
환류의 적절성




나는 학생평가에 앞서 학생들에게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나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공한다.

나) 전문성 개발 활동
교사는 임용된 이후에도 부단한 자기연찬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게 된다. 이를 통
하여 교원 개인의 역량 신장은 물론이며,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는 극대화
된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교사 연수 혹은 교사학습공동체 속에서의 학습 등 다양
한 방법을 통하여 신장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주기적이고 지속
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성 개발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와 연수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교사가 주로 어떤 유형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와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제, 그리고 각 주제별 전문
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문성 개발 활동의 유
형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교사들이 주로 시･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을 중
심으로 집합 형태의 연수 혹은 원격연수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가･미인가 단위
학교 차원 교사 연수, 인가･미인가 민간 원격교육기관 연수 등 그 다양성의 폭은 넓어지
고 있다. 연수 이외에도 교내･외 교사학습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활성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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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반영하여 전문성 개발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학위 취득이나 학
원/온라인 강좌 수강을 하는 교사들도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문성 개발 활동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총 14개의 전문성 개발 활동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유형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참여한 횟수와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이 포함하
고 있는 주제를 조사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제를 교수･학
습, 학생생활 및 진로지도, 행정업무 및 학급경영, 일반교양으로 구분하였다. 교수･학습
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교수 방법, 매체활용 교수
법, 교재 제작, 융합수업, 범교과 기술, 학생평가, 기초학력향상을 포함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교수･학습과 함께 강조되는 부분은 학생생활지도 및 진로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항목으로 학생생활지도와 진로를 구성하였으며, 문
항은 학생상담과 생활지도, 진로 및 진학지도, 학부모와 의사소통,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였다. 행정업무 및 학급경영과 관련된 주제로는 교육정
책의 이해,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실제, 보직교사 역량강화, 교실
공간 활용, 학급경영기법, SNS 기반 학급경영, 교직실무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교양은 교사들의 교직 업무 외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제별 분류에서는 각각의 항목별로 지난 1년간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 중 제시된 주제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예/아니오로 선택하도록 문
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동일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제를 활용하여 현재 교사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4점 척도(‘현재는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로 표시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통해서 현재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전문성 개발 활동의 형태와 내용 뿐 아니라
교사가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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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전문성 개발활동의 세부항목 및 예시 문항
소영역

세부항목
참여실태
: 유형별 분류

예시 문항





중앙부처 혹은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중심의 자격･직무연수(집체 연수)
민간기관 중심 직무연수(집체연수, 예: 청소년단체 직무연수 등)
교내･외 교사 학습 공동체(시･도교육연수원 인가 연수)
학위 취득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실태
: 주제별 분류

교수･학습
-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학생생활 및 진로지도
-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 학생 진로 및 진학지도
 행정업무 및 학급경영
- 교육정책의 이해(각 시･도교육청 정책)
- 좋은 학교 만들기
 일반교양
- 한국사/세계사의 이해
- 어학(일본어/영어/불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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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조사 설계

교원종단 연구 설계 시 고려 사항

종단연구는 동일한 개인을 일정기간 동안 반복해서 추적･조사하여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기간 효과
(period effect), 특정연령효과(age effect) 및 동시생태효과(cohort effect)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기 위한 연구방
법으로 적용되고 있다(Rabe-Hesketh & Skrondal, 2012). 그러나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도구 뿐 아니라 조사대상의 선정, 표본추출방법, 조사
방법, 조사시기 및 기간 등이 종단연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또한 장기간 반
복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종단연구의 특성상, 조사 대상자의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종
단연구는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특성에 맞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대상과,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조사실시와 관
련된 사항과 조사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조사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
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조사대상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교원종단
연구의 대상은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단연구의 조사대상으로서 교사 집
단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 분야에서 시행된 종단연구는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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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는 특정한 학교급 혹은 학년을 기준으로 조사대
상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교육종단연
구는 2005 코호트의 경우 2005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3 코
호트는 2013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2010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는 학생과 달리 학년이나 학교급이라는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교사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급(초/중/고)과 설립유형(국･공립/사립)으로 구분
되고, 직위에 따라 평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정규직
교사 외에도 기간제나 강사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교원도 있다. 역할에 따라 전문상담교
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중등교사인
경우에는 담당하는 교과목에 따라서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선행연구에서 교
원의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보았듯이 교직 경력에 따라서 교사들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교사)을 선정할 것인지에서 부터 교원종단 연구의 조
사 설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출발점으로 전체 교원 현황과 이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신규 교원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
에서 관심 있게 조사하고자 하는 교원은 실제 학생들을 교과･생활 지도하고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는 제외하
고 정규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접 교과를 담당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 사서교
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이유로 교감, 교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 Ⅳ-1>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으로 구분한 정규직 교원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교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에서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특수목적고, 자율고 포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대안학
교, 직업학교 포함)로 구분하고, 교직경력을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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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전체 교원 현황
(단위: 명, %)

학교급

경력

성별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전체 (비율)

5년미만

남

25,068 (99.41)
8,831 (35.02)

5년이상~10년미만

여
전체
남

16,237 (64.39)
31,441 (99.10)
7,700 (24.27)

83 (0.33)
284 (0.90)
127 (0.40)

16,320 (64.72)
31,725 (100.00)
7,827 (24.67)

10년이상~15년미만

여
전체
남

23,741 (74.83)
28,373 (99.21)
6,045 (21.14)

157 (0.49)
226 (0.79)
112 (0.39)

23,898 (75.33)
28,599 (100.00)
6,157 (21.53)

15년이상~20년미만

여
전체
남

22,328 (78.07)
28,967 (99.29)
6,219 (21.32)

114 (0.40)
208 (0.71)
104 (0.36)

22,442 (78.47)
29,175 (100.00)
6,323 (21.67)

20년이상~25년미만

여
전체
남

22,748 (77.97)
14,082 (98.95)
2,400 (16.86)

104 (0.36)
150 (1.05)
53 (0.37)

22,852 (78.33)
14,232 (100.00)
2,453 (17.24)

25년이상

여
전체
남

11,682 (82.08)
24,019 (98.82)
2,975 (12.24)

97 (0.68)
287 (1.18)
128 (0.53)

11,779 (82.76)
24,306 (100.00)
3,103 (12.77)

5년미만

여
전체
남

21,044 (86.58)
11,489 (96.16)
3,577 (29.94)

159 (0.65)
459 (3.84)
209 (1.75)

21,203 (87.23)
11,948 (100.00)
3,786 (31.69)

5년이상~10년미만

여
전체
남

7,912 (66.22)
8,716 (87.65)
1,640 (16.49)

250 (2.09)
1,228 (12.35)
567 (5.70)

8,162 (68.31)
9,944 (100.00)
2,207 (22.19)

10년이상~15년미만

여
전체
남

7,076 (71.16)
11,187 (87.00)
1,711 (13.31)

661 (6.65)
1,671 (13.00)
833 (6.48)

7,737 (77.81)
12,858 (100.00)
2,544 (19.79)

15년이상~20년미만

여
전체
남

9,476 (73.70)
9,920 (82.75)
1,861 (15.52)

838 (6.52)
2,068 (17.25)
1,140 (9.51)

10,314 (80.21)
11,988 (100.00)
3,001 (25.03)

20년이상~25년미만

여
전체
남

8,059 (67.23)
5,669 (77.36)
1,235 (16.85)

928 (7.74)
1,659 (22.64)
943 (12.87)

8,987 (74.97)
7,328 (100.00)
2,178 (29.72)

여

4,434 (60.51)

716 (9.77)

5,150 (70.28)

전체

22,060 (81.12)

5,135 (18.88)

27,195 (100.00)

남

6,871 (25.27)

3,009 (11.06)

9,880 (36.33)

여

15,189 (55.85)

2,126 (7.82)

17,315 (63.67)

초등학교

중학교

25년이상

150 (0.59)
67 (0.27)

25,218 (100.00)
8,898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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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경력

설립유형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전체 (비율)

전체

6,725 (85.81)

1,112 (14.19)

7,837 (100.00)

5년미만

남

2,254 (28.76)

652 (8.32)

2,906 (37.08)

여

4,471 (57.05)

460 (5.87)

4,931 (62.92)

5년이상~10년미만

전체
남
여

9,378 (74.03)
2,786 (21.99)
6,592 (52.04)

3,289 (25.97)
1,857 (14.66)
1,432 (11.30)

12,667 (100.00)
4,643 (36.65)
8,024 (63.35)

10년이상~15년미만

전체
남
여

9,937 (70.65)
2,541 (18.06)
7,396 (52.58)

4,129 (29.35)
2,497 (17.75)
1,632 (11.60)

14,066 (100.00)
5,038 (35.82)
9,028 (64.18)

15년이상~20년미만

전체
남
여

9,509 (67.70)
2,888 (20.56)
6,621 (47.14)

4,536 (32.30)
2,946 (20.98)
1,590 (11.32)

14,045 (100.00)
5,834 (41.54)
8,211 (58.46)

20년이상~25년미만

전체
남
여

4,938 (55.38)
1,947 (21.83)
2,991 (33.54)

3,979 (44.62)
2,864 (32.12)
1,115 (12.50)

8,917 (100.00)
4,811 (53.95)
4,106 (46.05)

25년이상

전체
남
여

13,778 (52.74)
7,568 (28.97)
6,210 (23.77)

12,345 (47.26)
9,246 (35.39)
3,099 (11.86)

26,123 (100.00)
16,814 (64.36)
9,309 (35.64)

전체
남
여

1,785 (83.57)
806 (37.73)
979 (45.83)

351 (16.43)
192 (8.99)
159 (7.44)

2,136 (100.00)
998 (46.72)
1,138 (53.28)

5년이상~10년미만

전체
남
여

1,256 (60.47)
463 (22.29)
793 (38.18)

821 (39.53)
423 (20.37)
398 (19.16)

2,077 (100.00)
886 (42.66)
1,191 (57.34)

10년이상~15년미만

전체
남
여

1,441 (59.92)
456 (18.96)
985 (40.96)

964 (40.08)
577 (23.99)
387 (16.09)

2,405 (100.00)
1,033 (42.95)
1,372 (57.05)

15년이상~20년미만

전체
남
여

1,410 (60.15)
520 (22.18)
890 (37.97)

934 (39.85)
550 (23.46)
384 (16.38)

2,344 (100.00)
1,070 (45.65)
1,274 (54.35)

20년이상~25년미만

전체
남
여

1,335 (52.54)
794 (31.25)
541 (21.29)

1,206 (47.46)
799 (31.44)
407 (16.02)

2,541 (100.00)
1,593 (62.69)
948 (37.31)

25년이상

전체
남
여

3,792 (52.36)
2,533 (34.98)
1,259 (17.38)

3,450 (47.64)
2,224 (30.71)
1,226 (16.93)

7,242 (100.00)
4,757 (65.69)
2,485 (34.31)

일반고

5년미만

특성화고

* 조사기준일: 2018년 10월 1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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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의 비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중학교도 초등학교만큼은 아니
지만 국･공립학교 교사 비중이 사립보다 높았고, 전체적으로 여교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
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모두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국･공립
과 사립의 비율이 비슷해졌고, 남교사의 비율이 증가하여 교직 경력 20년 이상에서는 남
교사의 비율이 여교사의 비율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교사의 하위 집단 중에 이 연구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저경력 교사, 그 중에서도 초임교사이다. Lortie(2002/2017)
는 교직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교직에 막 입문한 초임교사가 체계적인 사회화나 입문 과
정 없이 한꺼번에 경력이 많은 교사와 동일한 책임을 맡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초임교사의 사회화를 “가라앉느냐 아니면 헤엄치느냐(sink or swim)”라고 표현
하였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많은 경우 다른 교사(자신의 은사 혹은 동료교사)로부터 가르
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때 교사들 간의 공유된 기술문화나 기억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교사의 사회화는 “자기 사회화”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에 부
임한 초임교사가 느끼는 감정을 “호수에 떨어진 돌맹이 같다는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표
현한 김영천･정정훈･이영민(2006)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초임교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좌절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교직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교원의 생애 전체를 두고 보았
을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의 경험이 앞으로 교사로
서 교직을 수행하고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과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초임교사 집단을 통해서 이 연구에서 종단연구를 통해서 탐
색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인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교사가 되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신규 임용 교원 현황을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
2018년 초등학교의 신규 임용 교원은 3,111명으로, 99% 이상이 국･공립학교 교원이었

고,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의 비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신규 임용 교원은
2,349명으로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국･공립학교 교원과 여교사의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

교는 일반고는 1,005명, 특성화고는 410명, 총 1,415명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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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립학교 교원과 남교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은
일반고에서 11.64%, 특성화고에서 7.80%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 신규 임용 교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2016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2017
일반고

특성화고

초등학교

중학교
2018
일반고

특성화고

성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공립 (비율)
3,919 (99.69)
1,234 (31.39)
2,685 (68.30)
1,966 (97.71)
698 (34.69)
1,268 (63.02)
989 (88.94)
338 (30.40)
651 (58.54)
353 (93.39)
178 (47.09)
175 (46.30)
2,832 (99.33)
892 (31.29)
1,940 (68.05)
2,036 (98.22)
689 (33.24)
1,347 (64.98)
826 (91.57)
309 (34.26)
517 (57.32)
335 (92.29)
164 (45.18)
171 (47.11)
3,091 (99.36)
929 (29.86)
2,162 (69.50)
2,279 (97.02)
773 (32.91)
1,506 (64.11)
888 (88.36)
345 (34.33)
543 (54.03)
378 (92.20)
183 (44.63)
195 (47.56)

사립
12
5
7
46
25
21
123
66
57
25
16
9
19
7
12
37
16
21
76
52
24
28
15
13
20
8
12
70
36
34
117
58
59
32
16
16

(비율)
(0.31)
(0.13)
(0.18)
(2.29)
(1.24)
(1.04)
(11.06)
(5.94)
(5.13)
(6.61)
(4.23)
(2.38)
(0.67)
(0.25)
(0.42)
(1.78)
(0.77)
(1.01)
(8.43)
(5.76)
(2.66)
(7.71)
(4.13)
(3.58)
(0.64)
(0.26)
(0.39)
(2.98)
(1.53)
(1.45)
(11.64)
(5.77)
(5.87)
(7.80)
(3.90)
(3.90)

* 신규임용교원은 해당 연도 조사일(4월 1일) 기준으로 교직경력이 1년 미만인 교원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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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비율)
3,931 (100.00)
1,239 (31.52)
2,692 (68.48)
2,012 (100.00)
723 (35.93)
1,289 (64.07)
1,112 (100.00)
404 (36.33)
708 (63.67)
378 (100.00)
194 (51.32)
184 (48.68)
2,851 (100.00)
899 (31.53)
1,952 (68.47)
2,073 (100.00)
705 (34.01)
1,368 (65.99)
902 (100.00)
361 (40.02)
541 (59.98)
363 (100.00)
179 (49.31)
184 (50.69)
3,111 (100.00)
937 (30.12)
2,174 (69.88)
2,349 (100.00)
809 (34.44)
1,540 (65.56)
1,005 (100.00)
403 (40.10)
602 (59.90)
410 (100.00)
199 (48.54)
211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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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임용 교원은 초등은 3,111명이었고, 중등
은 3,764명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초등학교는 99.36%, 중학교는 97.02%, 일반고는
88.36%, 특성화고는 82.20%)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나타났고, 모든 학교급에서 여교사

의 비율이 남교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남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하게 유지되
었고, 2019년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신규 임용 교원 현황을
감안할 때, 향후 교원종단 연구에서 신규교사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면, 국･공립학교
의 정규직 교원22)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조사 실시
1) 표본추출

모집단이 정해지고 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의 학교급이나 학년이 정해지면, 학교의 설립유형
이나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층(stratum)을 나누고, 각 층에서 군집(cluster)에 해당하는
표본 학교를 추출한 후, 표집된 학교에서 표본 학생을 추출하는 비례층화추출법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이 활용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들을 표집하여 표본을 구성하는 것은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를 표집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으로 설정한 집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현 외(2018)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표
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추출해서 해당 학교의 전체 교원을 추출하는 방법과 몇
개의 기준을 미리 정해서 개인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학생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절차
상 간단하고 학교당 상당수의 교사가 포함되는 경우, 다층 모형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집된 학교가 전체 교원을 대표하

22) 실제로 TALIS에서는 국･공립학교 정규직 교원(교사와 교장)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동엽 외,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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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 표본으로 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개별 교원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교원의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교사를 표본으로 추출할 때에는 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과 달리 직업인으로서의 성인이고, 특히 국･공립 교
사의 경우, 개인마다 전보나 전출을 통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국내의 패널조사 중 몇 개
사례를 연구목적, 주요 조사내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을 정리하여 <표 Ⅳ
-3>에 제시하였다. 고등학생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를 제외한

다른 조사에서는 모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나 인구총조사와 같은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이 속한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가구 안의 개인을 조사하는 방식을 취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3> 국내 패널조사 사례
조사명

청년패널
조사23)

한국교육고
용패널조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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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연구목적 및

모집단 및

주요조사내용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청년층의 학교생활,
 모집단: 2001년 기준 만  조사원을 활용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15~29세 청년층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2001년
등을 반영하는
방식: 컴퓨터를 활용한 개
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기초 자료를 수집
인 면접조사를 통한 자료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취
조사(이하 OES 조사)의
한국고용
표본가구 가운데 청년층을
수집
업자/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정보원
각각 집단별로 현재 학교
조사하는 부가
생활이나 직장, 구직에 관
조사 방식
련된 설문, 혼인상태, 부  2001패널(YP2001)은
모/가구배경 등에 관한
2006년에 조사 종료.
공통 설문
2007 신규패널 구축
(YP2007)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  모집단: 2004년 현재 고
학･진로, 직업세계로의 이
등학교 2학년에
한국직업
행 등 파악
재학 중인 학생 (1차
능력
 학생은 학교생활, 학습 및
WAVE)
개발원
사교육, 가정생활, 여가생  표본추출방법: 『2003년
활, 재학 중
교육통계연보』의 정보를

 학생은 조사원이 직접 학
교를 방문하여 집단면접
(CAPI, PAPI) 실시
 가구(보호자)는 종이 설문
(PAPI) 조사로 실시
 학교행정가(교감/교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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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

주관기관

연구목적 및

모집단 및

주요조사내용

표본추출 방법

근로경험 등을 조사. 학교
활용하여 1단계로 고등학
행정가는 학교특생사업,
교를 추출, 2단계로 추출
학교의 의견수렴 운영 체
된 학교에서 학급을 추출,
계 평가 등 학교 특성을
3단계로 추출된 학급에서
설문.
학생을 추출
가구는 가구원 정보, 교육  1차 WAVE 조사는
2015년 종료. 2016년
환경, 가구 소득 및 지출
2차 WAVE 패널 구축
등을 설문

한국노동
패널조사
25)

한국복지
패널26)

조사방법
당)은 개별면접(PAPI) 조
사로 실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  모집단: 1998년 기준 우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
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
리나라 도시 거주 가구와
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육 및 직업 훈련, 사회생
15세 이상 개인
면접타계식
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표본추출방법: 1995년
 가구의 특성과 가구 소득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및 소비, 가구원의 특성과
한국노동
경제활동, 교육, 훈련 등
1,000개의 조사구를
연구원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구
을 조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에서 각 5 가구를 임의추
취업자 개인, 미취업자 개
출하는 방식
인 설문
 2009년에 추가표본 추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모집단: 2005년 기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차상위층(near poor)의
우리나라 거주 가구와 15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세 이상 개인
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  표본추출방법: 2005년 인
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
여 정책형성과 정책지원에
원이 CAPI에 기록하는
구주택총조사의 자료로부
기여하고자 함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터 517개 조사구를 표본
한국보건
 가구용, 가구원용 설문조
함.
으로 추출(1단계). 일반
사회
사 실시. 가구원의 배경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연구원
및 개인사, 근로활동, 경
각각 3,500가구씩 총
제상황, 가구여건, 사회보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장 가입 및 수급 현황 등
추출(2단계)
에 대해 조사
 2012년 신규 표본가구
추가

23)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 (2019. 10. 18. 인출)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ku/ha/kuCAADs.jsp
(2019. 10. 18. 인출)
25)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홈페이지. https://www.kli.re.kr/klips/index.do (2019. 10. 18. 인출)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s://www.koweps.re.kr:442/main.do (2019. 10.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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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종단연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샘플
출처: 김양분 외(2014),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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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추출한 이후에는 종단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대상으로부터 연구 참여 및 개
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에서는 조사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에 연구 참여와 개

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김양분 외, 2014). [그림 Ⅳ-1]에 제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활용하려는 개인정
보 항목과 개인정보 보유･활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교원종단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추
출된 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자로 선정된 배경 등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연
구에서는 한번 조사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조사 참여자에게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며, 조사
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정보가 수집･활용된다는 점을 알리고 조사 참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조사방법

종단조사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회성 조
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사방법에 따라서 응답의 솔직
성, 성실성 등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단연구의 조사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사방법이 조사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규모나 실행 가능성과 같은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에서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에는,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마다 협력교사를 위촉하여 학교에 우편으로 조사지
를 송부하고 완료된 조사지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학생
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학교를 통한 조사 시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에, PAPI(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 의한 면대면 조사, 컴퓨터 활용 면접
조사방법(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태블릿 PC 활용 개인면접
조사방법(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등 표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남궁지영 외, 2018). <표 Ⅳ-3>에서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여 컴퓨터 활용 면접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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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조사 참여율과

응답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원 관리 및 교육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박상현 외(2018)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원대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외부 위탁을 통한 온라인 조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교원종단 연구 설계와 관련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설계에 관한 의견을 묻는 영역에서 교원 종단 연
구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총 432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조사를 선택한 비율이 77.1%(333명)로 가장 높
았고, 전문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 방문 조사를 선택한 비율이 15.0%(65명)로 그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4> 참고).

<표 Ⅳ-4> 설문조사 결과: 교원종단 연구의 적절한 조사방법(N=432명)
(단위: 명, %)

조사방법

빈도

백분율(%)

온라인 조사

333

77.1

전화 조사

4

0.9

협력교사(지정된 담당교사)를 활용한 우편조사

25

5.8

협력교사를 활용하지 않은 우편조사

5

1.2

(전문)조사원을 활용한 현장 방문 조사

65

15.0

특히 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학교가 아닌 개별 교원을 대상으로 추출하는 경우, 교사
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조사는 우편조사나 전문 조사원 활용 조사 방식보다 시행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문항이 많거나 복잡할 경우, 응답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 밖에서도 접속이 가능하
고,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박상현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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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기간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과 함께 종단연구의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얼
마나 오랫동안 조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조사기간에 대한 결정을 들 수 있다. 종단연구
에서 조사기간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조사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점까지는 학교교육의 경험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후 여러 수준의 교육단계를 거치면서 직업세계로 진입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주요
한 목적이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 29세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설정하였다(김양분 외,
201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진로, 직업세계로의 이

행 등 파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29세까지 조사하였다.
이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연구의 목적과 교
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Burden(1980)은 교직에 입문한 교사는 생존주기, 적응주기를 거쳐 경력 5년 이상
이 되면 교사로서 가장 성숙한 단계인 성숙주기에 이른다고 보았다. Burke et al.(1987)
에서도 교사는 입문, 역량 구축, 열정적 성장, 좌절 단계를 거쳐서 안정적 침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김병찬(2007)은 교사가 평균 30년을 교직에
재직한다고 할 때, 경력 15년을 기점으로 시행착오, 좌절, 성장을 거쳐 발달을 통해 성숙
하는 시기에서 회의, 냉소, 초월하는 시기로 전환한다고 보았다. 박상현 외(2018)에서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15년을 적정한 조사기간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교원종단 연구에서 적정한 조사기간
을 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1%(22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10년
과 20년이 각각 24.1%(104명)과 11.3%(49명)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5> 참고). 이러한
결과는 실제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교사들의 장기간 조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종단연구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장기간
에 걸쳐서 조사대상의 성장과 변화를 다각도에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
럼, 조사대상자들이 장기간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불성실하게 조사에 참여
하거나 조사에서 이탈하는 등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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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구의 조사기간은 이론적인 필요성 뿐 아니라 조사시행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표 Ⅳ-5> 설문조사 결과: 교원종단 연구의 적절한 조사기간(N=432명)
(단위: 명, %)

조사기간

빈도

백분율(%)

5년

225

52.1

10년

104

24.1

15년

23

5.3

20년

49

11.3

20년 이상

31

7.2

다. 조사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종단연구에서 조사에 참여한 표본을 유지하는 것은 조사의 성
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조사나 종단조사에서는 표본
으로 추출된 응답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표본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온라인상에 커뮤니
티 사이트를 개설하고 주기적인 응답자 관리 및 이벤트 개최를 하고, 매년 조사결과물과
홍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등 패널관리 및 유지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황광훈･이은혜, 2018).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종단 연구의 참여 활성화 방안으
로 ‘답례품으로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 제공’, ‘자료 분석결과 제공’, ‘교원종단 연구의 자
료 및 결과가 정책 연구에 활용된 실적 홍보’, ‘교원종단 연구의 자료 및 결과를 통한
정책 개선 실적 홍보’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
과, 각 항목에 대한 긍정(‘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교원종단 연구의 자료 및
결과를 통한 정책 개선 실적 홍보’가 76.4%로 가장 높았고, ‘교원종단 연구의 자료 및
결과가 정책 연구에 활용된 실적 홍보’가 72%, ‘자료 분석결과 제공’이 70.6%로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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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았고, ‘답례품으로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 제공’은 59.2%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긍정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표 Ⅳ-6> 참고).

<표 Ⅳ-6> 설문조사 결과: 교원종단 연구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N=432명)
(단위: 명, %)

참여 활성화 방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3

39

114

153

103

5.3%

9.0%

26.4%

35.4%

23.8%

답례품 제공
자료 분석결과 제공
정책연구 활용실적 홍보
정책 개선 실적 홍보

6

19

102

212

93

1.4%

4.4%

23.6%

49.1%

21.5%

6

16

99

214

97

1.4%

3.7%

22.9%

49.5%

22.5%

5

13

84

215

115

1.2%

3.0%

19.4%

49.8%

26.6%

또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
지 조사한 결과, ‘연구의 실효성(예: 연구결과가 얼마나 교원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을
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235명)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표본으로 추출된
교원들의 정기적･반복적 참여(19.7%, 85명)’,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13.7%, 59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Ⅳ-7> 참고).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교원종단 연구가 현실적으로 실
효성 있게 수행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교원정책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된다고 판단하였을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7> 설문조사 결과: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N=432명)
(단위: 명, %)

우려되는 점

빈도

백분율(%)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

59

13.7

표본으로 추출된 교원들의 정기적･반복적 참여

85

19.7

종단조사의 실행 가능성

48

11.1

연구의 실효성

235

54.4

없음

4

0.9

기타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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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설계 방안

교원종단 연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대상과 표본추출방법, 조사방
법, 조사기간, 조사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
였듯이, 교원종단 연구에서의 조사 설계는 종단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표본 유지와 예산 규모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 절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종단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코호트로, 몇 년간 조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교직 경력별로
‘신규교사’, ‘교직 경력 10년차’, ‘교직 경력 20년차’의 세 개의 코호트를 10년간 동시에

추적･조사하는 방식이다([그림 Ⅳ-2] 참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교원종단 연구가 시행
된다고 가정할 때, 2021년을 기준으로 교직 경력별로 세 개의 코호트를 구성하여 2030
년까지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림 Ⅳ-2]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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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에서 제시한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의 장점은 비교적 단기간(10년)안에

거의 모든 교사의 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코호트간 비교를 통해서 교직
경력별로 조사 시점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성장･변화의 경향성에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지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규교사의 교직수행의 가치, 태도, 행동은
교직경력 10년차, 20년차 교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신규교사의 교직수행의 가치,
태도, 행동의 변화하는 패턴은 10년차, 20년차 교사와 구별되는지 등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의 단점으로는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규교
사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
았듯이, 교직 경력 15년을 적응･발달･안정 단계에서 회의･침체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으
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10년은 신규교사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짧은 시간일 수
있다. 물론 교직경력 10년차 코호트를 통해서 교직경력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할 수 있지만, 이는 동일한 교사를 신규교사
시기부터 추적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세 개의 코호트 조
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시행과 표본 유지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본 연구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탐색해보고자 하는 신규교사에 초점을
두고 코호트를 설계하는 방식이다([그림 Ⅳ-3] 참고). 본조사가 시행되는 2021년 신규교
사를 대상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여 15년간 추적･조사하고, 2021년 코호트가 교직 경력이
6년차가 되는 2026년에 새롭게 신규교사 코호트를 구성하여 마찬가지로 15년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두 개의 코호트를 동시에 조
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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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신규교사 코호트 설계

[그림 Ⅳ-3]에 제시한 신규교사 코호트 설계의 장점은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규교사의 교직 입문 당시의 가치, 태도, 행동과 교직에 적응하면 성장･변화하는 양상
을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탐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26년 새롭게 신규교사 코호
트를 구성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신규교사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체 교직 경력 중 신규부터 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변화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조사기간이 20년으로 늘
어남에 따라 자료를 관리하고 표본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절에서 제시한 두 개의 조사 설계 방안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의 예시로, 이 외에
도 다양한 설계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절에서 제시한 두 개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성, 예산에 따라서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
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에서 세 개의 코호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교직경력 10년차, 혹은 15년차 코호트 중 하
나를 신규교사 코호트와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규교사 코호트 설계 방안에
서도 두 번째 신규교사 코호트를 첫 번째 신규교사 코호트가 교직경력 8년차 혹은 11년
차가 되는 시점에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두 개의 코호트가 동시에 조사되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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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2. 향후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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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요약 및 제언

요약 및 논의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교원정책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여겨져
왔는데, 실효성 있는 교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전반
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책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
여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종단연구는 조사대상의 성장･변화와 영향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분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종단연구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
는 시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균 30년 이상 교직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상
황은 교사의 의식, 태도, 전문성이 어떻게 성장·변화하는지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필요성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단연구를 통한 교사의
변화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교사연수와
승진과 같은 교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수준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를 실시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교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인을 도출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
하는 개념모형을 도출하고 실제 종단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조사도구의 개발, 조사 설계에 관한 탐색을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고,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를 연구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연구 내용별로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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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교원종단 연구 설계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분석하였다. 우선 교원에 관한 선행연
구에서는 교사와 교직의 특징으로 주로 연구되어 온 주제 중, 교육관, 교직관, 인식론적
신념, 교사 효능감,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기존의
교사관련 연구에서 어떻게 개념이 정의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된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의 두 번째 주제로 교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선행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교직문화 및 학교 조직문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책 중 교원과 관련이 있는 정책적 사항이라 할 수 있
는 ‘교원정책’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원 양성과 임용, 보상과
승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의 마지막 주제로 교원의 발달과 생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다. 교사의 ‘성장’이나 ‘성숙’을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탐색하
고자 한 발달론적 관점과 최종 도달 지점을 정해놓기 보다는 교사가 재직기간 동안 경험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생애주기 연구에서 각각 교사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단계별 특징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의 교원 대상 조사의 조사목적, 연구(개념)모형, 조사내용 및 조사
항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교원에 대한 국제 비교 조사 연구인
교수-학습 국제 조사(TALIS)와 미국에서 2년 주기로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재
직 중인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National Teacher and Principal
Survey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원종단조사의 예로 미국에서 2007-08년도에 교

직에 입문한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적･조사하여 교사의 근속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는 Beginning Teacher
Longitudinal Study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서울교원
패널(가칭)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학교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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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념모형과 조사항
목을 도출하고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종단 연구의 목적을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
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
다고 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성장･변화를 볼 것인지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특성 변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사의 특징과 변화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실시되
는 종단조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교사의 전
문성의 영역 중 정의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의 세 가
지 차원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교사가 교직활동을 수행
하는 학교와 학교가 속한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개념모형에 근거하여 조사항목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문항을 개발하였다. 우선 교사의
가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수준과 학교수준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배
경요인과 과정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수준의 배경요인으로는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정보, 교직입문 관련 정보, 현재 근무 정보를 포함하였고, 과정요인으로는 현재 재
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결정 권한,
비중, 스트레스를 포함하였다. 학교수준의 배경요인으로는 근무학교의 유형, 설립유형,
소재지와 같은 학교정보를, 과정요인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문화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교사의 교직수행을 나타내는 첫 번째 차원으로 설정한 가치는 교사의 교육과 교직에
대한 가치판단과 인식으로서 교육관과 교직관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교육관은 교육의
목적, 방법, 조건 등을 포괄하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가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식의 본질(절대성 vs. 상대성), 교육과정(보편성 vs. 특수성), 학습능력(선천성
vs. 후천성), 교육목표･방법(수월성 vs. 형평성), 미래교육(유지 vs. 변화)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교직관은 교사라는 직업과 교사 개인과 집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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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직이 일반적으로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종
의 특징을 얼마나 반영하고 인식하는지와 교사가 본인을 포함하여 교사 집단의 개인주의
적, 보수주의적 성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차원은 현재 교직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직업과 교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 혹은 평가를 반영하는 태도로 설정하였고, 교직경로 설정, 교사 효능감, 직무만족
도, 소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교직경로 설정은 교사로서의
직업 목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로서, 이 연구에서는 ‘정년에 대한 계획’과 ‘교직경로에
서 희망하는 직위’의 두 문항을 통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교사 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사 자신의 자기 확신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수/평가와 수업 외의 업무로 구분되는 학생지도/학급운영 두 영역에서의 교사 효능감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현재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와 항목별 만족도로 구분하였다. 소진은 교사가 교직에 종
사하면서 겪게 되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가 결합된 심리적 증상으로 정의
하고 세 가지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는 주요 교원정
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나 태도로서, 이 연구에서 교원정책은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승진 및 보상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교사의 의견을 묻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통해서 교사의 교직수행 과정에서의 실제 활동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교사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 요소로 수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활동
과 전문성 개발 활동을 하위 요소로 포함하였다. 교사의 교육활동은 다시 ‘수업목표의
타당성’, ‘수업설계의 적절성’, ‘수업활동의 체계성’, ‘학생평가 및 환류의 적절성’으로 구
분하여 각각의 세부 항목을 통해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교사가 주로 어떤 유형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
여하고 있는지와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주제, 그리고 각 주제별 전문성 개발이 필요
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Ⅳ장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조사대상과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조사실시와 관련된 사항
과 표본 유지 및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대상으로서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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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사는 성별, 교직경력,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급과 설립
유형, 담당교과목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집단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함
에 있어서 교사의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교원 현황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하는 신규 교원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단연구의 대상으로서 교사의 모집단이 정해지고 나면, 실제로 조사에 참여할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 박상현 외(2018)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조사에서 표본을 추출
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단위로 추출하는 방법과 교사 개인을 단위로 추출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로 추출하는 방법
에 초점을 두고 실제 교사 전체의 모집단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에 대해 탐색해보았다.
종단연구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
인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패널
조사에서는 많은 경우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조사를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조사는 시행 절차가 비교
적 간단하고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응답의 성실성, 솔직성 등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조사를 조사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사항으로 조사기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연구의 목적과 교사의 특성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특성이 보통 15년을 기준으로 전환된다고 보
았는데,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년과 10년을 조사기간
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론적 타당
성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장기간 조사를 반복하는 종단연구에서는 표본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는 것이 조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패널조사에서는
패널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
사들은 교원종단 연구가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고, 연구의 성과가 교원 정책 개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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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원종단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코호트로, 몇 년간 조사를 시행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교직 경력별로 ‘신규교사’, ‘교직 경력 10년차’, ‘교직 경력
20년차’의 세 개의 코호트를 10년간 동시에 추적･조사하는 교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 방

식이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탐색해보고자 하는 신규교사에 초점을
두고 코호트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본조사가 시행되는 2021년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코
호트를 구성하여 15년간 추적･조사하고, 2021년 코호트가 교직 경력이 6년차가 되는
2026년에 새롭게 신규교사 코호트를 구성하여 마찬가지로 15년간 조사를 실시하는 신규

교사 코호트 설계 방식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종단연구의 조사 설계는 종단연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표본 유지와 소요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향후 과제 제안

본 연구에서는 교원에 관한 선행연구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구를 검토하고,
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원종단 연구의 개념모형과 조사도구의 문항을 개발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도구의 이론적 타당성을 높이고 교사가 당면한 현실
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올 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원종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조사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과 조사 설계 및 조사 실시를 위한 측면으
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사도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
올해 연구는 교원종단 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교원종단 연구에서 활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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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
사도구를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 올 해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용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도구의 문항을 검토하여 교
사가 근무하는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교사용과 중･고등학교 교사용 조사도구로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도구의 초안에는 영향 요인으로서 교사와 학교
의 배경･과정 변인의 일부 문항만 초등･중등으로만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후
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수행을 구성하는 가치, 태도, 행동 영역의 문항을 검토하여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문항이 있는지, 혹은 수정하거나 새롭게 개발할 필
요가 있는 세부항목이나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올 해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모형의 영향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사회
의 영향은 조사도구에서 학교문화의 하나의 소영역으로서 지역사회의 영향과 시·도교육
청 수준의 교원정책에 대한 교사의 태도를 묻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
에 속해있고, 학교는 또한 사회에 속해있는 계층구조를 고려할 때, 사회 영역의 영향 요
인도 교사 개인 수준이나 학교수준의 변수처럼 하나의 독립적 영역으로 분리하여 관련
설문문항을 포함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교직수행의 행동 차원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특히 교육활동의 문항이 교사의 교수활동(teaching practice)의 실제를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는 교수활동의 주체로서, 교사가 어떻게 수업
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학생을 평가하는지는 교수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교수활동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PISA에서는 2015년부터 교사
설문지에 교수활동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27). 또한 TALIS 2018에서
도 교사의 수업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황을 지정하여(예: 지난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 중학교에서 수업하신 학급입니다), ‘최근에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수업의 시작 전에 학습목표를 설정한다’와 같은 교수법을 얼마나 자주하는지를 4점 척

도(‘전혀 또는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사용함’,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사용함’)로 평
가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이동엽 외, 2018a: 197-198). 이러한 기존의 문항을 참고

27) PISA 홈페이지. https://nces.ed.gov/surveys/pisa/ifp_teachers.asp (2019. 10.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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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우리나라의 학교 상황에 맞게 교수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활동 영역의 문항이 학교급에 따라 초등･중등 교사용 문항으로 구분이
필요한지, 특히 중등의 경우, 다양한 교과목의 교수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개발 활동 역시 교사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전문성 개발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
사도구의 문항에 대한 검토와 보완은 내년 연구의 초반에 예비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
뢰도와 타당도 등 조사도구의 양호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본조사에서 활용될 조사도
구의 형태로 문항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 조사 설계가 확정이
되고 조사대상이 정해지면, 예비조사도 동일한 대상을 표집하여 실시하게 될 것이다. 내
년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면 연구 일정상 6월 중･하순 즈음에 실시를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늦어도 4월 말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 방식은 올 해 교원 대상 설문조사처럼 온라인 조사가 적합할
것이다.
예비조사가 종료되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고 조
사 도구의 양호도를 검토해야한다. 우선 각각의 문항별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평균, 표
준편차) 분석을 통해서 문항별로 선택지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선택지의 응답 빈도를 분석하여 특정 선택지의 선택의 빈도가 현
저히 높거나 낮은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항과 선택지의 진술이 명료하고 적절한
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하위요인을 가정하고 있고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항에 대
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의도한 대로 요인이 확인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문항반응
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적용하여 문항의 난이도(difficulty)와 판별도(discrimination)
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문항반응이론에 기초한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이 특정 집단(예: 성별 혹은 교직경력에 따른 집단)에

게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절적한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서 본조사용 조사도구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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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설계 및 조사 실시를 위한 과제
조사도구의 타당화가 교원종단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사도구
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을 포함하여 조
사 설계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교사 집단에서 특정한 하위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종
단연구의 목적과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정하고,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 해 연구에서는 교원 종단연구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방안으로 ‘교
직 경력별 코호트 설계’와 ‘신규교사 코호트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 두 방안에서 어느
안으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설계 방안을 고려해야하는 지 등은 후속 연구에서
예산과 연구의 범위가 정해지면, 보다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의 과제로 교사의 모집단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교육통계의
교원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조사가 매년 상반기(4월 1일 기준)와
하반기(10월 1일 기준)에 두 번 시행되는 일정을 참고하여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통해 소속 교원의 정보를 얻어
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향후 연구 일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조사 설계는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몇 개의 가능한 시나리
오를 가정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장･단점과 필요한 예산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종단조사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원 정보를 얻고, 교원이 근무하고 있는 학
교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의 관련 부서(교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등)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단조사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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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이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
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참여자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적절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교원들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였듯이, 종단연구의 성패는 조사 대상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장
기간 반복되는 조사에 참여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교사들은 답례품 제공 보다는 연구결과가 실제 교원정책에 반
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표본이 추출되어 조사 참여자가 결정되면, 연구의 취지
와 목적을 알릴 수 있는 설명회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조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가 시행된 후에는,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반영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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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a first step to conduct a longitudinal survey of teacher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future, commences with multiple goals: discerning key
variables reflexive of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devising a conceptual
framework that represent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dentified variables, and
developing an instrument ready for use in the actual longitudinal study. We also
aim to investigate relevant aspects of research design and to recommend future
directions. Thus, paying attention to scholarly discussions on teachers and their
experiences, survey instrument development and research design, we employed
various methods ranging from literature review to questionnaires to expert panels
to Delphi survey techniques. The following thematically summarizes what we
examined and what we primarily found.
Chapter II probes previous research on teachers and inspects surveys targeting
teachers in South Korea and overseas as a way to lay the foundations for
designing a longitudinal survey. Since the body of literature on teachers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on the teaching profession,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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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crutinize how the concepts of teaching philosophy, epistemological beliefs,
teacher-efficacy, and burnout have been defined and how they are related to
teacher characteristics. We then analyze how the topic of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er policy has been explored in the field by looking specifically into the
literature on teacher training and employment, the reward and promotion system,
policy to protect teachers’ rights and authority,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evaluation. Further, reviewing the studies about teachers’ lives and their
professional growth, we consider how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eachers
have been defined and expounded.
In the same chapter, we also researc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urveys
of teachers to comprehend their purposes, theoretical frameworks, content, and
survey items. In particular, we peruse OECD’s worldwide comparative study—the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and a nationwide biennial sample
survey of US teachers and principal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the
National Teacher and Principal Survey. As an example of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we also inquire into the Beginning Teacher Longitudinal Study, which
followed a cohort of beginning public school teachers in the United States for
five years starting with the 2007-2008 academic year. We also examine the Seoul
Teacher Panel (a tentative name), a survey to be administered starting in 2020
to collect, manage, and analyze the systematic data about teachers affiliate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hapter III deduc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documents matters to investigate, and develops a survey instrument by
synthesizing our findings

that

emerg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e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teachers, the Delphi survey created for experts on
K-12 education, and professional consultations. We conceptualize the purpose of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to recognize who becomes a teacher and how
a teacher becomes mature and undergoes changes while employed in the field
of education—all of which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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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achers and the formation of means and mechanisms to support them and
their development. To realize these objectives of a longitudinal study, we begin
our discussion by addressing which aspect of teachers it needs to pay attention
to, how it captures teacher characteristics, and how it explores their
developments and transformations.
As a general rule, the current study strives to generate variables that explicitly
reveal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eachers that are appropriate for a
self-report measure in the context of responding to the same survey items over
multiple time intervals. Thus, in regard to teacher characteristics, we concentrate
on the affective and behavioral dimensions in teacher expertis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views that teachers’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s
demonstrate their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therefore attempts to understand
teachers with these three facets. Our conceptual framework also includes
teachers’ personal attributes as well as those of the schools which they work for
and the social conditions where the schools are situated since these all influence
their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s.
Teachers’ values, the first facet that reveals their professional performance,
refer to their value judgment and awareness of education and the teaching
profession. It comprises sub-facets of educational beliefs and perspectives on the
teaching profession. The second facet concerns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ir
own profession and toward themselves as teachers when they are engaging in
education. Sub-facets of expected trajectories of job status, teacher-efficacy, job
satisfaction, burnout, and attitudes toward teacher policy are added to this facet.
Finally, through teachers’ behaviors, we try to understand the kinds of activities
they are involved in as teachers. Two core sub-facet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e classroom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ctivities intended to enhance their
practice, are included in the third facet.
Chapter IV looks at relevant details in effectuating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by considering how to implement the study (e.g., the subje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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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sampling methods, data collection procedures, data collection
periods) and by speculating how to maintain the sample size and stimulate
teachers’ participation. We formulate schemes for research design applicable to
the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In particul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wo tentative progra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horts to be
recruited and the duration of data collection periods. One program is to recruit
three cohorts of teachers with different years of teaching experience—first year
teachers, teachers with 10 years of experience, and teachers with 20 years of
experience—and to follow them for 10 years. The other program, which is mo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first year teachers, is to recruit a cohort
of first year teachers in 2021 (Year 1) and follow them for 15 years; in 2026,
when those in the first cohort become teachers with six years of experience, a
second cohort of first year teachers can be recruited and followed for 15 years.
Building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lso propose two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more effectively conduct a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at the
national level. First, to refine the instrument so that it is fully usable in
longitudinal research, it is crucial to increase the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urvey items developed in the current study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as well as pilot testing. Second, follow-up studies would need to finalize a
research design and prepare for the fundamental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2021. As carrying out a longitudinal study entails complex data
collection procedures and requires a substantial amount of expenses, sufficient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is necessary to smoothly execute the
longitudinal study of teachers.

❑ Key words: teacher longitudinal study, teaching performance,
teacher development, surve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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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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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2019. 05. 22. ~ 2019. 12. 31.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을 위한 요구조사 설문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 교원종단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설계, 실행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클릭하여 연구에 대한 소개를 읽
어보시고 연구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설문조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되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교원종단 연구를 설계하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설문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연구책임자 최인희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 이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주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분석연구실 정민주 연구원
전 화: 043-530-9604
이메일l: jmj73@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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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교원종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다음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제로
널리 알려진 2007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원을 확보하여 그들을 효과적인
교수자로 양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입문 이후에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갖게 되고, 교사가 어떠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경력과 전문성이 개발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교사와 교직에 대한 포괄적이
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학교교육의 질, 성과 측면에서 교사가 중요하다고 하나 정작 우리나라 교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입직에서 퇴직까지 평균 30년에서 35년의 긴 시간을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직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단 연구가 부재하
였다. 종단연구는 특정한 시점에 일회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횡단연구와는 달리 동일한 응답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추적 조사함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교육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는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 연구는
종단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종단 연구는 교사로 임용되어 첫
학교에 배정받아 부임한 교직 경력 2년 미만의 초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교육 활동과 교사로서의 자신,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
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원종단연구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교사연수와 승진제도, 보상과 같은 교원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위에서 제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원 대상 종단 자료의 수집
교사와 교직에 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
교사들의 교육과 교직, 학습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교원의 재직 기간별 지원 방안 마련
교육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교원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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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종단 연구의 기본 설계
1. 교원종단 연구는 표본으로 추출된 개별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 시행이 필요한
데, 조사기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이상

2. 다음 중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협력교사(지정된 담당교사)를 활용한 우편조사
협력교사를 활용하지 않은 우편조사
(전문)조사원을 활용한 현장 방문 조사

3.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 제공 및 유출
표본으로 추출된 교원들의 정기적 반복적 참여
종단 조사의 실행 가능성
연구의 실효성(예: 연구결과가 얼마나 교원정책 입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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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항목
※ 다음은 교원종단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항목의 대영역, 소영역, 세부항목을 포함한 조사 항목입니다.
이 후에 각각의 소영역 별로 세부항목에 대한 보완(수정/삭제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대영역

소영역

인구사회학적 배경

교사
및
학교
배경

교직입문 관련 정보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소득수준
유년시절(초･중･고 재학 중)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1년 이상)
교직선택시기
교직선택동기
교직이수경로(양성기관유형)
교사자격(단일/복수)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교육대학 졸업자)교육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현재 근무정보

교직활동
교사
및
학교
과정

세부항목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

근무학교 유형(초/중/일반고/특성화고)
근무학교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근무학교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교직경력
현재 학교 발령일(연도/월)
담임여부
담당교과
담당학년
담당업무(업무분장)
전출 희망 여부
교원단체 가입 여부
수업 및 업무 비중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교사-학생 간의 관계
학생-학생 간의 관계(학교 폭력/학생들의 비행 및 일탈)
교사-학부모 간의 관계
교사-교사 간의 관계
교사-학교 관리자 간의 관계
교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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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소영역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

세부항목
교육관(교육과 학교의 목적, 가치에 대한 의견)
교직관(교직과 교사집단에 대한 의견)
인식론적 신념(지식과 학습에 대한 의견)
교직목표

교사의
의식과
태도

교사로서“나”에
관한 의견

교사 효능감
헌신
소진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보상 및 승진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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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세부항목
성별
연령
학력

인구사회학적 배경

결혼유무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소득수준
유년시절(초･중･고 재학 중)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1년 이상)

1.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없다. ---> 2번으로 이동
있다. ---> 1-1로 이동
1-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28)
택일
① 성별
② 연령
③ 학력
④ 결혼유무
⑤ 맞벌이 여부
⑥ 자녀 유무
⑦ 소득수준
⑧ 유년시절(초･중･고 재학 중) 읍･면
지역 거주 경험 여부(1년 이상)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2.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28) 온라인 설문조사 페이지에서는 ➀에서 선택한 항목별로 ➁ 보완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형
태에 따라 ➂ 보완의견을 묻는 창이 열리도록 설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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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직입문과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교직입문 관련 정보

세부항목
교직선택시기
교직선택동기
교직이수경로(양성기관유형)
교사자격(단일/복수)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교육대학 졸업자)교육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3. 교직입문과 관련된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4번으로 이동
있다. ---> 3-1로 이동
3-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교직선택시기
② 교직선택동기
③ 교직이수경로(양성기관유형)
④ 교사자격(단일/복수)
⑤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⑥ (교육대학 졸업자)교육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4. 교직입문과 관련된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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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현재 근무정보와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현재 근무정보

세부항목
근무학교 유형(초/중/일반고/특성화고)
근무학교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근무학교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교직경력
현재 학교 발령일(연도/월)
담임여부
담당교과
담당학년
담당업무(업무분장)
전출 희망 여부
교원단체 가입 여부

5. 현재 근무정보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6번으로 이동
있다. ---> 5-1로 이동
5-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근무학교 유형(초/중/일반고/특성화고)
② 근무학교 설립 유형(국･공립/사립)
③ 근무학교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
면지역)
④ 교직경력
⑤ 현재 학교 발령일(연도/월)
⑥ 담임여부
⑦ 담당교과
⑧ 담당학년
⑨ 담당업무(업무분장)
⑩ 전출 희망 여부
⑪ 교원단체 가입 여부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6. 현재 근무정보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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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직활동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세부항목
수업 및 업무 비중

교직활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7. 교직활동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8번으로 이동
있다. ---> 7-1로 이동
7-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수업 및 업무 비중
②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③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8. 교직활동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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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학교풍토와 관련된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

세부항목
교사-학생 간의 관계
학생-학생 간의 관계(학교 폭력/학생들의 비행 및 일탈)
교사-학부모 간의 관계
교사-교사 간의 관계
교사-학교 관리자 간의 관계
교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행정실)

9.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10번으로 이동
있다. ---> 9-1로 이동
9-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교사-학생간의 관계
② 학생-학생간의 관계(학교 폭력/학생들의
비행 및 일탈)
③ 교사-학부모간의 관계
④ 교사-교사간의 관계
⑤ 교사-학교 관리자간의 관계
⑥ 교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행정실)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10.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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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세부항목
교육관(교육과 학교의 목적, 가치에 대한 의견)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

교직관(교직과 교사집단에 대한 의견)
인식론적 신념(지식과 학습에 대한 의견)

11.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 ---> 12번으로 이동
있다. ---> 11-1로 이동
11-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교육관
(교육과 학교의 목적, 가치에 대한 의견)
② 교직관
(교직과 교사집단에 대한 의견)
③ 인식론적 신념
(지식과 학습에 대한 의견)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12.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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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

세부항목
교직목표
교사 효능감
헌신
소진

13.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 14번으로 이동
있다. ---> 13-1로 이동
13-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교직목표
② 교사 효능감
③ 헌신
④ 소진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14.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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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입니다.
소영역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세부항목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보상 및 승진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

15.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 중 보완(수정/삭제 등)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 ---> 16번으로 이동
있다. ---> 15-1로 이동
15-1. 보완되어야 할 하위요소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① 항목명 선택(중복선택 가능)
택일
①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② 보상 및 승진제도
③ 교육활동 보호 정책
④ 교원연수
⑤ 교원평가

② 보완형태
택일
수정 --------->
삭제 --------->
기타 --------->

③ 보완의견
수정 이유 서술(
삭제 이유 서술(
기타 의견 서술(

)
)
)

16.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술하여 주십시오
(없는 경우 “없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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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종단 연구의 참여 활성화 방안
1. 본 교원종단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소정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
공한다면 참여(응답)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교원종단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 연구
결과와 시사점 등을 알린다면 참여(응답)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교원종단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교원과 관련된 현장 연구 및 정책 연구 과제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정책 연구 활용 실적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홍보한다면 참여(응답)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교원종단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원 정책 및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정책 개선 실적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홍보한다면 참여(응답)가 더 증가할 것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외에 교원종단 연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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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부록 2]에서는 설문조사의 ‘IV. 교원종단 연구의 조사 항목’ 영역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보완(수정/삭제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각각의
소영역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문항에 대한 결과는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록 표 1> 설문조사 결과: 소영역별 보완 필요 여부
(단위: 명, %)
보완 필요 여부

대영역

소영역
인구사회학적 배경

376 (87.04)

56 (12.96)

432 (100.00)

교사 및 학교배경

교직입문 관련 정보

408 (94.44)

24 (5.56)

432 (100.00)

현재 근무정보

376 (87.04)

56 (12.96)

432 (100.00)

교직활동

379 (87.73)

53 (12.27)

432 (100.00)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

419 (96.99)

13 (3.01)

432 (100.00)

교사 및 학교과정

교사의 의식과
태도

없음

계

있음

교육 일반에 관한 의견

420 (97.22)

12 (2.78)

432 (100.00)

교사로서 “나”에 관한 의견

386 (89.35)

46 (10.65)

432 (100.00)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401 (92.82)

31 (7.18)

432 (100.00)

또한 소영역의 세부항목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수정/삭제/기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부록 표 2>에 제시하였다. ‘수정/삭제/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서술형으
로 구체적인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고, 서술형 의견은 연구진이 검토하여 조사항목
을 수정하는 데 반영하였다.
<부록 표 2> 설문조사 결과: 세부항목별 보완형태
(단위: 명, %)
소영역

세부항목
수정

인구
사회학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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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형태
의견있음
삭제
기타

의견없음

계

성별

2 (0.46)

0 (0.00)

0 (0.00)

430 (99.54)

432 (100.00)

연령

0 (0.00)

0 (0.00)

0 (0.00)

432 (100.00)

432 (100.00)

학력
결혼유무
맞벌이 여부
자녀 유무

1 (0.23)
0 (0.00)
2 (0.46)
0 (0.00)

6 (1.39)
10 (2.31)
8 (1.85)
8 (1.85)

0 (0.00)
1 (0.23)
0 (0.00)
1 (0.23)

425 (98.38)
421 (97.45)
422 (97.69)
423 (97.92)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소득수준

2 (0.46)

17 (3.94)

3 (0.69)

410 (94.91)

432 (100.00)

부 록

소영역

교직입문
관련 정보

현재
근무정보

교직활동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풍토

세부항목
수정
유년시절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
6 (1.39)
교직선택시기
1 (0.23)
교직선택동기
0 (0.00)
교직이수경로(양성기관유형)
1 (0.23)
교사자격(단일/복수)
2 (0.46)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2 (0.46)
교육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1 (0.23)
근무학교 유형
0 (0.00)
근무학교 설립 유형
0 (0.00)
근무학교 지역규모
0 (0.00)
교직경력
0 (0.00)
현재 학교 발령일
0 (0.00)
담임여부
2 (0.46)
담당교과
3 (0.69)
담당학년
2 (0.46)
담당업무(업무분장)
1 (0.23)
전출 희망 여부
3 (0.69)
교원단체 가입 여부
1 (0.23)
수업 및 업무 비중
19 (4.40)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5 (1.16)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7 (1.62)
교사-학생간의 관계
3 (0.69)
학생-학생 간의 관계
4 (0.93)
교사-학부모 간의 관계
4 (0.93)
교사-교사 간의 관계
0 (0.00)
교사-학교 관리자 간의 관계
3 (0.69)
교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1 (0.23)

교육 교육관(교육과 학교의 목적, 가치에 대한 의견)
일반에 교직관(교직과 교사집단에 대한 의견)
관한 의견 인식론적 신념(지식과 학습에 대한 의견)
교사로서
“나” 에
관한 의견
교육정책
에 관한
의견

교직목표
교사 효능감
헌신
소진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보상 및 승진제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
교원연수
교원평가

보완형태
의견있음
삭제
기타
16 (3.70)
3 (0.69)
4 (0.93)
1 (0.23)
1 (0.23)
0 (0.00)
2 (0.46)
0 (0.00)
2 (0.46)
1 (0.23)
4 (0.93)
0 (0.00)
8 (1.85)
0 (0.00)
1 (0.23)
0 (0.00)
0 (0.00)
2 (0.46)
1 (0.23)
1 (0.23)
1 (0.23)
0 (0.00)
7 (1.62)
0 (0.00)
1 (0.23)
1 (0.23)
0 (0.00)
4 (0.93)
0 (0.00)
2 (0.46)
2 (0.46)
0 (0.00)
3 (0.69)
2 (0.46)
32 (7.41)
1 (0.23)
1 (0.23)
3 (0.69)
1 (0.23)
0 (0.00)
18 (4.17)
5 (1.16)
0 (0.00)
0 (0.00)
1 (0.23)
1 (0.23)
1 (0.23)
0 (0.00)
2 (0.46)
1 (0.23)
2 (0.46)
0 (0.00)
2 (0.46)
0 (0.00)

의견없음
407 (94.21)
426 (98.61)
431 (99.77)
429 (99.31)
427 (98.84)
426 (98.61)
423 (97.92)
431 (99.77)
430 (99.54)
430 (99.54)
431 (99.77)
425 (98.38)
428 (99.07)
425 (98.38)
428 (99.07)
429 (99.31)
424 (98.15)
398 (92.13)
409 (94.68)
426 (98.61)
402 (93.06)
429 (99.31)
426 (98.61)
427 (98.84)
429 (99.31)
427 (98.84)
429 (99.31)

계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 (0.93)

1 (0.23)

1 (0.23)

426 (98.61)

432 (100.00)

1 (0.23)

1 (0.23)

0 (0.00)

430 (99.54)

432 (100.00)

4 (0.93)

3 (0.69)

1 (0.23)

424 (98.15)

432 (100.00)

2 (0.46)
3 (0.69)
13 (3.01)
14 (3.24)
6 (1.39)
6 (1.39)
6 (1.39)
1 (0.23)
5 (1.16)

0 (0.00)
0 (0.00)
9 (2.08)
6 (1.39)
0 (0.00)
2 (0.46)
0 (0.00)
0 (0.00)
5 (1.16)

0 (0.00)
1 (0.23)
2 (0.46)
7 (1.62)
1 (0.23)
2 (0.46)
0 (0.00)
1 (0.23)
1 (0.23)

430 (99.54)
428 (99.07)
408 (94.44)
405 (93.75)
425 (98.38)
422 (97.69)
426 (98.61)
430 (99.54)
421 (97.45)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432 (100.00)

* 소영역별 보완 필요 여부에 ‘있음’으로 선택한 경우, 세부항목 1개 이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소영역별 보완 필요 여부에서 ‘있음’의 계와 세부항목의 ‘의견있음’의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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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델파이 조사지

「교원종단 연구 설계」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9년 기본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교원종단연구 설계방안」연구의 일환입니다.
이 연구는 교원종단연구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교원종단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교원을 추적･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이러한 종단
연구를 통해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의식, 태도, 전문성 등이 어떻게 성장 혹은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며,
학교와 교사의 조직적 특성과 교육정책이 교사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교원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와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원종단연구의 개념모형
과 조사항목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학교 교육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진이
개발한 조사항목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교원종단연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충실한 견해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설문 문항의 수정･보완
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내 주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이메일(jmj73@kedi.re.kr)로 2019년 9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연구책임자 최인희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

※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조사분석연구실
담 당 자: 정민주 연구원(☎ 043-530-9604, E-mail: jmj73@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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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한 이유와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명제로
널리 알려진 2007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원을 확보하여 그들을 효과적인
교수자로 양성하고,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교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교직입문 이후에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갖게 되고, 교사가 어떠한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경력과 전문성이 개발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교사와 교직에 대한 포괄적이
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학교교육의 질, 성과 측면에서 교사가 중요하다고 하나 정작 우리나라 교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실증 자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입직에서 퇴직까지 평균 30년에서 35년의 긴 시간을
재직함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직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단 연구가 부재하
였다. 종단연구는 특정한 시점에 일회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횡단연구와는 달리 동일한 응답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해서 추적 조사함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교육학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는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 연구는
종단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원종단 연구는 교사로 임용되어 첫
학교에 배정받아 부임한 교직 경력 2년 미만의 초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입문하고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여 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원종단연구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교사연수와 승진제도, 보상과 같은 교원정책의 개발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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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음은 교원종단연구의 개념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종단연구의 목적을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입문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떠한 교사로 성장･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 교사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교사의 특성은 교사의 교직수행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았고, 교사의 교직수행은 교사의 신념,
태도, 행동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교사의 신념은 지식의 본질, 교
육의 목적, 학생의 학습능력, 미래 교육의 변화를 나타내는 교육관과 직업으로서의 교직과 교
사 집단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교직관을 포함한다. 교사의 태도는 교직경로 설정, 교사효능
감, 직무만족도, 소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현재 교직을 수행하면서 갖고 있는
태도 혹은 판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현재 교사가 교육활동과 전문성 개발활동을
어떻게 수행(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교사의 신념, 태도, 행동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 뿐 교사가 교직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조직 내외의 사회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종단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인적･구
조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교사의 교직수행과 관련된 신념, 태도,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
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사의 신념, 태도, 행동은 교사의
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고,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원종단연구의 개념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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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 본 연구진이 설정한 교원종단연구의 개념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개념 모형의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Ⅰ-2. 교원종단연구 개념 모형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기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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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개념모형에 근거하여 도출한 교원종단연구의 조사 항목 체계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소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정도 및 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영역
대영역

중영역

인구․
사회학적
배경

교직입문
배경

세부항목

소영역

관련 정보

교사
특성

현재
근무정보

과정

업무수행

배경

학교정보

학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소득수준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 (1년 이상)
교직선택시기
교직선택동기
교원자격 취득경로
교사자격 (단일/복수)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대학 졸업 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린 기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강사 등)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교직경력
현재 학교 발령일 (연도/월)
담임여부
담당교과
담당학년
담당업무 (업무분장)
전출 희망 여부
교원단체 가입 여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업무수행 자율성
업무수행 비중 (시간)
업무수행 스트레스
근무학교 유형
근무학교 설립 유형
근무학교 지역
학교규모
학생의 구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학교문화
(풍토)

학교장 리더십
업무배분 및 보상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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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영역

중영역

구성원 간의
관계

교육관
신념
교직관
교직경로
설정

교사의
교직

태도

수행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협력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 간의 관계
교사와 교장(감) 간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
학생 간의 관계
지식의 본질: 절대성 vs. 상대성
교육의 목표(I): 보편성 vs. 특수성
교육의 목표(II): 수월성 vs. 형평성
학생의 학습능력: 선천성 vs. 후천성
미래 교육: 유지 vs. 변화
교직의 특징
교사 집단의 특징
정년에 대한 계획
희망하는 직위

교사
효능감

교수/평가

직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소진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교육활동
행동
전문성 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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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소영역

학생지도/학급운영
항목별 만족도
정서적 고갈
성취감 결여
비인간화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교육활동보호정책
보상 및 승진제도
교원연수제도
수업목표
수업설계
수업활동
평가
참여실태-활동
참여실태-주제
필요성 및 요구

부 록

Ⅱ-1. 교사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소영역(인구․사회학적 배경, 교직입문 관련 정보,
현재 근무정보, 업무수행)과 세부항목을 확인하시고 각 소영역별 세부항목의 타당성은 어
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Ⅱ-1-1. 인구․사회학적 배경
소영역

인구․사회학적 배경

세부항목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맞벌이여부
자녀유무
소득수준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 (1년 이상)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1-2. 교직입문 관련 정보
소영역

세부항목
교직선택시기
교직선택동기
교원자격 취득경로
교사자격 (단일/복수)

교직입문 관련 정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대학 졸업 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린 기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강사 등)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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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직입문 관련 정보)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1-3. 현재 근무정보
소영역

세부항목
교직경력
현재 학교 발령일 (연도/월)
담임여부
담당교과
담당학년

현재 근무정보

담당업무 (업무분장)
전출 희망 여부
교원단체 가입 여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선배교사가 후배교사를 지
원하는 프로그램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현재 근무정보)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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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4. 업무수행
소영역

세부항목
업무수행 자율성
※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내용 결정, 교수방법 결정, 평가방법
결정, 학생 생활지도’의 각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하는지 질문

업무수행

업무수행 비중 (시간)
※ 재직 중인 학교에서 주당 업무 시간을 100%라고 할 때, ‘수업준비, 수업, 학생
평가, 행정업무’ 등의 각 업무에 대해 최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의 비중(%)
으로 시간을 할애하였는지 질문
업무수행 스트레스
※ 재직 중인 학교에서 ‘교과지도, 교과 외 활동, 생활지도, 행정업무,
대인관계’ 각 항목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는지 질문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업무수행)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2. 학교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소영역(학교정보, 학교문화(풍토), 구성원 간의 관계)과
세부항목을 확인하시고 각 소영역별 세부항목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
당되는 부분에 ∨표시해 주십시오.
Ⅱ-2-1. 학교정보
소영역

학교정보

세부항목
근무학교 유형
근무학교 설립 유형
근무학교 지역
학교규모
학생의 구성
※ 담임 혹은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취약계층 학생’ 의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표시하
도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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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학교정보)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2-2. 학교문화(풍토)
소영역

세부항목
민주적 의사결정
학교장 리더십
업무배분 및 보상의 공정성

학교문화(풍토)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협력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학교문화(풍토))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2-3. 구성원 간의 관계
소영역

세부항목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
※ 구성원 간의 이해 공감,
친밀, 신뢰, 존중

교사 간의 관계
교사와 교장(감) 간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와 간의 관계
학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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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구성원 간의 관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 교사의 교직수행 중 신념, 태도,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소영역과 세부항목을 확인하
시고 각 소영역별 세부항목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해 주십시오.
Ⅱ-3-1. 교육관
소영역

교육관

세부항목
지식의 본질: 절대성 vs. 상대성
교육의 목표(I): 보편성 vs. 특수성
교육의 목표(II): 수월성 vs. 형평성
학생의 학습능력: 선천성 vs. 후천성
미래 교육: 유지 vs. 변화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육관)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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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2. 교직관
소영역

세부항목
교직의 특징
※ 직업으로서 교직의 특징에 대한 인식
예) 전문직관 vs. 노동직관

교직관

교사 집단의 특징
※ 교사 집단의 특징에 대한 인식
예) 개인 지향 vs. 집단 지향, 안정 지향 vs. 변화 지향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직관)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3. 교직경로 설정
소영역

세부항목
정년에 대한 계획
※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

교직경로 설정

희망하는 직위
※ 교직에 재직하면서 목표로 하는 직위(직급/직위)*
* 평교사/관리직(교감, 교장)/전문직(장학사(관), 연구사(관))/기타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186

부 록

※ 소영역(교직경로 설정)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4. 교사효능감
소영역

교사효능감

세부항목
교수/평가
※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에서 교수자, 평가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갖는
자신감의 정도
학생지도/학급운영
※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제외한 학생지도, 학급운영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갖는 자신감의 정도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사효능감)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5. 직무만족도
소영역

세부항목
전반적 만족도
※ 직업으로서 교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직무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 임금 또는 보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 수업･연구･독서 등 활동,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학생들이 나를 통해 배우고 깨우친다는 점, 학생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다른 교사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직업의
안정성, 시간적인 여유, 경쟁의식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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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직무만족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6. 소진
소영역

소진
※ 교사 개인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

세부항목
정서적 고갈
※ 학생들을 맞이할 때 정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성취감 결여
※ 학생을 가르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실패감과 무력감이 지배적인 상태
비인간화
※ 학생에게 냉담하고 학생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처럼 대하는 상태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소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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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7.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소영역

세부항목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 예) 대학 교육은 현재의 교직수행/생활에 도움이 된다.
임용시험(준비)는 교직 입직 이후 교사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교육활동보호정책
* 예) 교사 업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보상 및 승진제도
* 예) 교사 업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성과급제도)의 시행은 부적절하다,
승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원연수제도
* 예) 교사 업무 및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8. 교육활동
소영역

세부항목
수업목표
※ 수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교육활동

수업설계
※ 수업목표의 정교성 및 적절성
수업활동
※ 수업활동의 체계성
평가
※ 학생평가 활동의 정합성 및 환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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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교육활동)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3-9. 전문성 개발 활동
소영역

세부항목
참여실태-활동
※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의 총 참여 횟수와 교육시간
* 예) 자격/직무 연수, 교내(외) 교사 학습 공동체, 민간단체 연수, 개인 중심 연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실태-주제
※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포함된 주제*
* 예) 교수-학습 관련, 학생 생활지도/진로(학)지도, 행정업무/학급경영, 일반교양

필요성 및 요구
※ 현재 자신에게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 예) 교수-학습 관련, 학생생활지도/진로(학)지도, 행정업무/학급경영, 일반교양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타당함

1

2

3

4

5

※ 소영역(전문성 개발 활동) 및 세부항목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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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하여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빈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살펴보았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용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 값을 구하였다.
CVR은 각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통해 각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으

로 각 문항별로 산출하며(Lawshe, 1975: 568) 참여한 응답자의 수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
진다(Lawshe, 1975; 홍영란, 2017, p.137에서 재인용). CVR은 Lawshe(1975)의 산출방
법 및 기준표를 참고하였다. 산출식에서 Ne는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빈도수이
며 N은 총 응답자 수이다(Lawshe, 1975: 567). 본 분석에서는 홍영란(2017)을 참고하여
Ne를 ‘타당함’(4점)과 ‘매우 타당함’(5점)에 응답한 빈도수로 산출하였다.

CVR

Ne - N/2
N/2

=

Ne: 4점 이상으로 응답한 빈도수
N: 총 응답자 수

총 응답자가 수가 40명인 경우, CVR 값이 .29 이상이면 해당 문항이 긍정적인 의견으
로 수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Lawshe, 1975; 홍영란, 2017, p.138에서 재인용).
<부록 표 3> 응답자 수에 따른 CVR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10

.62
……

20

.42
……

35

.31

40

.29

* p=.05
출처: Lawshe(1975; 홍영란, 2017, p.138 참고 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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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4> 델파이 조사 결과
(단위: 명, %)
응답 구분
문항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연구모형

0 (0.0)

2 (4.3)

인구사회학적 배경

0 (0.0)

교직입문 관련 정보

계

평균

표준
편차

CVR

타당함

매우
타당함

6 (12.8)

21 (44.7)

18 (38.3)

47 (100.0)

4.17

0.82

0.66

0 (0.0)

5 (10.6)

24 (51.1)

18 (38.3)

47 (100.0)

4.28

0.65

0.79

0 (0.0)

0 (0.0)

0 (0.0)

20 (42.6)

27 (57.5)

47 (100.0)

4.57

0.50

1.00

현재 근무정보

0 (0.0)

0 (0.0)

4 (8.5)

27 (57.5)

16 (34.0)

47 (100.0)

4.26

0.61

0.83

업무수행

0 (0.0)

2 (4.3)

6 (12.8)

17 (36.2)

22 (46.8)

47 (100.0)

4.26

0.85

0.66

학교정보

0 (0.0)

0 (0.0)

4 (8.5)

20 (42.6)

23 (48.9)

47 (100.0)

4.40

0.65

0.83

학교문화(풍토)

0 (0.0)

0 (0.0)

1 (2.1)

21 (44.7)

25 (53.2)

47 (100.0)

4.51

0.55

0.96

구성원 간의 관계

0 (0.0)

0 (0.0)

2 (4.3)

18 (38.3)

27 (57.5)

47 (100.0)

4.53

0.58

0.91

교육관

0 (0.0)

1 (2.1)

5 (10.6)

17 (36.2)

24 (51.1)

47 (100.0)

4.36

0.76

0.74

교직관

0 (0.0)

1 (2.1)

4 (8.5)

16 (34.0)

26 (55.3)

47 (100.0)

4.43

0.74

0.79

교직경로 설정

0 (0.0)

0 (0.0)

6 (12.8)

16 (34.0)

25 (53.2)

47 (100.0)

4.40

0.71

0.74

교사효능감

0 (0.0)

0 (0.0)

4 (8.5)

23 (48.9)

20 (42.6)

47 (100.0)

4.34

0.64

0.83

직무만족도

0 (0.0)

0 (0.0)

4 (8.5)

14 (29.8)

29 (61.7)

47 (100.0)

4.53

0.65

0.83

소진

1 (2.1)

1 (2.1)

3 (6.4)

20 (42.6)

22 (46.8)

47 (100.0)

4.30

0.86

0.79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0 (0.0)

0 (0.0)

3 (6.4)

20 (42.6)

24 (51.1)

47 (100.0)

4.45

0.62

0.87

교육활동

0 (0.0)

1 (2.1)

7 (14.9)

20 (42.6)

19 (40.4)

47 (100.0)

4.21

0.78

0.66

전문성 개발 활동

0 (0.0)

0 (0.0)

3 (6.4)

13 (27.7)

31 (66.0)

47 (100.0)

4.60

0.61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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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조사도구(문항)

교원종단 연구 조사도구(문항)
교사 특성
 인구사회학적 배경
1. 성별
① 남

②

여

2. 출생연도
년도
3. (현재)최종학력
① 학사
④ 박사과정(재학,

휴학, 수료 포함)

②

석사과정(재학,

⑤

박사

휴학, 수료 포함)

③

석사

4. 결혼상태
①

배우자 유→ 「4-1」로 이동

②

배우자 무→ 「5」로 이동

②

아니오

②

아니오

②

있음

4-1. 맞벌이 여부
①

예

4-2. 부부교사 여부
①

예

5. 자녀 유무
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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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 수준(세전 가계 총 연소득)
※ 미혼인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할 시, 부모의 소득과 합한 가계 총 연소득
①

연 3,000만원 미만

②

연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③

연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④

연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⑤

연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⑥

연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⑦

연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⑧

연 9,000만원 이상

7. 졸업한 고등학교의 소재지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④

읍･면지역

8. 대학 입학 전 읍․면지역 거주 경험 여부(1년 이상)
①

예

②

아니오

 교직입문 관련 정보
9. 교직 선택 시기
① 대학 입학 전

② 대학 재학 중

③ 대학 졸업 후

10. 교직입문 당시 학력
① 학사

②

석사과정(재학, 휴학, 수료 포함)

④ 박사과정(재학, 휴학, 수료 포함)

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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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직 선택 동기
전혀
미치지
않음

미치지
않음

다소
미침

매우
크게
미침

1) 학생들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2)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4)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5)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6)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7) 안정된 신분(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다음의 각 사항은 선생님께서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8)

근무 여건(예: 근무시간, 공휴일, 방학,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함 등)이
좋기 때문에

12. 교원 자격 취득 경로
①

초등교원인 경우→ 「12-1」로 이동

②

중등교원인 경우→ 「12-2」로 이동

12-1. 초등교원의 교사 자격 취득 경로
①

교육대학 졸업

②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혹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12-2. 중등교원의 교사 자격 취득 경로
①

사범대학 졸업

②

교직과정 이수

③

교육대학원 졸업

③

기타

13. 교원 자격
①

중등교원인 경우→ 「13-1」로 이동

②

초등교원인 경우→ 「14」로 이동

②

복수

13-1. 중등교원의 자격 단일/복수 여부
①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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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이 첫 번째로 입학한 대학인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5. 교직이 첫 번째 직업인지 여부
※ 직업: 일정한 보수가 있고 경력개발이 가능한 직업(TALIS2018 기준)
①

예

②

아니오

16. 대학 졸업 후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걸린 기간
① 대학 졸업 직후

② 1년 미만

③ 2년 미만

④ 3년 미만

⑤ 4년 미만

⑥ 5년 미만

⑦ 5년 이상

17.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강사 등)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년

개월

 현재 근무 정보
18.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된 후의) 교직경력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등 1개월 이상의 휴직 기간 미포함
년

개월

년

개월

19. 현재 학교 근무기간

20. 담임 여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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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담임 학년
학년

21. 담당교과
①

중등교원인 경우→ 「21-1」로 이동

②

초등교원인 경우→ 「22」로 이동

21-1. 담당교과에 대하여 수업시수가 많은 순으로 1, 2순위까지 표기
※ 담당교과 분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기준임.
①

국어

(

)

②

수학

(

)

③

영어

(

)

④

사회과(한국사, 역사, 도덕･윤리 포함)

(

)

⑤

과학과

(

)

⑥

체육

(

)

⑦

예술(음악, 미술, 연극)

(

)

⑧

기술･가정

(

)

⑨

제2외국어

(

)

⑩

한문

(

)

⑪

교양

(

)

⑫

전문교과 (

(

)

⑬

기타 (

(

)

(

)

)

)

22. 담당학년(중복 선택 가능)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23. 담당업무(업무분장)
※ 부서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가장 유사한 부서를 선택
① 교무학사부

② 교육연구(혁신)부

③ 교육과정부

④ 생활인권부

⑤ 진로진학상담부

⑥ 학생안정자치부

⑦ 방과후학교부

⑧ 교과교육부

⑨ 환경복지부

⑩ 교육정보부

⑪ 기타 (

)

24. 현재 근무학교에서 전출 희망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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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원단체 가입 여부
①

가입→ 「25-1」로 이동

②

미가입→ 「26」로 이동

25-1. 가입하고 있는 단체명
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③

한국교원노동조합

④

기타 (

)

26.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여부
※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내에서 신입교사를 대상으로 선배교사가 후배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예→ 「26-1」로 이동

②

아니오→ 「27」로 이동

26-1. 멘토링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① 멘토

② 멘티

③ 기타 (

)

 업무 수행
27.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교사의 결정 권한 정도
교사들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동 매우 동의하지
동의하지
동의함
않음
의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않음

매우
동의함

1) 교육과정 재구성

①

②

③

④

2) 수업내용 결정

①

②

③

④

3) 교수방법 결정

①

②

③

④

4) 평가방법 결정

①

②

③

④

5) 학생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6) 행정업무(수업시수 결정, 업무분장 등)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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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업무 비중
학교에서의 주당 업무 시간을 100%라고 할 때, 최근 일주일 동안
다음 활동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시간을 할애 하셨는지를 비율(%)로 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비율(%)

수업준비
수업
학생평가
교과 외 활동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학부모 상담
회의참석
행정업무
기타

100 %

총 합

29.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업무 수행 스트레스
다음 사항들은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됩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전혀
안 됨
하여 주십시오.

교과
지도

교과외 활동

생활
지도

행정
업무

관계

어느
정도 됨

상당한
정도로
됨

아주
많이 됨

1) 수업 준비

①

②

③

④

2) 수업

①

②

③

④

3) 학생평가

①

②

③

④

4)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임

①

②

③

④

5) 방과후 활동(특별활동) 지도

①

②

③

④

6) 동아리 활동 및 각종대회 지도

①

②

③

④

7) 학급 운영

①

②

③

④

8)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①

②

③

④

9)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10)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사안 해결

①

②

③

④

11) 학부모 상담

①

②

③

④

12) 행정 업무

①

②

③

④

13) 교무회의 및 학년, 교과 협의회 등 회의

①

②

③

④

14) 각종 학교행사

①

②

③

④

15) 학생으로부터의 위협 또는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16)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위협 또는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17)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민원 대응

①

②

③

④

18) 동료교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19) 교장(감)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199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

학교 특성
 학교 정보
30. 근무학교 유형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일반계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 고등학교 포함)

④ 특성화고등학교

⑤ 특수목적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영재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포함)

31. 근무학교 설립 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32. 근무학교 소재지
①

서울특별시

②

광역시

③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④

읍･면지역

②

아니오

②

아니오

33. 근무학교의 혁신학교 여부
①

예

34. 근무학교의 연구학교 여부
①

예

35. 근무학교 소재지 지역가산점 해당사항
① 해당사항 없음

200

② 도서벽지

③ 농어촌 진흥

부 록

36. 학교 규모
①

소규모 (초등 50명 미만 / 중등 100명 미만)

②

중소규모 (초등 50명 이상 250명 미만 / 중등 100명 이상 500명 미만)

③

중대규모 (초등 250명 이상 500명 미만 / 중등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④

대규모 (초등 500명 이상 / 중등 1,000명 이상)

37. 학생 구성 비율
현재 담임 혹은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학생들의
없음
비율(%)을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해당되는 범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
10%

11%
~
30%

31%
~
60%

60%
이상

1) 다문화 학생(탈북 학생 포함)

①

②

③

④

⑤

2)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①

②

③

④

⑤

3) 특수교육대상 학생

①

②

③

④

⑤

4) 취약계층 학생(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①

②

③

④

⑤

 학교문화
38. 학교문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의 전문적 역량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 교사들 간에는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서는 업무가 교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상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교사 간
협력

업무분장
및 보상

행정적
지원

지역사회
압력에
대한
취약성

4)

우리 학교에서는 연수나 표창 등의 기회가 교사들에게 공정
하게 배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서는 교재, 기자재 구입 등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6)

우리 학교 행정실은 교사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몇몇 학부모들의 주장 때문에 학교의 방침이 바뀌기도 한다.
8)

우리 학교 교장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압력이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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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상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나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감을 받
고 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예: 지역사회 인사)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물적자원(예: 체육관이나 강당, 기
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 현안에 대해 교직원들이 적극적으
로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학교의 기자재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학교는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혁신 풍토 15)

우리 학교는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
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학교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
적으로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17)

우리 학교 교장은 학교 발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학교 교장은 학교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①

②

③

④

19)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20)

우리 학교 교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
견을 경청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1)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2)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23)

우리 학교 교장은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24)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25)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
한다.

①

②

③

④

26)

우리 학교 교장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
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지역사회
와의 협력

학교장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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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간의 관계
39. 구성원 간의 관계
전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그렇지
하여 주십시오.
않다

교사학생 관계

교사교사 관계

교사교장(감)
관계

교사학부모
관계

학생학생 관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 친근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6) 우리 학교 교사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 학교 교장(감)은 교사들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8) 우리 학교 교장(감)은 교사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학교 교사들은 교장(감)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학교 교사들은 교장(감)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11)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학교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친근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학교 학부모들은 교사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친밀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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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직수행
ⅰ. 가치
 교육관
40. 교육관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학교교육의 내용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식의
본질
절대성
vs.
상대성

보편성
vs. 특수성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교사는 학생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적 내용을 가르
쳐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교과의 목적은 해당분야의 인정받는 연구결과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논란의 여지가 많을수록 좋은 교과 교육의 소재이다.

①

②

③

④

7) 교과의 목적은 해당분야의 지식축적 방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8) 교과의 내용은 대중의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①

②

③

④

11)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교과의 내용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학교교육의 내용은 해당 분야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학습해
야 한다.

12)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알
아야할 생활양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①

②

③

④

13)

모든 과목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로 학습할 필
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14) 교과서는 학교 교육을 위한 여러 도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15) 가능하다면 모든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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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2)

9)

교육
과정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 고유의 잠재력과 개성
을 최대화 하는데 있다.

부 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9)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는 타고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20) 교육적 노력으로 선천적인 학습능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7) 학습 방식을 달리 하여도 학습 속도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18)
학습
능력

충분한 시간을 주어도 도달할 수 있는 학업성취 수준에는 개
인차가 있다.

21)

개인에게 맞는 학습방법을 적용하면,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
차는 극복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는 극복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는 타고나기 보다는 후천적으로 결정
된다.

①

②

③

④

24) 교육적 노력으로 선천적인 학습능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5)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6) 같은 모둠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다른 점수를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7) 노력정도 보다는 성취결과에 따라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8) 교육적 관점에서 경쟁은 긍정적 영향이 크다.

①

②

③

④

29) 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0) 같은 모둠이면 기여도가 달라도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1) 성취결과 보다는 노력정도에 따라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2) 교육적 관점에서 경쟁은 부정적 영향이 크다.

①

②

③

④

33) 미래 교육 환경에서도 교과의 구분이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4) 인공지능이 도입되어도 교사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미래
교육

35) 미래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매일 등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6) 미래 사회에서도 학교는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유지
vs.
변화

37) 미래 교육 환경에서는 교과의 구분은 사라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8)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교사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39) 미래 교육의 환경에서는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0) 미래 사회에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선천적
vs.
후천적

교육
목표
방법
수월성
vs.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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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관
41. 교직관
교직에 대한 평소의 생각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직은 타 직업과 구분되는 고유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기
능)이 있다.

①

②

③

④

2)

교사들은 교직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고 교
직에 입문한다.

①

②

③

④

3)

교사들은 교사의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절차를 걸
쳐 교직에 입문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교사들은 주어진 일과(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교직
특성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5)

교사들은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6)

교사들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
정에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7)

교직은 이론, 지식보다는 교사의 경험에 근거하여 업무가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8) 교직은 자체의 직업윤리(윤리강령)가 확립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9) 교직은 학생, 학부모,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다.

①

②

③

④

10)

교원단체는 구성원의 지위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 역
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1)

교사로서의 능력을 획득하고 발달시켜 가는 것은 교사 개인
이 알아서 할 일이다.

①

②

③

④

12)

동료라 할지라도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 경영 등
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교사
교사들은 다른 교사의 수업,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에 관여
집단에 13)
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14) 교사들은 변화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5)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16)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이에 따른 성취감을 추구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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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태도
 교직경로 설정
42.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3. 교직에 재직하면서 목표로 하는 직책(직급/직위)은 무엇입니까?
① 평교사

② 수석교사

③ 관리직
(교장, 교감)

④ 전문직

⑤ 기타 (

)

(장학사(관), 연구사(관))

 교사 효능감
44. 교사 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을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교육내용에 적절한 교재를 선택･개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나는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이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 자신감을 갖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학생을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과제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학생들의 실력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4)
교수
･
평가

나는 교과 내용과 관련된 적절한 예시를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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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나는 공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나는 학생들이 무례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교내에서 학생이 다쳤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학생들 간의 폭력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7) 나는 학생 들 간 왕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2)

학생지도･
학급운영

16)

19)

나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나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나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도
울 수 있다.

20) 나는 학생의 비행행동(예, 흡연)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직무 만족도
45. 전반적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교직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교직을 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4)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을 후회한다

①

②

③

④

5) 교직을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6) 주위 사람들(가족, 지인, 학생)에게 교직을 권한다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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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항목별 만족도
전혀
미치지
않음

별로
미치지
않음

다소
미침

매우
크게
미침

1) 수업･연구･독서 등 활동

①

②

③

④

2) 학생지도 및 학급경영

①

②

③

④

3) 학생들이 나를 통해 배우고 깨우친다는 점

①

②

③

④

4) 학생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①

②

③

④

5) 다른 교사들과 사귀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

①

②

③

④

7) 임금 또는 보수

①

②

③

④

8) 직업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9) 시간적인 여유(방학 등)

①

②

③

④

10) 경쟁의식으로부터의 자유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2) 퇴근할 때쯤이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

①

②

③

④

3)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을 느끼며 다른 날 일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4) 수업과 업무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①

②

③

④

5) 종종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교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졌다.

①

②

③

④

7) 교직이 나를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다음의 각 항목은 선생님께서 교직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소진
47. 소진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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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1) 나는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에는 유쾌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교직을 통하여 나는 매우 가치있는 일을 성취하여 왔다.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로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

①

②

③

④

2) 가르칠 교과의 학문적 지식과 이론

①

②

③

④

3) 수업방법 및 기술

①

②

③

④

4) 학생생활교육 및 학급운영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9) 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성취감
박탈

10)

나는 교직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교원정책에 대한 태도
48. 교원양성 및 임용 제도
48-1. 교원양성
48-1-1. 대학의 교사양성 교육이 다음 각 항목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매우

동의하지
48-1-2. 대학의 교사양성교육에서 다음 각 항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데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않음

매우
동의함

1) 교과내용학(교과의 최근 지식과 이론 )

①

②

③

④

2) 교과교육학(교수학습방법, 교수 기술)

①

②

③

④

3) 교직과목(교육 일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

①

②

③

④

4) 교육실습(학교 현장 실습과 실제 경험)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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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교원임용
48-2-1.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공개전형(임용시험)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2)

임용시험은 교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교과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
하는 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임용시험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매우

동의하지
48-2-2.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않음

매우
동의함

1) 임용시험 내용과 교사양성교육 내용 간 괴리

①

②

③

④

2)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에 의존

①

②

③

④

3) 시험은 대부분의 교사양성기관에서 가르치는 보편타당한 내용으로 구성

①

②

③

④

49. 승진 및 보상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승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의 교육활동 능력 및 업무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경력 서열 및 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승진제는 교직
에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교단에서 성실히 근무한 교사가 승진을 한다
4)

교직의 경력기반 보상 및 임금 체계는 교사 업무와 교육활동
의 효율성을 제한한다.

①

②

③

④

5)

교사들은 경력 이외의 것에 의해 차별적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연공서열에 의한 교원보수체계를 능력과 실적을 고려한 보수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보상

7) 교직의 근무여건, 복지후생 제도에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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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육활동보호정책
50-1. 교육활동보호정책 일반
전혀

교육활동보호정책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사 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량과 책임감은 과도하다.

①

②

③

④

2) 교육활동 보호 정책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법률지원단 지원)

①

②

③

④

4)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ㆍ관리

①

②

③

④

5) 교원치유센터의 규모, 전문성 등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원평가, 성과급제도 등 변화되는 교원･교육정책

①

②

③

④

2)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제도의 불명확성

①

②

③

④

3) 입시･경쟁 위주의 억압적 교육체제

①

②

③

④

4)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①

②

③

④

5) 교권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

①

②

③

④

6) 과장 또는 왜곡된 언론 보도

①

②

③

④

50-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의 항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ㆍ관리
2)

각종 보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타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50-3. 교육활동 침해 요인
다음의 항목들이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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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원연수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 업무 및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생애(경력) 단계별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교사 연수는 의무적으로 부과되기보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교사 연수에 참여하고 싶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4) 교사 연수의 기회와 자원은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5) 나에게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찾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교사 연수는 교사 업무 및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7) 교사 연수 참여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나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수업설계의 5) 나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교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적절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ⅲ. 행동
 교육활동
52. 교육활동
선생님의 교육활동 상황에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나의 수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수업목표의 2) 나의 수업목표는 교과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목표에 부합된다.
타당성
3)

6)

나의 수업목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는 수업설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수업 자료를 충분히 활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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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교육활동 상황에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수업 설계 과정에서 동료교사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환경을
구성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수업 도입부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자료
및 내용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수업 도입부에 학생들에게 수업목표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수업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3) 나는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독려하기 위하 전략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활동 상황을 기록한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6)

나는 학생평가에 앞서 학생들에게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설명
한다.

17) 나는 학생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수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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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7)

수업활동의
나는 수업 시간에 학습 활동에 필요한 부가적인 설명을 자주
12)
체계성
한다.

학생평가
및
환류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18)

나는 학생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교과학습발달정도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학습목표와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문항을 직접 개발
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
공한다.

①

②

③

④

부 록

 전문성 개발 활동
53. 참여실태: 유형별 분류
선생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한 횟수와 시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총 참여횟수

총 교육시간

예

아니오

1) 교육과정 재구성

①

②

2)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①

②

3) 교수방법(비매체 교수법 중심)

①

②

①

②

5) 교재 제작

①

②

6) 융합수업 관련 내용

①

②

1) 중앙부처 혹은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중심의 자격･직무연수(집체 연수)
2) 중앙부처 혹은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중심의 자격･직무연수(원격 연수)
3) 민간기관 중심 직무연수(집체연수, 예: 청소년단체 직무연수 등)
4) 민간기관 중심 직무연수(원격연수, 예: 민간 원격연수원 등)
5) 단위학교 중심 직무연수(시･도교육연수원 인가 연수)
6) 교직단체 중심 직무연수(예: 교총･전교조 주관 연수)
7) 교내･외 교사 학습 공동체(시･도교육연수원 인가 연수)
8) 지역 내 민간단체 연수(비인가, 예: 경실련, 환경단체 등 연수)
9) 교내･외 교사 학습 공동체(비학점화)
10) 학위 취득 및 자격증 취득 과정
11) 세미나/강좌, 학회 참석
12) 개인 연구 수행 등
13) 학원 수강
14) 온라인 강좌(EBS, 인터넷 강의) 수강

54. 참여실태: 주제별 분류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다음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수
･
학습

4)

매체활용 교수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Youtube, Excel,
Powerpoint, 동영상 편집법 등)

215

교원종단 연구 설계 방안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다음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범교과 기술(예: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에 대한
교수법

①

②

8) 학생평가 방법

①

②

9) 학습부진학습자/기초학력향상 관련 연수

①

②

10)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①

②

11) 학생 진로 및 진학지도

①

②

12) 학부모(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13)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

①

②

14) 인권에 대한 이해

①

②

15) 교육정책의 이해(각 시･도교육청 정책)

①

②

16) 좋은 학교 만들기

①

②

17) 교사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실제

①

②

18) 보직교사 역량 강화

①

②

19) 교실 공간 활용

①

②

20) 학급경영 기법

①

②

21) SNS 기반 학급경영 기법

①

②

22) 교직실무

①

②

23) 한국사/세계사의 이해

①

②

24) 동서양 고전 읽기

①

②

25) 예술의 이해

①

②

26) 문화 산책

①

②

27) 음식과 요리

①

②

28) 영화의 이해

①

②

29) 교직과 재테크

①

②

30) 어학(일본어/영어/불어 등)

①

②

31) IT/ICT 관련 자격증 취득

①

②

7)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행정
업무
및
학급
경영

일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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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필요성 및 요구
현재는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교육과정 재구성

①

②

③

④

2)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①

②

③

④

3) 교수방법(비매체 교수법 중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교재 제작

①

②

③

④

6) 융합수업 관련 내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학생평가 방법

①

②

③

④

9) 학습부진학습자/기초학력향상 관련 연수

①

②

③

④

10)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11) 학생 진로 및 진학지도

①

②

③

④

12) 학부모(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13)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14) 인권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15) 교육정책의 이해(각 시･도교육청 정책)

①

②

③

④

16) 좋은 학교 만들기

①

②

③

④

17) 교사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실제

①

②

③

④

18) 보직교사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19) 교실 공간 활용

①

②

③

④

20) 학급경영 기법

①

②

③

④

21) SNS 기반 학급경영 기법

①

②

③

④

22) 교직실무

①

②

③

④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교수
･
학습

4)

7)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행정
업무
및
학급
경영

매체활용 교수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Youtube, Excel,
Powerpoint, 동영상 편집법 등)

범교과 기술(예: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에 대한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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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필요
없음

약간
필요함

다소
필요함

매우
필요함

23) 한국사/세계사의 이해

①

②

③

④

24) 동서양 고전 읽기

①

②

③

④

25) 예술의 이해

①

②

③

④

26) 문화 산책

①

②

③

④

27) 음식과 요리

①

②

③

④

28) 영화의 이해

①

②

③

④

29) 교직과 재테크

①

②

③

④

30) 어학(일본어/영어/불어 등)

①

②

③

④

31) IT/ICT 관련 자격증 취득

①

②

③

④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개발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일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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