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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리말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등은 새로운 교사전문성, 교사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교원양성부터 교사 선발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선발경쟁시험이라는 일명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임용시험이 신규교사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핵심역
량을 평가하여 우수한 신규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제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임용시험
은 그 기능을 다 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교사가 반드시 갖추
어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와 같은 역량을 겸비한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교사 선발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사 선발
방식개선 방안은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교사 선발과 연계함으로써 교직 적격자 선발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교원양성기관 입문에서부터 교원양성교육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이
교사 선발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에게 정책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
를 제공할 것이며,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주체에게는 재학생들의 핵심역량 증진
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담조사, 설문조사, 협의회,
검토 등에 흔쾌히 협조해 주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학사님, 초･중등 선생님들
과 교원양성기관 교수님 및 재학생,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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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요약

수업전문성과 교직소양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과 선발 방식
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량있는
교사 선발과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노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5천2백여 명의 초등교사와 약 5만 1천여 명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대규모로 배출되고 있고(2009년말 기준), 이들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교사자격
증 소지자에 비해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임용시
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매우 크며,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임용시험 출제 유형 등은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방식은 예비교사의 수
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교원양성 및 선발체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역량을 예비교사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하고, 예비교사들의
교사역량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제를 활용하여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것
이나 현행 교사 선발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교사 선발’이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 즉 신규교사에게 요구되
는 전문성을 규명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이러한 역량을 함양시켜주고, 이와 같은 역량
을 가진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 선발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구안되었다. 먼저 현재의 교사
선발방식을 개관하고, 교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신규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세계
주요국 중 핀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재학생, 교사교육 담당 교수, 교육전문직, 현직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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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신규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실효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방안과 중앙정
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등 관련 주체별 지원방안을 제시
하였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기준, 자격체계 및 승
진체계, 교사 직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의 교사 자격기준과 직급체계 하에서의 사립을 제외
한 국공립 초･중등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으로 한정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
기적 개선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 방안은 현재 사회 환경에 적합하고, 현장과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
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 현행 임용시험에 대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임용시험으로 신규교사의 모든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것
은 무리이기 때문에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 등의 핵심역량은 임용시험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평가를 위해 현행 임용시험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전형절차의 축소로 응시자의 시험 부담 완화와 출제, 채점,
면접 등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였다. 신규교사 역량을 교사 선발
에 반영하고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성적을 반영하고, 교직소
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
대학에서의 평가방법이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능력에 대한 관찰 결과, 토
론수업 관찰을 통한 학생들의 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결과 등 학생들의 신규교사
로서의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적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아직 적용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이 많지 않
기 때문에 면접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향후 각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이의 활용이 정상화되고 확산되고 나면 일부
신규교사 선발에 있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교사 선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개선방안이 실효화되기 위해서 법률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정
비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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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규
채용 규모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나 대학의 자체적 구조조정에 의해 교원양성 규모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교
사 선발 경쟁률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중･장
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 개선 방안 역시 교사 선발 시에 신
규교사의 핵심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에,
교원양성교육을 통해서, 교사 선발 시에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을 제안하였다. 즉 교원양성기관 입학자를 ‘교직적격자 전형’의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것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예비교사들의 대학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교사 선발에 반영되고, 임
용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한다.
포트폴리오에는 예비교사의 수행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서술식 보고 방식이 포함되도록
성적보고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복수전공 이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정보화능력시험,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자격 취득자에게 전국 공통의 가
산점 부여나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포함시킨다. 또한 수업
능력평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에 수업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
록 수업능력인증제와 이를 위한 권역별 교원수업평가센터를 신설한다. 교사 선발에 있
어서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특별 채용하는 교사는 교사임용사정관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용시험제도로 선발하도록 교사 선발제도를 이원화한다. 초등의 경우 학
급교사와 교과전담교사를 분리하여, 중등교사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
여 선발한다. 장기적으로 교사선발 및 관련 직무연수를 주관할 가칭 국가 신규교사연수
원을 신설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실효화되기 위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
관,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중앙정부는 첫째,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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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교사 자격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교사 자격기준이 정비되고 나면 ‘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중･장
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공무원인 국공립교사 선발을 위한 안정
적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첫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사 선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앞
으로 교사 선발방식의 타당화에 초점을 두고 임용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원양성기관은 첫째, 신규교사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제시된 것 외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재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적절한 포
트폴리오의 구성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와 수
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내신성적 반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수는 공정한 평가를 시행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에 대한 서술형보고를 정확하게 기재
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재학 기간 동안 역량 있
는 교사가 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신규교사역량, 교사선발방식, 임용시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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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이 국가 경쟁력인 지식기반사회에서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잘 계획되어 개발된 교육과정의 운영도, 선진화된 교수-학습기자재의
활용도, 미래 사회를 위한 글로벌 창의인재의 양성도, 혁신적 성과를 나타낼 교육개혁의
추진도 모두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교원정책의 수
립과 함께 교원양성 단계부터 교사역량을 함양해 줄 수 있는 교육과 또 이러한 역량을
가진 교사를 선발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교사교육이나 교사 선발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역량이 변화하고 있다. 기
존에 교사에게 요구되던 교사 전문성, 역량 외에 교과 전문성을 넘어선 융복합적 지식,
학교 및 자원의 연계 능력, 창의인성, 의사소통 능력, 세계화 교육 역량, 다문화 교육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투철한 교육관, 교직 윤리, 봉사정신, 인문학적 소양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정미경 외, 2010). 이에 교원양성교육에서 이와 같은 역량을 함양시
킬 수 있도록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평가체제가 정착되었으며, 2011년에는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정책이 하급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교사 선발방식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교원양성기
관에서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여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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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제가 이러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면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교사 선발방식은 우선 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
고, 교원양성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원양
성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내실있는 교원양성 교육과 그러한 교육이 선
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입학, 교사자격증 취득, 학교 임용 등 각 선발단계
에 적합한 내용을 가장 타당한 순서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약 5천2백여 명의 초등교사와 약 5만 1천여 명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대규모로 배출되고 있고(2009년말 기준), 이들이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교사자격
증 소지자에 비해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임용시
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이 매우 크며,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임용시험 출제 유형 등은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방식은 예비교사의 수
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가장 이상적인 교원양성 및 선발체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역량을 예비교사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하고, 예비교사들의
교사역량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제를 활용하여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것
이나 현행 교사 선발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2단계 전형으로 실시
되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을 2009학년도부터 논술･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능력평가 중심의 3단계 전형으로 절차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2
학년도부터는 수업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3차 수업시연의 시간을 확장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사 선발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현행 임용시험제도에
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어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
화와 우수교사 확보라는 교사 선발기제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주로 교원양성체제 또는 제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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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왔다. 교사 선발방식 관련 연구는 주로 신규 임용제도
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김명수, 2003; 황윤한, 2004; 신현석, 2010)이 있
는데,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해서는 신규교원 임용정책의 변화로 인해 2009학년도 교원임
용시험부터 변경된 전형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 연
구는 많지 않다.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년 임
용시험 실시와 함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결과는 대외비로서 공개되
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김태완 외(2008)의 ‘교원양성 및 임용의
다양화 방안’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체제,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 임용을 함께 다루고
있으나 개선 방안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교사 선발’이 갖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 즉 교원양성기관에서 신
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시켜주고, 이와 같은 역량을 가진 신규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교사 선발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제도가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데는 생태학적으로 그 제도가 그 환경에서 가
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기 때문이다. 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
증 소지자가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선발방식의 개선방안을 단
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개선 방안의 제시 뿐 아니라 개선 방안이 실제로 제도
화되어 정착되기 위해 교원양성 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과
이를 선발로 연계시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연구 문제
앞에 기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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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 선발의 주요 기능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 교사선발 방식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둘째,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셋째,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넷째,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정착을 위해 교육관련 주체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
는가?

나. 연구 내용
위에 제시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1) 교사 선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재의 교사 선발방식을 개관하고, 교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2)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규명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또는 역량은 교직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사
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 신규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역량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3) 세계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 분석
세계 주요국 중 핀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를 분석한다.

4)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 분석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재학생, 교사교육 담당 교수, 교육전문직, 현직 교원을 대상으
로 신규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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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제시
교사 선발방식의 개선방안을 사회 및 교육환경 변화와 함께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6) 관계 법령의 정비방안 제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적용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또는 역량, 교사 선발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물 및 국내･외 관련 문헌과 인
터넷에 탑재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 교사 선발방식 관련 자료 분석
○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관련 자료 분석
○ 교사 직무 및 교사 역량 관련 자료 분석
○ 신규교사 역량 관련 자료 분석
○ 국내외 신규교사 자격 및 전문성 기준 관련 자료 분석
○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률안 검토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교원교육 전문가, 현직 교원을 중심으로 다음 주제와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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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구체적 추진 방향 설정
○ 교원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 선발방식 관련 쟁점 분석
○ 교사 직무에 대한 협의
○ 신규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협의
○ 설문조사 준거 설정 및 방법 논의
○ 설문조사 문항 개발에 대한 협의
○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탐색

다. 설문 조사
1) 조사목적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는 우편조사와 온라인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현직 교원과 교육전문직, 초･중등교
원양성기관 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 사이에 실시되었
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방법은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재학생
교수

8｜

조사규모

설문지 종류

- 6개 교육대학 재학생 각 30명씩 총 180명
- 16개 중등교원양성기관 재학생 각 30명씩 총 480명

2종
(초등용/중등용 각 1종)

- 6개 교육대학 교수 각 10명씩 총 60명
- 16개 중등교원양성기관 교수 각 10명씩 총 160명

2종
(초등용/중등용 각 1종)

교육
전문직

-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책담당 장학사 총 96명
(교육청별 초등 3명, 중등 3명 16개 시･도 × 6명 = 96명)

교원

- 학교급과 지역별로 각각 30개교 씩 270개교에서 학교별
교원 5명씩 총 1,350명

2종
(초등-교육전문직 및
교원용 1종,
중등-교육전문직 및
교원용 1종)

조사
방법
우편
조사

KEDI
온라인
조사

Ⅰ. 서론

우선 초･중등교원양성기관 교수와 재학생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의
경우 전국에서 6개 교육대학의 교수 10명씩 총 60명과 해당 대학 재학생 각 30명씩 총
180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중등의 경우 전국에서 지역을 고려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 7개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9개 대학의 총 16개 대학 교수 10명씩 총 160명과 해당
대학 재학생 각 30명씩 총 480명을 표집하여 실시하였다. 교원양성기관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간에, 또한 교수의 전공에 따라 교사 선발에 대한 요구
가 다르기 때문에, 교원양성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 교수의 전공이 특
정 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880부가 배포되었고, 그 중 799부가 회수되어 전체 회수율은 90.7%를
보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분석되었다. 우편조사 대상 표본 수 및 회수율은 다음
<표Ⅰ-2>와 같다.

<표 Ⅰ-2> 조사 대상 수 및 회수율(우편 조사)
교대
구분

중등교원양성기관

전체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회수율
(%)

교수

60

56

160

136

220

192

87.2

학생

180

169

480

438

660

607

91.9

전체

240

225

640

574

880

799

90.7

현직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으로는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원은 초･중･고 학교
급과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총 270개 학교를 표집하여 각
학교 당 5명의 교원이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교장 또는 교감 1명, 교무 또는 연구부장 1명, 담당학년이 다른
교사 3명(초등), 공통교과 담당 교사 3명(중등학교) 등 각 학교당 총 5명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육전문직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 교원정책과 중등 교원정책 담당자 각
3명씩 총 96명이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온라인 조사 대상 요청 인원 수 및 반응률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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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조사 대상 요청 인원 수 및 반응률(온라인 조사)
초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구분

전체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전체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회수율
(%)

498

527*

948

861

1,446

1,377

95.2%

* 초등의 경우 단위학교에 요청한 조사대상자 수보다 많은 수의 인원이 응답하였음.

3) 조사도구 개발
조사도구는 교육대학교 교수용, 교대 재학생용, 중등교원양성기관 교수용, 중등교원
양성기관 재학생용,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용,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용 총 6종이 개
발되었다. 조사도구 개발은 문헌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초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에게 검토 후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교사 핵심역량은 문헌분
석, 심층면담, 협의회를 통해 도출되었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조사의 하위 요소 및 내용 영역은 다음 <표 Ⅰ
-4>와 같다.

<표 Ⅰ-4> 요구조사 내용 영역
하위
요소

내용 영역

초등

중등

공통

- 교원임용시험 전형 절차 현재보다 확대 및 축소
- 임용시험에 대학성적 반영 유무 찬성 및 반대
-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있어서 강조되어야할 항목의 순위
선정
- 임용시험 평가영역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견
- 2차 심층면접 시간 확대 및 유지
- 2차 수업실연 시간 확대 및 유지
- 교육학 시험 개선 방안

1~16

1~15

초등

- 임용 시험 중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 평가 실시에 대한
의견
- 교육과정 과목 시험 실시 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
-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 방안

13
15
16

임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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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소

기타
교사
선발
방식

내용 영역

중등

- 전공 시험 실시 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
- 전공 시험 개선 방안
- 전공 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

공통

- 교사 선발 시 평가해야 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
- 신규교사 역량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항목의 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 평가 방법에 대한 의견
- 포트폴리오 실시 및 실시 방법
- 대학성적 반영 방법
-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

중등

- 향후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원
초등

배경
변인

문항 번호
초등

중등
13
14
15

17~31

16~31

31

- 교직경력
- 재직학교 소재지
- 직위

전문직 - 재직 교육청 지역
교수

- 담당전공
- 재직 기관 소재지

학생

- 재직 학교 소재지

교원

-

중등

교직경력
재직학교 소재지
직위
담당교과

전문직 - 재직 교육청 지역
교수,
학생

- 소속 학과
- 재직기관 소재지

4) 자료처리 및 결과 분석
전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집단별 차이 분석을 위해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분석에 있어,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의 개체수 균형을 맞
추기 위해 설문조사 시 기재하게 하였던 각 과목을 인문･사회(국어, 사회, 윤리), 과학･
기술(수학, 과학, 기술･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육
학, 기타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중등 설문조사의 경우, 전문가 협의회 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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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에 따른 경향의 차이가 명백했던 점을 참고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중요도 평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한 문항의 경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재한 응답을 중복응답 처리하였고, 전체 반응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순위는 3, 2순위는 2, 3순위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
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역량별 중요도의 비교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역량별 가중평균을 구한 후,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라. 면담 조사
1) 면담 목적
신규교사 핵심역량 도출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 면담 대상자
심층면담은 현직 교사 2명 및 교장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직 교사 중 1명은 현
교원임용시험체제를 통해 선발된 경력 2년차의 신규 여자교사로 서울에 소재한 중학교
국어교사이고, 다른 교사는 21년 경력을 가진 남자교사로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계고등학
교의 과학교사이다. 이 과학교사는 1년차 수석교사로서 신규 발령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동료교사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남자 교장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공
모제로 임용된 1년차 교장으로서, 중등학교에서의 윤리교사 경력과 교감 및 장학관 경력,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의 평가자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헌 분석과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한 교사 직무의 영역과 역량의 범위를 재확인
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사의 직무와 신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초･중등학
교 4명의 수석교사들과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석교사 2명은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고, 다른 2명은 중등학교 남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신규 교사 연수 또는 멘토링을 담당하
고 있어서, 신규 교사들의 특성 및 신규 교사 선발 방식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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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담 내용
면담 내용은 실제로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확인하고 그 성공적 수행에 요구되는 역
량과 모든 신규교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마. 정책 간담회 실시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담당자, 전임
시･도교육청 신규교원임용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본 연구
에서 제안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바. 원고 집필 용역 의뢰
구안한 교사 선발방식 개선안에 대한 법령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에
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음 <표 Ⅰ-5>와 같다.

<표 Ⅰ-5>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교사 선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문헌 연구
∙ 전문가 협의회

신규교사 역량의 이해
교사의 직무 분석 및 요구되는 전문성 분석

∙ 문헌 연구
∙ 전문가 협의회
∙ 면담 조사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 분석

∙ 문헌 연구

신규교사 핵심역량 도출

∙ 문헌 연구
∙ 전문가 협의회
∙ 면담 조사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설문 조사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원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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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연구방법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및 추진 과제 제시

∙
∙
∙
∙
∙

문헌 연구
전문가 협의회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정책간담회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추진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Ⅰ-1]
과 같다.

[그림 Ⅰ-1]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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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
‘교사 선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것인지 교
사의 자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
법 제21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
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법률에 제시된 교사 자격기준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또한 교원의 자격 및 직급을 보면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면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취
득하고, 교직경력 3년 후 자격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교직경력
15년 이상이 되면 수석교사에 지원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교사 자격체계는 1급 정교
사 자격 취득 후에 교육전문직이나 교감, 교장 등의 교육행정직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교원 자격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며 승진기회도 없다. 이에 신규교사의 자격기
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체계 및 승진체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
직급에 해당하는 직무 내용이 제시되기 위해 교사 직무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선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기준, 자격체계 및 승진체계, 교
사 직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나 이 모든 것을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는 현재의 교사 자격기준과 직급체계 하에서의 사립을 제외한 국
공립 초･중등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것임을 밝혀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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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본 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교사 선발방식을 개관하고,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을 가진 예비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 현재의 교사 선발방식을 둘러싼 문제점을 분석하
였다. 문제점 분석의 준거는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단위학교 수준, 교원양성기
관 수준 등 관련 주체의 측면과 교직 관련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선도성, 선발 순차의
타당성, 교직 예비성의 측면 등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에 교사 선발에 반영해야 할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역량의 개
념과 구조, 교사의 직무,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 기준, 교사 역량 등에 대한 선행연구
를 분석하였다.

1. 교사 선발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가. 교사 선발 방식의 현황
교육공무원법 제4장 10조(임용의 원칙)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
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교육공
무원의 임용은 교원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
야 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신규교사 채용의 구체적인 선발 방식은 ｢교육공무원 임
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규칙에는 임용시험의 시행방법
과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기준, 시험절차와 내용, 최종합격자의 선발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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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
시험 및 면접시험 등으로 치러진다.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자(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포
함)이어야 한다. 이전에는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제한 조항이 있었으나,
2005년도에 삭제되었다.
신규채용 시험은 필기,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는데 필기는 선택형 문항 또는 논술형
문항으로 출제된다. 실기는 예･체능 과목 등 실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며, 교원으
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은 시험실시 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선택형(5지 선다형)
인 1차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 기관인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관리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1) 시행 일정과 ‘사전예고제’
2011년 5월 전까지 해당 연도의 임용시험의 ‘안내’는 학교급 별, 시･도 별로 차이가
있으나 당해 연도 6월 중순 또는 7월 초에 공지되었으며, 임용시험의 확정된 ‘공고’는 9
월 중에 발표되어 왔다.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시험 시행 20일 전에 발표됨에 따른 수
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는 9월 중에 발표되는 시험 공고 이전에 대략
적인 선발 과목 및 선발 인원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2011.05에 각 시･도교육청
웹사이트에 게시됨)를 도입했다(｢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9조｣
2011.6.22 개정). 이러한 사전예고제에서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별
로 최종적인 확정 사항을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 수험생들이 모집인원에
따른 지원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1).
2012년도의 임용시험 시행일정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1) 사전예고제는 중등 임용시험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별로 대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산정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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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2012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일정
구분

시행일자 또는 시기

학교급

초등

중등

최종시험시행계획 공고

2011.10.04

2011.09.16

1차시험

2011.11.12

2011.10.22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1.11.30

2011.11.18

2차시험

2011.12.10

2011.11.26

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2.01.06

2011.12.21

3차시험

2012.01.16~19

2012.01.12~14

최종합격자발표

2012.02.03

2012.01.27

2)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
2009년도 이전의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1차와 2차, 2단계 전형으로 시행되었으
나, 2009년도부터는 1차(선택형 문항 유형), 2차(논술형 문항 유형), 3차(면접 및 수업실
연)의 3단계 전형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험단계별 영역과 배점은 다음의 <표 Ⅱ-2>
와 같다.

<표 Ⅱ-2> 2012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출제영역 및 배점
구분

1차

2차

3차*

초등

중등

영역

배점

영역

배점

교육학

30

교육학

20

교육과정

70

전공

80

논술

100

교직

20

교육과정

80

교직심층면접

40

교직심층면접

40

수업안 작성

10

교수학습지도안

15

수업실연

35

수업실연

45

15

실기･실험
(해당교과만 시행)

-

영어면접
영어수업실연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 3차 면접･시연에 대한 배점은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음. 위의 배점은 서울지역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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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부터는 1차, 2차, 3차 시험성적 합산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2011학년도 까지는 1차, 2차, 3차 시험의 총합의 다득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는데,
2012학년도부터 2차와 3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합격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이 전체 임용 선
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논술고사와 실제 수업실연 및 면접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만 작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2차와 3차의 면접과 실제 수업실연
능력을 교사 선발의 평가요소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현행 임용시험의 단계별 배점과 각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의 <표 Ⅱ
-3>과 <표 Ⅱ-4>는 각각 초등과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출제 범위와 내용이다.

<표 Ⅱ-3>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출제범위 및 유형
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영역별)
교육학 전 영역

선택형문항의
필기시험
(5지선다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선택형문항의
필기시험
(5지선다형)

교직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논술형문항의
필기시험
(원고지 1,200자 이내)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논술형문항의
필기시험
(원고지 400자 내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구술형

영어면접･
수업실연

영어 의사소통 능력,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필답형

수업실연

학습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구술형

교육학
1차

2차

3차

유형

*출처: 2012학년도 서울특별시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교육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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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출제범위 및 유형
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영역별)

유형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
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
행정 및 교육경영

선택형문항의
필기시험
(5지선다형)

전공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8-117호(‘08.8.1)[별표 1]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타이수과
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
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선택형문항의
필기시험
(5지선다형)

전공

(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
수행능력평가

논술형문항의
필기시험
(4문항)

1차

2차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필답형

수업실연

학습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구술형

실기

해당교과

실기

* 출처: 2012학년도 서울특별시공립 중등 교육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3) 2012학년도 임용시험 개선 내용
2011년도에 임용시험사전예고제가 시행되어 시･도교육청별 과목별 대략적인 신규교
사 채용규모가 예고되었으며, 1차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2차 시험 응시자 선발에만 반영
하고, 합격자는 2차와 3차 성적의 합산 결과로 선발하게 되었다. 심층면접 시간은 대부
분의 시･도교육청에서 10분 간 시행하고, 수업실연의 경우 중등 임용시험은 20분으로,
초등 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5개 교육청은 20분, 1개 교육청은 10분,
10개 교육청은 15분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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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교사 선발방식의 문제점
1) 관련 주체 측면
우리나라 교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국가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교원양성기관 수준,
단위학교 수준 등 관련 주체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선발의 주체를 시･도교육청에 위임
하고 있으나 교사가 국가 교육 공무원의 자격을 갖기에 국가가 교사 수급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는 매년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장
기 교원수급 전망과 함께 매년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수급 예측은
퇴직예정자 현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교사 개인적 변수, 지역적 특수
성, 교육정책적 측면, 사회변화 등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예
측, 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교원수급의 중장기 계획 수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등교
사의 경우 임용시험 시행 직전에 선발과목 모집 인원이 발표되므로 미선발 과목이 발생
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1, 2차 전형의 경우 대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 채점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
보,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섭외 상의 어려움, 단 시간 내에 대규모 논술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에서 보면 각 지역마다 학생 수 감소 추이가 다르고 지역적 특수성
으로 인해 신규교사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신규선발 인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3차 전형인 심층면접과 수업실연의 경우 시행에 어
려움이 있으며, 임용시험 당락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하고,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에서 보면 임용시험으로 인해 4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교사양성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교사에
게 요구되는 바른 인성이나 창의성 등 교직소양을 쌓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논술형으
로 시행되는 2차 전형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은 매우 크다. 실제 임용시험의 당락 여부는

24 ｜

Ⅱ. 이론적 배경

2차 전형결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수험생은 부담을 토로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임용시험의 경우 10개 과목에 대하여 시행하고, 3차에서는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시
연까지 있어 그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단위학교에서 보면 단위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등
에 부합하는 교사 수급이 어렵고, 특히 산간 벽지의 경우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
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 측면
우리나라 교사 선발은 임용시험으로 결정된다.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을 교직 적격자
의 선발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선도성이라 할 때 이 준거에 따른 우리나라 교
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선발기제를 통해 교직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임용시험은
교사역량 중 가장 중요한 수업 전문성,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
시험부터 심층면접, 수업실연 등에 비중을 두어 실시하고 있으나 10분간의 수업실연으
로는 수업전문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시험 시행 상의 어려움으로 수업실연 시간의
절대량을 늘릴 수만도 없다. 또한 이의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3차 전형결과가
임용시험 당락에 주는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 내지 선도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우선 선택형 문항의 지필평가로 시행되는 1차 전형은 암기식 시험 위주의 획일적 전형
방법으로 교사의 창의성 등 고등 사고기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수험생들의 사
설학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임용시험은 신규교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1차 전형방법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제이기 보다는
교육학적 지식이나 교과 지식을 많이 아는 교사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차 응
시자 수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선
택형 문항 유형으로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
생들로 하여금 사설학원을 찾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고,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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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을 입학할 때 교직적성검사를 하고는 있으나 대개는 타 대학 입학
지원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절차를 거쳐 입학하고 있고,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중
등교원 양성기관의 경우 교사자격취득자 중 국공립교사로 선발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
여 교사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역량을 결집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교사자격증은 무시험검정기준만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양성
기관 입학자의 대부분이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직적성이 높은 학생을 교원
양성기관에서 선발하여 밀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교
직 적격자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요구에 맞는 교사를 선발
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신규교사 핵심역량의 이해
가. 역량의 개념과 구조
역량(competency)은 어떠한 직업이나 조직에서 개인이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정 직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 및 책임과 관련된다. ‘역량’ 개념은 McClelland의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1973)’ 라는 논문에서 처음 학문적으로 소개되었다. 이 논문
에서 맥클랜드는 전통적인 학문적 적성과 지식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이 직업수행이나 성
공적인 삶을 예언하지 못하고 특히, 소수집단, 여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지능보다 직업수행을 더 잘 예언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역량은 ‘수행’의 의미로 규정되기도 한다. OECD(2002)가 역량을 복잡한 요구를 성공
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나 활동 내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역량은 개인이나 조직이 보유한 능력을 토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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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행동 혹은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제반
능력의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역량의 개념에는 ‘지식’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
가 많다. 역량을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의 지식, 기술 등의 능력으로 규
정하는 데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역량의 개념을 수행, 지식, 태도/가치관의 총체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
다.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어떤 직무나 상황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
고 뛰어난 수행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 개
발 가능성 정도에 따라 동기(motive), 특질(trait),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등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에 따르면, 역량은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요소로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지식과 기술적 측면뿐 아니
라, 잘 드러나지 않아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개인의 동기와 특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측
면도 포함한다. Parry(1996) 역시 역량을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주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의 성과 기준에 의해 측정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합체라고 정의하였다. 국내 학자들도 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진모, 2001; 정성휘, 2004).
핵심 역량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경쟁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시장 예측이 날로 어
려워지면서, 기업 경영이 종래의 외부환경 중심 경영을 지양하고 기업 내부에 관심을
두고 기업 성공의 원천을 내부에서 찾으려는 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이때의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은 ‘기업 내부의 조직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기술, 지
식, 문화 등 기업의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힘’을 의미했다. 이를 개인
의 직무 수행과 관련지어보면, 핵심 역량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
량들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핵심적인 능
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는 데 의미롭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핵심 역
량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해보면, ‘역량’은 특정 방식의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의 특성이자 직무 수행과 관
련되는 능력으로서, 관찰과 개발이 가능한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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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그러한 역량 가운데 특정 직무 종사자 모두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최소
한의 공통 필수 역량을 ‘핵심 역량’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역량의 요소인 지식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적, 기능적 지식을 말하고, 기술은 습득한 지식을 현장
에 실천함으로써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태도는 직무 관련자, 상황, 직
무 수행 등에 대한 개인의 자세 또는 반응 준비 상태를 의미한다. 지식과 기술은 보다
가시적, 표면적인 특징을 갖는 것에 비해, 태도는 보다 비가시적이고 심리적이다. 이러
한 개념 구조의 차이는 인력 선발 방식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인력을 선발하
는 과정에서, 동기나 특질은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고 보다 표면적인 지식과 기술을 근거
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비인지적 차원인 동기와 특질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난
다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교육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교사의 직무
특정 직업 종사자의 역량이 직업과 조직 환경 속의 직무와 역할 맥락에서 규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나 역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모든 교사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역량
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면 먼저 교사들이 직업에서 수행하는 본연의 책무와 과업 등 핵심
적 활동과 역할의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는 과정인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무 분석(Job Analysis)은 해당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및 그 직무를 완수
하는 데 필요한 종사자들의 경험, 기능, 지능,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
되는 요인을 각각 명확하게 기술하는 절차로서, 특정 직무의 기본 기능을 인식시켜 주
고, 그에 합당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직무의 기본 훈련을 가능하게 해주
고, 종사자 평가 기준을 제공해주고, 해당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역할을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김성국･홍지숙, 2002).
교사의 직무는 학교라는 조직 상황에서 구성원으로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책임
등 교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을 말한다. 그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교사 역량을 도출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 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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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직무 분석 방법으로서 ‘교육과정 개발(DACUM)법’은 직무 내
용 전문가, 중간 또는 선임 관리자, 현직 종사자 등의 구조화된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는
것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직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행동사태면담’ 방법
은 보통 수준의 직무 수행자와 우수한 직무 수행자의 능력 확인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현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시행하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 직
무 영역과 요소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 보통 수행자와 우수 수행자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직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영역의 교사 직무는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 즉, 역량과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교사 선발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된다.
교사의 직무는 학교급, 학교규모, 교사 자격, 담당 교과목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교사가 수행한 직무를 1일 근무일지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학교급별, 직급
별, 자격별로 분석한 박영숙 등(1999)은 교사의 직무 영역으로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
급경영, 연수활동,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및 대외관계 협력, 행정 사무, 전문적
책임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 교사 직무를 교육청 수준과 학교수준의 직무로 구분한 박
덕규 등(2003)의 연구에서는 교사 직무를 수업운영, 생활지도, 학생평가, 자기연찬, 학
교행사 참여, 학급경영, 학교행정, 가정･사회 협력 및 사회활동 등 8개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내용을 법 규정, 시･도교육청, 실무편람 등
의 문헌분석과 현직 교사 협의회를 통해 교사의 직무 실태를 분석하였던 김이경 외
(2005)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는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편
성 및 운영, 학부모 및 대외관계, 학교경영 지원, 연수 활동 등 7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준거 개발을 위해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였던 정미경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가 교과지도, 교과외 활동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학교경영
지원, 학부모 및 대외관계, 전문성 신장 등 6개 영역으로 나타난다. ‘교과지도’ 영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게 구성하기, 교과
특성 및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설계하기,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한 교육기자
재 활용하기, 다양한 교수 전략을 활용하여 수업 실시하기, 학습과제물 제시하고 검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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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원목적분류표에 따라 문항유형을 결정하여 출제하고 채점하기, 수행평가하기, 학
생에게 평가결과의 피드백 제공하기, 평가결과 다양하게 활용하기, 성적 산출하기, 평가
결과 전산입력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과외 활동지도’ 영역은 특별활동 지도하
기, 창의적 재량활동 지도하기,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하기, 동아리 활동 등 기타활동 지
도하기, 교과외 교육활동을 누가기록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활용하기 등의 직무 내용
을 포함한다. ‘생활지도’ 영역에는 교내 기본생활습관 지도, 급식지도, 교우관계지도, 건
강 및 보건교육, 학생의 문제와 진로 상담과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문제 해결 등이 포함된다. ‘학급경영 및 학교경영 지원’ 영역은 자기주도 학습지도,
독서지도, 학급 사무관리, 학급회 조직과 학생 업무 분장표 작성하기, 학급 홈페이지 관
리, 각종 학교행사 참여, 담당 교무분장 업무 수행하기, 특수교육 대상 학생지도하기 등
을 포함한다. ‘학부모 및 대외관계’ 영역에는 학부모 협의회 운영, 학부모 상담, 학생 학
습과 복지 위해 교외 자원 활용하기 등이 포함되며, ‘전문성 신장’ 영역에는 각종 연구
참여, 교내외 연구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정미경 외, 2010).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의 합격 요건으로 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 자격증, 산업체 현장 실습, 기타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교과교육 영역의 8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 등의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
하고,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이상을 충족시켜야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는, 교사의 자격 부여 과정에서 전공 교과 지식, 교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
에 관한 지식, 교직소양과 교육학적 이해 등이 모든 교사에게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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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 분

세부 내용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 포함해야 함

교직과목

교직이론(14):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교직소양(4):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실습(4): 학교현장실습(수업/참관/실무 실습), 교육봉사활동

성적
자격증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산업체현장실습

4주(공업계 과목)

기타

양성기관별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a).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우리나라 교육과 교원 관련 법규(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동시행령),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사의 직무는 학생교육, 전문성 신장, 복무, 대
외관계 등 4개 영역으로 확인된다(박영숙 외, 1999). ‘학생교육’ 영역은 교육과정 및 수
업, 학생 평가, 학생 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지도, 건강증진지도를 포함하고, ‘전문성
신장’ 영역은 자질 함양, 연구 개발, 연수를 포함한다. ‘복무’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의
무, 근무성정평정을 포함하고, ‘대외관계’ 영역은 교원단체 참여를 포함한다. 특히,｢교육
기본법｣제4조,｢초중등교육법｣제20조에 의거할 때, 교사 직무는 교육자로서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시키
고, 학생의 적성을 계발하는 등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
1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2)).
이상을 종합해보면 학교급, 자격, 직급, 학교규모 등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2) ｢교육기본법｣ 제14조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 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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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직무가 수업, 학생지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대외관계, 학급 및 학교 경영과 지원, 전문성 신장 등 6개 영역으로 구분
됨을 알 수 있다.

다.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 기준
1)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반 기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
로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 10가지를 발표하고, 이를 교원양성기관
의 교육과정 편성,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원선발의 중점 평가요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일반 기준들은 교사의 인성적 특징과 전문가적 책임 등 비인지적 특성과 지식, 수행
기술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교사 역량 기준으로서의 가능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10가
지 일반 기준은 건전한 인성과 교직사명감 및 윤리의식, 학생에의 헌신, 학생과 학생발
달에 관한 이해, 교과 전문지식, 교육과정 개발 운영, 수업계획과 운영, 학생의 학습평
가, 학습지원 환경과 문화 조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협력관계 구축, 전문성 개발 노
력 등이며, 각 기준의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Ⅱ-6>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
기준 1. 교사는 건전한 인성과 교직 사명감 및 윤리의식을 갖는다.
1-1. 교사는 건전한 인성을 갖는다.
1-2. 교사는 교직 사명감을 갖는다.
1-3. 교사는 교직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는다.
기준 2.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복지를 위해 헌신한다.
2-1.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2-2.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2-3.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극 응한다.
기준 3. 교사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발달을 이해한다.
3-1. 교사는 학생의 선행학습, 학습방식, 학습동기, 학습요구를 이해한다.
3-2. 교사는 학생의 인지･사회성･정서･신체 발달을 이해한다.
3-3. 교사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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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4. 교사는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는다.
4-1.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을 깊이 이해한다.
4-2. 교사는 교과의 기반이 되는 학문의 핵심 개념, 개념들의 관계, 탐구방식을 이해한다.
4-3. 교사는 교과와 기반 학문의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기준 5. 교사는 교과, 학생, 교육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5-1. 교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한다.
5-2.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학생과 교육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한다.
5-3. 교사는 교육과정자료 연구 및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다.
기준 6. 교사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운영한다.
6-1. 교사는 교육목표, 교과, 학생에게 적합한 수업을 계획한다.
6-2. 교사는 다양한 수업 방법, 활동, 자료,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6-3. 교사는 교과에 대한 학생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기준 7.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7-1. 교사는 평가 목적과 내용에 적절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7-2. 교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타당한 분석을 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7-3. 교사는 평가결과를 학생의 학습 지원과 수업 개선에 활용한다.
기준 8.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8-1.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8-2. 교사는 민주적으로 학급을 관리･운영한다.
8-3. 교사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기준 9. 교사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9-1. 교사는 교육의 사회･문화･정치･경제적 맥락을 이해한다.
9-2. 교사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9-3. 교사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유지한다.
기준 10. 교사는 전문성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10-1. 교사는 자신의 교육실천을 연구하고 향상시킨다.
10-2. 교사는 교내외 연수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0-3. 교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평생 학습하고 노력한다.

2) 미국의 신규 교사 전문성 기준(INTASC)
미국의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기준을 개발하고 특히
신규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1987년 주연합신규
교사평가지원단(INTASC: 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Support Consortium)
을 설립하여 신규 교사의 전문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INTASC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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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내용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숙지하고 이 둘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신규
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 활용을 요구한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라면 모든 학생들이 높은
수준에서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지식을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특성에
맞추어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INTASC 기준은 첫째, 교직에 입
문하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여 수행 중심의 평가
를 하게 하며 둘째,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업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에 관한 최신 이론들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들이 교사 자격과 교사 능력 평가의 일관된 척도로서 INTASC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양성 기관(프로그램) 인증 위원회(NCATE)가 양성 프로그램의 산출물과 INTASC
기준을 연계하고 있고, 양성 기관들 역시 INTASC 기준에 근거하여 예비교사를 양성하
고자 희망하기 때문에 많은 교사 양성 대학들이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INTASC 기준은 10개의 핵심 원리들을 포함하고, 각 원리는 지식, 성향, 수행으로 구
성된다. 10개의 핵심 기준은 교과, 학생의 학습과 발달, 학생의 다양한 능력에 맞는 수
업, 다양한 수업전략, 학급경영과 동기유발, 의사소통, 수업계획, 학습자의 발달 평가,
자기평가와 전문성 신장, 자원연계 등 교사의 직무와 역할 범위가 고려되고, 이러한 직
무와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성향, 수행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Ⅱ-7> INTASC의 핵심 기준
원리 1: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의 중심 개념, 탐색 도구, 구조를 이해하고, 교과의 이 측면들이 학생들의
의미로운 학습 경험을 창출하도록 할 수 있다. [교과]
지식

성향

수행

• 가르칠 교과의 주요 개념, 가정, • 교과 지식이 사실들의 집합체로 •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학생의
논점, 탐구과정, 인식 방법을 이
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복잡하
선행 지식과 연계하여 교과
해한다.
고 지속적 과정을 통해 발전하
개념틀에 관한 다각적인 표상
• 학생들의 개념 틀과 특정 지식
는 것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
화 및 설명을 효과적으로 활
의 오해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과 이해를 추구한다.
용한다.
을 이해한다.
• 다각적인 관점을 인식하고 지식 • 해당 교과의 개념에 대한 상이
•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다른 교
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학습자
한 관점, 이론, ‘인식 방식’과
과영역과 연계할 수 있다.
에게 전달한다.
탐구 방법들을 알고 활용할 수
• 가르치는 교과목에 열정을 가지
있다.
며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이해 • 특정 사상과 개념을 표현하는
한다.
데 활용되는 수업 자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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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과지식
정 자료를 포괄성, 정확성, 유
및 아동의 학습에 관한 전문가
용성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활동에 참여한다.
• 학생들이 교과에 활용된 탐구
법과 증거 기준들에 따라 지식
을 생성하고 가설 검증하도록
유도한다.
•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관
찰, 질문, 해석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을 개발, 적용한다.
• 학제간 학습경험을 유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교과
의 지식, 기술, 탐구법들을 통
합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 2: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및 발달 방식을 이해하고, 아동의 지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을 도모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과 발달]
지식

성향

수행

• 학습이 일어나는 방식을 이해하 • 개인간 발달 차이를 이해하 • 학습자의 현재 요구를 충족시키
고 모든 학습자의 다양한 재
고 상위 단계로 발달시키는 수
고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수업 전략들을 활용할 줄 안다.
능을 존중하고 학습자가 자
업 설계를 목적으로 개인과 집
신감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단 수행을 평가한다.
• 학생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적극 돕는다.
• 선행 지식에 대한 학생의 성찰
도덕적, 인지 발달이 학습에 영
을 유도하여 학생의 경험과 연
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하고 수 • 학생의 장점을 성장 기반으로,
학생의 실수를 학습 기회로 활
계시키고, 적극적 참여, 조작,
업을 결정 시 이들을 반영할 줄
안다.
용한다.
개념과 자료 검증 기회를 제공
•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
하며, 학습과업에 대한 학생의
책임감을 형성시켜 새로운 개념
적, 인지적 영역의 개인차 범위
과 익숙한 개념을 통합시킨다.
와 예상되는 발달을 인식하고
• 토론, 집단 상호작용 경청 및
학습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영역의 발달이 다른 영역의
반응을 유도하고, 구두 및 작문
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확인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
여 수업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해한다.
원리 3: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합한 수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수업 능력]
지식

성향

수행

• 다양한 학습 스타일, 다중지능, • 모든 아동이 높은 수준에서 학 • 학생의 발달단계, 학습스타일,
수행방식 등 학습과 수행에 대
습 가능함을 믿고 학생의 성공
강점 및 요구에 적합한 수업을
한 접근법의 차이를 이해, 확인
을 지속적으로 돕는다.
확인하고 설계한다.
할 수 있고, 학생의 강점을 성장 • 인간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하 •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에 예의
기초로 삼는 수업을 설계할 수
며 학생들의 상이한 재능과 관
주시하고, 다양한 학습 및 수행
있다.
점을 존중하고 ‘개인의 수월성’
패턴을 고려한 수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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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애, 시각 및 지각 장애,
을 추구한다.
기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 학생을 서로 다른 인격, 가정
배경과 다양한 기술, 재능, 흥
등으로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학
습 영역을 숙지한다.
미를 가진 개인으로 존중한다.
• 제2외국어 습득 과정과 영어 • 학생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
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학
력이 존중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는
생들의 학습을 돕는 전략을 숙
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지한다.
• 학생 학습이 언어, 문화, 가정
및 지역사회의 가치관은 물론
개인의 경험, 재능, 선행 학습의
영향을 받는 과정을 이해한다.
•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이해
할 탄탄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
고, 학생경험, 문화,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여 이를 수업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숙지한다.

• 특별한 학습요구와 차이를 보
이는 학생들을 위해 시간, 수업
상황, 과제부과, 의사소통과 반
응방식 등을 적절히 대비한다.
• 특별한 학습요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을 활용
할 시기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 학생의 가정, 문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를 학생 경
험과 연계된 수업의 기초로 활
용한다.
• 학생의 개인적, 가정적, 지역사
회의 경험과 문화적 규범을 활
용하여 교과 토론에 다양한 관
점을 적용한다.
• 개인차가 존중되는 학습공동체
를 조성한다.

원리 4: 교사는 학생의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수행 기술 발달을 조장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한다. [다양한 수업 전략]
지식

성향

수행

• 비판적, 창의적 사고, 문제 구조 • 학생의 비판적 사고, 독립적인 • 학습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문제해결, 수행 능력의 향상을
세심하게 평가하고, 상이한 수
화 및 문제 해결, 발명, 암기,
기억 등 다양한 학습 관련 인지
중요하게 여긴다.
업목적 달성과 학생요구(예; 발
달단계, 선행지식, 학습스타일,
과정과 이러한 학습이 촉진되는 • 학생 반응, 생각, 요구에 적합
한 수업을 위해 수업 과정에서
흥미) 충족 위한 다양한 수업
과정을 이해한다.
의 융통성과 상호작용을 중시
전략과 수업자료를 선택한다.
• 다양한 수업 전략 (예, 협력학
한다.
• 학생의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습, 발견학습, 전체 집단토의,
개인학습, 강의식 수업, 학제간
수행 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
수업)의 장단점 및 원리와 기법
자원 확인 및 활용에 대한 학생
들의 책임감을 키워줄 학습활
들을 이해한다.
동에 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 인적 자원과 테크놀러지 등의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한다.
다양한 재료(예, 컴퓨터, 시청각
교구, 비디오테이프와 디스크,
• 학생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그 반응으로 전략을 조
전문인력, 원형 및 가공물, 교과
절한다.
서, 참고도서, 문헌, 기타 인쇄
물)를 활용한 학습 향상 기법들
• 수업 내용 및 목적, 학생들의
을 숙지한다.
요구에 따라 수업과정에서 다
양한 역할 (예, 교수자, 촉진
자, 코치, 청중)을 한다.
• 개념을 명확히 제시,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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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해를 돕는 다른 설명법
을 활용하며, 비판적 사고를 길
러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원리 5: 교사는 사회적 상호작용, 적극적 학습 참여, 자기 동기유발을 촉진할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과
집단의 동기유발 및 행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한다. [학급경영과 동기유발]
지식

성향

수행

• 개인 및 집단 활동을 조직, 지원
할 전략 개발에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이론의 인간 동기유발
및 행동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집단의 기능과 인간에 대한
영향, 인간이 집단에 영향을 주
는 과정을 이해한다.
•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환경에서
서로 생산적으로 협력하도록 돕
는 방법을 안다.
• 효과적 학급경영 원리를 이해하
고 학급의 지원적 관계, 협동,
목적지향 학습을 조장하는 다양
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 내재적 동기를 유발 또는 위축
시키는 요인과 상황을 알고, 학
생들이 자기 동기유발 방법을
알도록 한다.

• 학급의 지원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학교 전체의 지원적 분
위기 유지에 참여한다.
• 참여를 통한 책임 강화 방법을
이해하고, 학급에서 민주적 가
치를 표현하고 활용하도록 책임
진다.
• 학생들의 상호 학습 증진 노력
을 중시하고 학습풍토를 형성하
는 데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인
식한다.
• 학생들의 평생에 걸친 성장과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중
시한다.
• 각 학생의 지속적 능력 개발에
힘쓰고, 각 학생에게 서로 다른
동기유발 전략을 고려한다.

•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책
임을 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
며 협력적, 독립적인 학습과 목
적지향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원만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한
다.
• 성취동기 강화를 위해 학생의
개인 및 협동 학습을 조장한다.
•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시
간, 공간, 활동, 관심의 자원을
조직, 배분, 관리한다.
• 학급목표에 유익한 물리적 환
경, 의사소통과 행동을 위한 과
정과 기대 조성으로써 수업시
간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한다.
• 학급이 개방적, 상호존중, 지원
과 탐구의 분위기 조성할 수 있
도록 개인과 집단 책임, 학문적
토론, 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공
통 가치와 기대를 발전시켜 가
도록 지원한다.
• 학급환경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 학생 동기유발과 참여,
생산적 학습 향상을 위해 결정
하고 조정한다.
• 모든 학생들의 충분하고 다양
한 참여를 위해 개인과 집단 활
동을 조직하고 학생을 준비시
키며 감독한다.

원리 6: 교사는 교실에서의 적극적 탐구, 협력, 지원적 상호작용 조장을 위해 효과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및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기법 지식을 활용한다. [의사소통 기법]
지식

성향

수행

• 의사소통 이론, 언어발달, 학습 • 자기표현, 정체성 발달, 학습 • 사상과 정보를 전달하고 질문
에서의 언어 역할을 이해한다.
조장에 대한 언어의 영향력을
시 효과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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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성의 차이가 학급의 의사
인식한다.
소통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 타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존중하고 교실에서 다양한 방법
•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을 시도한다.
중요성을 인식한다.
• 사려 깊고 민감한 청자가 된다.
• 효과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매 • 의사소통의 문화적 차원을 이해
체 의사소통 기법을 알고 활용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
할 수 있다.
생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며 학생
들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의사소
통을 하도록 촉구한다.

•

•
•

•

있다.
말하기, 쓰기 및 다른 매체를
통해 학습자의 표현을 독려, 발
전시킨다.
목적에 따른 질문과 토론 유발
기법을 숙지한다.
문화와 성 차이를 고려하여 민
감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한다
(예. 적절한 눈맞춤 활용 등).
학습기회의 풍성화 위해 시청
각 교구,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
한 의사소통 도구 활용 방법을
숙지한다.

원리 7: 교사는 교과 지식, 학생, 지역사회,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수업을 계획한다. [수업 기획]
지식

성향

수행

• 학습이론, 교과, 교육과정 개발, • 장단기 기획을 모두 중시한다. • 개인, 팀의 일원으로서 교육과
학생발달을 이해하고, 교육과정 • 기획이 학생 요구와 상황변화에
정 목표에 적합하고 학습자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업 기획에
따라 항상 조정, 수정될 수 있
게 적절하며 효과적인 수업 원
이를 활용할 방법을 안다.
음을 믿는다.
리에 기초한 학습경험을 선택,
• 맥락 요소들(수업자료, 학생의 • 공동 활동으로서 기획을 중시
개발한다.
흥미/요구/적성, 지역사회 자원
한다.
• 학습스타일, 수행방식의 차이
등)을 수업 기획에 반영할 방법
를 인정하는 학습기회를 창출
을 안다.
한다.
• 학생 반응 및 상황에 따라 기획
• 학습자의 다양한 발달 및 요구
을 조정할 시기와 방법을 안다.
를 충족, 향상시킬 수 있는 수
업과 활동을 다양한 수준에서
개발한다.
• 학생 요구와 수행 관련 장단기
계획 수립하고, 학생 진보와 동
기유발 계획을 조정한다.
• 예측불허의 투입요소에 반응하
고, 장단기 목표에 비추어 계획
을 평가하며, 학생 요구 충족과
학습 향상 위한 계획을 체계적
으로 조정한다.
원리 8: 교사는 학습자의 지속적인 지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을 평가,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평가
전략들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학습자 발달 평가 전략]
지식

성향

수행

• 학생의 학습방식, 학생이 아는 • 수업과정의 기본으로서 지속적 • 학습자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것과 할 수 있는 것, 장래 성장
인 평가를 중시하고, 학생 학습
진보와 수행을 평가하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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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달을 지원하는 경험에 대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학습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한 다양한 평가 유형의 특성, 활
체계적인 다양한 평가 전략이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평가
동, 장단점을 이해한다.
활용될 필요성을 인식한다.
기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 학습성과 평가, 진단 목적에 맞 • 학생의 학습기회 박탈보다, 학 • 학생들의 경험, 학습행동, 요
는 평가 도구와 전략을 선택, 구
생의 강점 확인과 성장 촉진을
구, 향상에 대한 정보를 학부
성,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
위해 평가를 활용한다.
모, 다른 동료교사, 학생 본인
• 타당도, 신뢰도, 편중성, 채점
에게서 수집, 활용한다.
등의 측정 이론과 평가 문제를
• 학습자가 자기평가 활동에 참
이해한다.
여하여 장단점을 인식하고, 자
신의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
도록 평가 전략을 활용한다.
• 교실 상호작용 관찰, 질문, 학
생활동 분석을 통해 정보를 수
집하면서, 개인 및 전체로서 학
급에 대한 수업활동의 효과를
평가한다.
• 학생의 성공에 비추어 자신의
교수 전략과 행동을 모니터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계획과 수업
방법을 개선한다.
• 학생 활동과 수행 기록을 유용
하게 보존하고, 학생 진보에 관
한 타당한 지표를 기반으로 학
생, 학부모, 다른 동료들과 지
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원리 9: 교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다른 사람(학생, 학부모, 교내 다른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
가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찰적 실천가이다. [자기평가와 전문성 신장]
지식
• 자신의 수업, 수업이 학생 성장
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수업과
학생학습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성찰하는 데 필요한 자기평가와
문제해결 전략을 얻을 수 있는
탐구 방법을 이해한다.
• 교수활동에 대한 주요 연구 영
역들과 전문가 학습에 유용한
자원을 안다.

성향

수행

• 비판적 사고와 자기주도 학습을 • 교수학습 결과 평가의 근거 마
중시한다.
련과 수업실제의 실험, 성찰,
• 성찰, 평가, 학습을 지속적으로
개선에 교실관찰, 학생 정보,
한다.
연구를 활용한다.
•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다.
• 학습자 및 교사로서 자신의 발
•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하
달을 위해 전문 분야의 문헌,
는 수업을 탐색, 개발하고 계속
동료, 다른 자원들을 발굴한다.
해서 발전시킨다.
• 성찰, 문제해결, 새로운 사상에
• 자신과 동료를 위해 적절한 전
대한 지원을 얻기 위해 교내 동
문가 활동에 참여, 지원하는 전
료 및 다른 전문가를 요청하여
문가적 책임을 인식한다.
적극적으로 경험과 피드백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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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0: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복지를 위해 학교 동료,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발전
시킨다. [자원 연계]
지식

성향

수행

• 지역사회 맥락에서 학교조직을
이해하고 근무하는 학교구의 운
영을 이해한다.
• 학교외부 환경요인들(가정배경,
지역사회환경, 건강, 경제 상황)
이 어떻게 학생의 삶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 학생 권리와 교사 책임 관련 법
률을 이해하고 준행한다(예, 평
등 교육 추구, 장애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 기밀 엄수, 사적
자유, 정당한 학생처우, 아동 학
대 관련 상황 보고).

• 아동 경험의 모든 측면(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을 중
시한다.
•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 관심
을 기울이고 문제성 징후들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 학생 교육과 복지에 관하여 다
른 성인들과 의논한다.
• 학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정보
의 비밀을 엄수한다.
• 학생의 전반적 학습환경 개선
을 위해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
한다.

• 학교 전체의 생산적 학습환경
조성 위해 동료교사와 협력
한다.
• 학부모, 상담가, 교내 다른 교
사, 지역기관 전문가와의 협의
통해, 학생과 다양한 학습환경
과의 연결 고리를 마련한다.
• 학생 학습 촉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 활용할 수 있다.
•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상황
에 있는 학부모와 보호자를 존
중하여 생산적 관계 형성하고,
학생의 학습과 복지 위해 공조
체제를 형성한다.
• 학생과 대화, 경청하고 고민의
단서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적절한 외부 도움을
탐색한다.
• 학생들의 대변자로서 행동한다.

출처: http://www.ccsso.org/content/pdfs/corestrd.pdf.

라. 교사 역량
교사 역량은 교사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자 행동 특성으로서,
교사의 태도･가치, 지식, 기능의 총합이다. 교사 역량이라는 용어는 그 동안 많이 사용
되어 왔던 ‘훌륭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의 개념 혹은 ‘교사 전문성’ 개념의 요소들과 상
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이 ‘능동적인
전문가 교원’ 양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교원양성교육의 10개 기준이 태도, 지식, 수행
능력 등의 역량 요소들임을 알 수 있다. 10개의 태도, 지식, 수행능력 기준은 ① 이화정
신이 추구하는 인간됨 구현, ② 학생의 학습과 복지 위해 헌신, ③ 학생과 학생의 학습
및 발달 이해, ④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⑤ 교과/학생/교육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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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운영, ⑥ 수업의 효과적 계획･운영, ⑦ 학생의 학습 모니터와 평가, ⑧ 학습지원 환
경과 문화 조성, ⑨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협력관계 구축, ⑩ 전문성 개발을 위한 끊임없
는 노력 등이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기준들 가운데 첫 번째만 ‘건전한 인성과
교직 사명감 및 윤리의식 겸비’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여 ‘신규 교사의 자질
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 10개를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영역과 내용) 및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정미경 외(2010)는 교수-학습능력, 대인관
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교직소양(교육관･교직윤리･봉사정신･인문학적 소양),
교육과정 이해 및 재구성 능력, 평가방법 적용능력, 교수-학습방법 적용능력, 학습자이
해 및 상담 능력, 초･중등학교 현장 이해, 교육법 및 행정업무 수행능력, 특기적성 개발
과 지도 역량, 이론과 실제의 조화 역량, 교과내용 전문성, 융복합･통섭적 지식, 창의인
성, 학교 및 자원 연계 능력, 다문화교육 역량, 세계화 교육역량, 생태학적 교육역량 등
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교사의 직무를 학생들의 학습능력 증진에서 찾고 있는 Eggen & Kauhak(2006)은 학
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에게 교과내용, 교과교수법, 일반교수법, 학
습자 및 학습 등에 관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우선, ‘교과내용 지식’은 특정한 주
제에 대한 이해를 말하며, 교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잘 가르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교과 교수법 지식’은 특정 교과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수법에 관한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내용을 어떻게 구성, 표현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인가
에 관한 지식을 뜻한다. 셋째, ‘일반 교수법 지식(general pedagogical knowledge)’은
특정 내용이나 교과에 관한 교수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수전략이나 학급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뜻한다. 일반적인 교수 전략은 교과내용 지식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 촉진 방법들
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수업시간에 가급적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발문 기
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학급 관리에 관한 지식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촉
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실환경 조성 기법을 아는 것을 말한다. 넷째, 학습자와 학습에
관한 지식은 교사의 가르치는 행동과 방법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특히, ‘학습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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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교과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전략,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정
도와 방법을 타당하게 평가하도록 돕는 방법,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이
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습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어떻
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의미하고, 교사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잘 가르치고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Parkay & Stanford(2010)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직에 대한 복합적인 요구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가로서 교사는 자기 자신, 학생, 교과목, 교육이론과 연구 등에 관
한 지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또한 수업에서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수업 기법을 구사
할 줄 알고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신과 학생에 대한 지식의 활
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성찰과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3. 시사점
가장 이상적인 교원양성 및 신규교사 선발 방식은 교직적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
여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시키고,
이들이 경험하고 학습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아 교직에 진출하는 체제일 것이다. 그러
나 현재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및 신규교사 선발방식은 이러한 이상적인 체제와는 거
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연간 약 5천 2백여 명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약 5만1천여 명이 배출되고 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 제11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을 통해야만 신규 채용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임용후
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의 경쟁률은 매우 높으며, 그나마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 취득자(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3)
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경우 채용인원이 없을 경우 응시조차도 어려운 실정이
다. 즉 우리나라 국공립학교에 발령받을 수 있는 신규 교사는 임용시험이라는 공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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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야만 한다.
현재 임용시험은 2009학년도 시험부터 3단계 전형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
다. 2008학년도까지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논술, 면접, 실기시험의 2단계 전형이었던
것이 2009학년도부터는 3단계 전형으로 실시되고 있고, 2012학년도부터 최종 합격자는
2차와 3차까지 시험성적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신규교사 선발이
임용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다. 임용시험이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그 타당
도가 낮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평가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생태학
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교직이 갖는 직업적 유인가가 높다는 것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에는 교사보다 다른 직종의 유인가가 높아 교직에 대한 경쟁률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
으나 IMF를 경험하면서 교직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교사가 직업적으로 매우 매력도가
높은 직업이 되었다. 이에 임용시험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타당도보다는 객관도를 더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교사 수요에 비해 교사 양성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2009년 현재 교사 수요 대비 양성 규모가 1:30정도다. 이 또한 임용시험이 타당도보다
객관도를 고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교직 적격자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응시자
들이 교사로 선발되고 있다. 이에 교사역량으로 매우 중요한 인성, 수업전문성 등을 평
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3차 전형에 면접과 수업 실연 등이 강화되었다.
넷째, 임용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성적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따라서 3차 전형의 경우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교사 핵심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3차 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
이다.
교사 선발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이 이상과 같다 해도 현재 교사 선발방식은 교사 선
발 관련 주체 측면이나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 측면으로 보았을 때 그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특히 지금의 교원임용시험은 교사 후보자의 교육학과 전공 지식, 교과교육, 인성
과 적성 및 수업능력을 1, 2, 3차에 걸쳐 평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경쟁률과 시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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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는 지식과 교사 직무와의 관련성 부족, 논술시험의 객관성 결여, 면접과 수업시연
의 타당성 및 변별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국, 교원임용시험이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에 ‘유능한 교사 개념’이 구
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교사 선발에 적용한다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지닌 교사를 제대로 선발하는
기제로서의 기능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INTASC에서 제시한 신규교사 전문성 기준이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교사역
량을 종합하면, 학교급, 교직경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할 핵
심 역량으로 수업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연계능
력), 지식정보활용 능력, 교직소양 등을 들 수 있다. 이 핵심 역량은 신규 교사에게도 동
일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로서 다만, 각 핵심 역량이 발현되는 행동적 특성의 수
준에 있어서 경력교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임
용시험이라는 현재의 교사 선발방식에 모두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지난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과 교직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
의 주요 내용은 ‘수업전문성’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차 시험의 수
업 실연 평가시간을 10분에서 20~30분으로 증가시키고, 배점을 상향 조절하는 내용이
었다. 또한 최종합격에 있어서 교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1차 시
험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최종합격 선발 기준에서 1차를 제외한 2차와 3차 시험 점수만
을 합산하여 선발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수업전문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
여 수업 실연 평가 시간을 연장했다 해도 여전히 교사의 핵심역량을 임용시험에 반영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 INTASC에서도 신규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재와는 다른 방식의 교사 선발방식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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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 분석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교사선발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교원양성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에 본 장에서는 정미경 외(2010)가 수행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했던 핀란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
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각 나라가 교원
양성과정입문(screening for initial teacher preparation), 교원자격검정(certifying),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licensing) 등 교사 선발의 세 단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
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핀란드3)
핀란드의 교원선발은 두 가지 단계에서만 이루어진다. 우선 교원양성과정(Initial
Teacher Training)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졸업한 후에 실
제 교사로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의 선발이 이루어진다. 핀란드의 교사는 학급교
사(classroom teacher)와 교과교사(subject teacher)로 구분되며, 이들의 교원양성과정
은 모두 대학원 석사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어 있어 매우 유사하다(김신혜, 2009).

3) 본 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OECD(2003a).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Finland의 교원선발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각 내용별 인용
표시는 생략하였으며, 다른 자료의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인용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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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양성과정입문
교원양성과정은 초등학교 수준의 교사를 위한 학급교사(classroom teacher) 양성과
정과 중등 교사를 위한 교과교사(subject teacher)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해마다 작
은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학급교사 교육과정 학위취득자는 한 해에 700~900명,
교과교사 교육과정 학위취득자는 한 해에 1,900~2,100명에 달한다.
우선 학급교사 양성과정에 입문하는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
계에서 학생들은 국가수준의 대입시험점수와 고등학교 졸업장, 중등교육 성적, 그리고
교육관련 경험기술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국가단위의 시험은 300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해, 수리, 문제해결력을 측정한다(Hobson et al., 2010). 첫 단계를 통
과한 학생들은 두 번째 단계의 선발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대학단위로 이루어진다.
대학에서 정한 과제(문헌이나 사물에 대한 과제)나 논술 및 시험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
보처리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자료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그 이후에 개인
및 그룹 면접, 교수능력 관찰 등을 통하여 후보자의 교직에의 동기, 배우고자 하는 열의,
의사소통기술, 그리고 정서 지능 등을 점검하게 된다(Hobson et al., 2010).
반면 교과교사 양성과정의 선발과정은 추후에 가르치고자 하는 주과목(main subject)
전공의 대학학위과정에 입학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주과목 전공에 입학하는 과정은 일
반적인 대학입학이나 학급교사 양성과정 입학과 같다. 교과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은 주과목을 전공하는 대학교육과정 중이나 혹은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해당과목의 교
사교육과정에 지원하여 교과교사 양성과정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물리과목의 교과교
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은 우선 대학의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대
학 2학년이나 3학년때 교원양성 학부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혹은 대학을 졸업한 후
에 물리교사 양성과정에 지원하여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
이다. 이때 교과교사 양성과정의 선발평가는 교직적성과 해당 과목의 지식에 대하여 이
루어진다. 최근에는 수학, 자연과학, 언어 분야의 경우, 학부에 입학하면서 교과교사교
육을 같이 시작하는 과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교사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지적, 인격적 자질을 인정받고 치열한 입문과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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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뚫었다는 점, 석사 수준의 추가적인 대학원 학업을 쌓았다는 점, 교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훈련(교육)기술이나 리더쉽 역량이 기업체 복무나 사업경영에 있어서 중심적인 업
무능력이라는 점 등 때문에, 핀란드의 직업 시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교사교
육과정 졸업자가 모두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특
히 경제상황이 좋은 시기에는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급교사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중 90%가 학급교사로 임용되었으며, 교
과교사의 경우는 85%의 졸업생이 교과교사로 교직에 진출했다. 대체적으로 15%의 졸업
생들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교직에의 입문 : 지방정부에 의한 공개채용
핀란드의 교사는 우선 교원교육과정에서 학위자격을 취득한 후, 각 지방정부에서 공
지한 임용지(open posts)에 각자 지원하여 합격하면 교직을 시작할 수 있다. 핀란드의
교원선발과정은 교원양성과정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무시험검정자격(certification)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자격증(license)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증을 주기 위한
과정이 없다(Hobson et al., 2010). 1999년 1월에 시행된 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 자
격 관리의 책무는 교원교육과정을 통하여 대학이, 교원임용과정을 통하여 지방정부 혹
은 지방협력 이사회(joint municipal boards; 2개 이상의 작은 지역의 연합 이사회)가,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8년에 제정된 교육인력
의 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장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교육 및 학업기준이 제
시되어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는 교사의 건강과 적성에 관한 내용들도 언급되어 있다.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효과를 발휘한 헌법 개정안 125조에 따르면, 교원을 포
함한 모든 종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기술(skill), 능력(ability), 검증된 시민
성(proven civic merit)의 세 가지이다. 여기서 기술(skill)이란 교육과 훈련, 경험 등을
통하여 얻은 기술과 지식을 의미하고, 능력(ability)이란 타고난 재능, 조직력, 동기 등
생산적인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검증된 시민성(proven
civic merit)이란 다양한 공무수행을 통하여 얻은 자질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교사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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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학생의 선발과 평가, 훈육과 처벌 등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방협력 이사회가 공무를 맡기는 형식으로 교원을 채용한다. 대다수의 공립학교 교원
이 이와 같이 공무관계(civil service relationships)하에 임용되는 것과 달리, 소수의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교원은 각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
(employment relationships)하에서 교직을 수행하게 된다.
공개채용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방정부나 지방협력 이사회가 비어 있는 임용
지(open teaching posts) 중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울 자리들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임용지들은 국가 전체수준과 지역단위에서 모두 공지되며, 각종 신문과 관련매체를 통
하여 공개된다. 그러면 각 예비교사들은 각 지방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지원서와 동시
에 건강증명서와 아동성범죄, 폭력범죄, 마약범죄의 기록이 반드시 포함된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채용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는 성, 인종, 종교, 나이, 가족관계나
견해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또한 각 지원자들은 자신의 지원
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지원서 이외
에도, 지방정부나 사립학교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터뷰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구두나 문서로 된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추
가적인 지원자료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기본적인 지원서를 통해 검증해야 할 교원의 근
본적인 자질(기술, 능력, 시민성)에 대한 검증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제시된 지원서와 추가 자료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공무를 위한 기
술, 능력, 그리고 증명된 시민성이 가장 우수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이
렇게 선발된 교원은 공립교원의 경우 배치증명서를 받아 교직을 시작하고, 사립교원의 경
우 임용계약을 맺어 직무를 시작한다. 한편 초기 6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두어 교원 자
신이나 교원임용자(지방정부 혹은 사립학교 이사회)가 임용을 파기할 수도 있게 하고 있
다. 결국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는 어떠한 특정 지방에 배속됨 없이 자유롭게 교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찾아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각 지방정부 역시 전국의 예비교
원의 지원서를 받아 지원자 중 가장 우수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핀란드
교원의 최종 임용과정은 자유경쟁 노동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지원자의 수보다 공지되는 임용지의 수가 다소 더 많으며, 유능한 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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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은 교원교육과정 졸업자들이 다른 직종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시기에
는(경제상황이 더 나은 시기 등) 이와 같은 교원수급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
러한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이전까지는 교사양성 기관(대학)이 자율
적으로 교사양성 수를 결정하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교사부족현상에 대비하여 교육
부에서 각 대학에 양성할 교사의 수를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김신혜, 2009;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1). 일반적으로 교원교육과정 졸업자 중 1/3 가량은 졸업
직후 교직에 진출하고, 1/3 정도는 졸업 후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교직에 입문할 계획
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은 그 이후지만 적어도 졸업 후 2년 내에 교직에 지원할 계
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Virta et al. 1998).

다. 논의
한국과 핀란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교육의 여러 가
지 관점에서 비교가 되어 왔다. 양국 학생들의 비슷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는 달리 양
국의 교육문화와 제도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교원의 선발과정도 역시 매우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교원양성과정에
입문하기 위하여 지적 능력, 인격, 자질 및 적성 등이 평가되고, 2차적으로 교직을 수행
하기 위해 지원서를 통하여 선발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핀란드의 교원선발제도를 통하여 한국의 교원선발방식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지적 능력이나 인격 및 자질 등 기본적인 능력에 대한 평
가는 가장 이른 시기인 교원양성과정 입문을 위한 선발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의 대입시험, 중고등학교 성적, 교육관련 경험기술자료 및
대학단위의 논술과 면접 등을 통하여 교원양성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지적역량을 증명해야 한다(강영혜, 2007). 맥킨지 보고서는 특히 싱가폴과
핀란드의 교원양성과정 선발과정이 예비교원의 학업성취도, 의사소통 능력, 교직에의
동기의 세 가지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원양성과정 선발제도의 우수사례
로 선정하였다(Barber and Mourshed 2007). 핀란드 사회에서 교원양성과정 졸업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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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 이유 역시 해마다 많은 수의 지원자 가운데 12~13%의 지원자
만이 교원교육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이다(Kansanen, 1991). 이러한 치열한 경쟁
을 뚫을 만큼의 지적이고 인격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단계가 실제 교사가 되기까지 긴 여
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교원양성과정 입문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일단 교원양성과정에 들어가서 거치게 되는 교원양성과정과 추후 실제 임용과
정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고등연구능력이나 교
수학습능력, 학생관리 능력 등 보다 교직의 실제와 관련이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입학한 후에는 시험기반이 아니라 논술, 조사과제,
토론 세미나의 활발한 참여도, 그리고 석사 수준의 논문 작성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
졸업자격이 주어진다. 석사 논문의 경우, 초등교원은 교수법이나 교육심리학적인 내용
을, 그리고 중등교원은 교과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특히 정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있어야 할 정도로 교사의 연구능력이나 깊이 있는 사고력을 배양
하는 방향으로 교사양성과 선발이 진행된다(Hobson et al., 2010)는 점에서 기초적인
지적 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대부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신이 재직할 지역과 학교 및 임용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학교, 교직임용지에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비교사는 자신의 교직 준비에 대한 실제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교직의 높은 동기수준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교직
이탈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Ostinelli, 2009).

2. 프랑스4)
프랑스의 교사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나뉜다. 중등교사는 또 일반교원과 아그레제(agrégé; 일종의 수석교사) 및 보조교사 등
4) 본 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OECD(2003b).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France의 교원선발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각 내용별 인용
표시는 생략하였으며, 다른 자료의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인용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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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발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또한 교원양성과정 입문과 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이 혼합되어 있어, 우리나라나 핀란드
와 같이 교원양성과정 이후에 주어지는 자격과 임용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는 자격이 뚜
렷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경우 기본적인 선발절차에서
는 차이가 없다. 국공립과 사립의 모든 교원은 모두 동일하게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
을 거치고, 임용 및 배치의 과정에서만 차이가 난다. 일반교원, 아그레제 및 보조교사의
경우 치르게 되는 임용시험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가. 교원선발 절차 :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의 혼합형
대체적으로 교원양성과정의 유형에는 교육내용학에 해당되는 전공의 학위를 먼저 취
득하고 교육학 및 교수법 교육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연속형’과 그 두 가지가 한 프로그
램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동시형’이 있는데, 프랑스의 교원양성과정은 초등과 중등
모두 연속형 모델이다(Musset, 2010).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이러한 연속형 교
원양성과정의 특성상 비교적 교원양성과정의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있으나, 교원의 양성
과정은 무료이며 후반부에는 월급을 받으며 하는 실습과 교원교육이 병행될 수 있어 예
비교원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는 편이다(Musset, 2010).
초등예비교원과 중등예비교원 모두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교원임용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경우 모두, 1차 임용시험(concours)를 치르는데, 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maîtrise; 학부부터 총 4년 과정)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5) 1차 임용시험을 합격하면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IUFM(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îtrise; 2년 과정의 일종의 교육전문대학원)에서

5) 프랑스의 석사학위(maîtrise)는 대학교육 3년을 통해 취득하는 학사학위(license) 이후 추가 1년 수학 후
에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부터 총 4년을 수학 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11년 이전에는 학사학위
(license)만 있으면 초등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2011년부터 초등과 중등 모두 석사학위가 있어야
1차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다(정미경 외, 2010). 다만 학위는 석사학위이지만 교육기간이 고등교육수준
에서 4년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사학위와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
며, 프랑스의 석사학위와 우리나라의 학사학위가 교원임용을 위한 자격으로서 동등한지에 대해서는 추
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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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교원연수를 받는다. IUFM에서의 1년간의 연수 후에는 2차 임용시험인 교원전문
자격시험(profess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을 치러야 비로소 공무원 지위를 갖
는 정규교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표 Ⅲ-1> 프랑스의 교원양성과 교원선발 제도
IUFM

교원양성 교육내용

교원양성과정
수학 자격

교원
선발시험

대상 및 자격

합격 후 신분

1년차

1차시험 준비
(생략하는 경우 있음)

교원양성과정
입학

1차

IUFM 1년차 교육
수료자 및 비수료자

예비교원
과정 재학생

2년차

예비교원 준비과정
(실습과 강의의
순환교육)

교원선발 1차
시험 합격자

2차

IUFM 2년차 교육
수료자

연수 중
공무원

1차 임용시험은 많은 경우 IUFM에서 1년간 임용시험 준비과정을 거친 뒤 치르나, 일
부는 IUFM의 도움 없이 직접 1차 임용시험을 치러 통과한다. 따라서 IUFM은 총 2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1년차는 임용시험 준비자를 위한 일종의 임용시험대비 선택과
정, 그리고 2년차는 1차 임용시험의 합격자 전원이 거쳐가야 하는 예비교원 준비과정에
해당한다. 2년차 과정에 수학하는 1차 합격자는 ‘연수 중 공무원(civil servrant in
traineeship)’의 지위를 얻어 급여를 받는 실습교사로서 교원교육에 임하게 되며(정미경
외, 2010), 이러한 실습교사는 6주간의 실습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다
른 학교에서 또한 6주간의 실습을 마쳐야 한다(Hobson et al, 2010; Asher and Malet,
1999). 프랑스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의 주체는 국가이며(국공립교원은 지방교육청, 사립
교원은 중앙정부), 국가가 직접하지 않고 검정기관이 국가의 의뢰를 받아 자격을 수여하
는 영국 등과의 체제와는 차별된다(Hobson et al., 2010).
IUFM의 1년차 입학은 각 소속대학에서 주관하는 입학시험에 따라 결정된다(Hobson
et al., 2010). 해외령 까지 포함해 전국 32개 대학에 설치된 IUFM에서 1년간 교원양성
교육 후에 1차 임용시험을 치르고, 2년차의 1년간 교원양성과정 이수 후에 2차 임용시
험을 치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1차 임용시험을 2년간의 교원양성과정 도중에 치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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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별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Hobson et al, 2010; Cobb, 1999).
1차 임용시험(concours)의 경우,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외부자(IUFM 학생 포
함)를 위한 외부시험(external concours; 혹은 신규채용)과 교육계에 행정직원 등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내부시험(internal concours; 혹은 경력직채용)으로 나뉜
다. 지방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1차 임용시험은 원래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었으나,
2003년부터 서로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청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날 두 번 시행된다.
1차 임용시험은 필기와 구술시험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모두 논술식이며 단순한 지식사항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해
당 교과의 깊이 있는 내용이나 수업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중등교원 채용의 필기시험은 시험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
초등교원의 구술시험은 면접과 외국어 능력, 체육으로 구성된다. 면접은 주제발표준비 1
시간 및 발표 10분과 15분간의 질의응답, 그리고 미술-음악-아동문학 중 한 분야에 대
한 10분 발표와 1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30분간 준비한 외국어 발표와 질의
응답 20분, 그리고 체육실기 5분 준비와 10분 발표 및 10분간 질의 응답도 구술시험에
포함된다. 중등교원의 구술시험은 시험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시
험문제에 대한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며, 이어서 15분에서 30분간 발표와 15분에서 30분
간 질의응답이 있다(정미경 외, 2010).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선발과정은 기본적으로 그 틀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초등교원의 경우 약 3%의 박사학위자와 나머지 석사
학위자가 1차 임용시험에 응시한다. 내부시험의 경우 최소 3년간 일한 학교행정가를 위
한 시험이며 모든 초등임용시험 응시자의 약 30%를 차지한다. 중등교원의 경우 내부시
험을 치를 수 있는 자의 조건은 정규나 비정규직으로 학교행정가로서 최소 5년을 일해
야 한다. 추가적으로 중등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외부시험과 그 보다는 쉬운 내부시험
이외에, 더 쉬운 내부시험인 경력자시험(reserved concours)과 전문시험(professional
examination)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 이 시험은 다년간 학교행정가나 보조교사로 일
한 사람이 전임정년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다. 2002년에는 ‘세번째 시험(third

｜

55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concours)’라 부르는 외부시험이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교직이나 공무직이 아닌 직종에
서 일하던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다. 중등의 외부시험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학 지
식을 요구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약 20~25%의 교원만이 외부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교
원이 되었으며, 본토 외의 다른 프랑스령 지역에는 80%에 달하는 교원이 외부시험이 아
닌 방법을 통하여 교원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중등교원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총
23,300명의 국공립교원과 5,145명의 사립교원이 1차 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었는데,
각각 170,604명과 19,218명이 지원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표 Ⅲ-2> 프랑스의 중등교원 선발 현황(2002년 기준)
교원선발시험 종류

선발 수

등록된 응시자

공립 외부시험

17,400

127,087

공립 내부시험

2,560

29,067

공립 경력자시험

2,540

10,235

공립 세 번째 시험

800

1,560

전문시험

-

2,655

공립 총계

23,300

170,604

사립 외부시험

2,020

9,379

사립 내부시험

2,925

9,635

사립 세 번째 시험

200

204

사립 총계

5,145

19,218

공립 및 사립 총계

28,445

189,822

* 출처: OECD(2003b).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Franc

국공립교원의 경우 2차 임용시험까지 최종 합격을 하면 해당 지방교육청 관할 구역내
에 학교의 필요와 교원의 선호사항에 기반하여 각 학교에 배치된다. 사립교원의 경우 국
공립교원의 선발과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1차 임용시험이 지방교육청 단위가 아
니라(사립교원의 전체 규모가 작고, 사립교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단위로 이루어진
다는 점, 1차 임용시험을 통과한 후에 전국의 합격자 명단에 올라 각 사립학교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합격자를 찾아 임용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절차상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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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결국 두 가지의 임용방법이 있는데, 국공립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교원을 사립학교로 옮기도록 제안하는 방법과 국가단위 1차 사립교원 임용시험을 통과
한 합격자 중에 개별적으로 임용하는 방법이다.

나. 논의
프랑스 IUFM의 2년차 교육은 현장에서의 실습과 IUFM에서의 강의가 순환교육 형태
로 이루어져 있고, 2차 임용시험 역시 이 과정의 내용과 맞물려 교직실제와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측면에서 볼 때 1차 임용시험이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논술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예비교원들은 1년간 해당 과목에 대하여 단편적 지식이 아닌 토론과 논술작성으로 구성
되어 있는 교원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년도의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은 지식 중
심의 내용을 다루고, 2차년도의 교원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은 교직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는 면에 있어서 선발 순서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으로 사립교원의 질 관리가 한국의 사립교원선발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프랑스가 사립교원의 선발시험을 운영하고, 사립학교가 국공립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사립교원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또한 한국의 교원
선발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법조계의 경우,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 일부가
국가기관(법원이나 검찰)에서 판사나 검사로 채용되고, 나머지는 자유로이 사(私)시장에
뛰어들어 변호사로 일하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업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프랑스의 교원은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공립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서 사립학교로 옮길 수 있다. 또한 신규
사립교원도 사립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사립학교에 임용될 수 있으므로, 사립교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수준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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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6)
일본의 교원선발은 면허취득과정과 임용과정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우선 일본의 교
원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면허기반정책(certificate-oriented policy)에 기인하여 교원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면허가 없는 자를 교직
에 채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교원선발과 질 관리는 교원면
허를 수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원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임용
되고자 하는 지방교육청의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일본의 임용시험의 특징은 한 기관에
서 국가단위의 시험을 주관하는 우리와는 달리 각 지방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험의 내
용과 종류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가. 교원면허제도
일본의 교원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교과교원을 위한 보통면허장(General
Teacher Certificate), 특수교육교원이나 특정교과교원을 위한 특별면허장(Special
Teacher Certificate), 그리고 임시면허장(Temporary Teacher Certificate)으로 구분
하며, 이중 보통면허장이 교원면허의 대부분을 이룬다(정미경 외, 2010). 보통면허장은
다시 전수면허장(Advanced Certificate), 1종 면허장(First-class Certificate), 2종 면
허장(Second-class Certificate)으로 나뉜다. 일본의 교원면허는 우리나라의 무시험검
정제도와 같이 교원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졸업하거나 교원양성과정 없이도 각 지방교
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진다. 전수면허장은 석사수준까지의
교원양성과정을 졸업하였을 때 수여되고, 1종 면허장은 학사수준, 2종 면허장은 전문학
사(2년 과정)수준까지의 교원양성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전수면허시험을
통과하여 합격하면 석사수준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1종은 학사수준, 2종은 전

6) 본 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OECD(2003c).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Japan의 교원선발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각 내용별 인용표
시는 생략하였으며, 다른 자료의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인용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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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사수준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 시험
만으로도 교원면허를 수여하는 이와 같은 방식에는 대학수준에서 교원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지식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직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의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 있다.

<표 Ⅲ-3> 면허 종별 교육과정 이수 단위(2009년 4월 기준)
(단위: 단위)

학교급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면허종류

기초자격
(학력)

교과관련
과목

교직관련
과목

교과 또는 교직
관련 과목

전수면허

수사

8

41

34

1종면허

학사

8

41

10

2종면허

단기대학 학사

4

31

2

전수면허

수사

20

31

32

1종면허

학사

20

31

8

2종면허

단기대학 학사

10

21

4

전수면허

수사

20

23

40

1종면허

학사

20

23

16

기타

문부성령으로
정하는 8단위

* 출처: 정미경 외(2010)

전수, 1종, 2종 교원면허를 가진 교원들은 보수의 차이가 약간 나지만 임용수준에 있
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 2종 교원면허를 가진 교원은 고등학교(Upper Secondary)
수준에서 임용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 종류의 교원면허는 유치원 수준에서부터,
초등, 중등, 및 특수학교까지 각 학교급 별로 주어질 수 있으며, 중등교원의 경우 과목
도 지정이 된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일본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수나 1종
혹은 2종 중학교 일본어 교원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초등교원의 교원면허는 초
등교육의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원능력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초등 개별교과의
특수교원면허를 가진 교원 역시 초등교원으로서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러한
초등 개별교과에는 일본어, 사회과, 산수, 과학, 생명환경, 음악, 미술, 가정경제, 그리
고 체육 등이 해당된다.
일본의 보통교원면허는 모든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통용될 수 있어 모든 지방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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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또한 보통교원면허는 평생 유효한 정년보장면
허이다. 특수교원면허는 수여된 지방교육청 내에서만 유효하며 역시 정년이 보장된 평
생면허이다. 임시교원면허는 수여된 지방교육청 내에서만 3년의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나. 교원임용시험
교원임용면허를 취득한 자는 각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
될 수 있다. 각 지방교육청은 시험의 종류나 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지방교육청 임용시험이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1차 시험과 면접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시험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한 다양
화의 근거로는 임용시험이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교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 때문이다. 최근 그러한 임용시험의 다양화를
통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시험항목으로는 실제 학급교수 기술, 현장에서의 상담 및 교수
능력, 그룹 토의, 사기업에서 대리실행하는 면접, 그리고 학부모와 상담심리사가 주관하
는 인성검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 60여개의 지방교육청이 개인면접과 그룹토의를 실
시하고 있으며, 약 40여개의 지방교육청은 사기업에서 면접을 대리실행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상담전문가를 통한 인성검사를 추가하는 지방교육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약
40여개의 지방교육청에서 수업실연 시험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약 26개의 지방교육청
에서는 특정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 임용시험의 일부분을 면제해주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영어교사의 경우 유엔의 영어시험(United Nations Association's
Test of English)이나 토플(TOEFL)시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영어과의 임용시험
중 교과내용학 부분을 면제시켜 주는 방식이다.
임용시험을 통한 보통임용방식과는 달리 특별임용과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정 분야
에 매우 우수한 기술이나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들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실행되는 제도이다. 이 역시 각 지방교육청마다 임용방식이 다른데, 지
원자의 지원서를 받아 인터뷰와 체력검사만 실시하는 곳도 있고,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
는 곳도 있다. 보통의 경우 특별임용과정의 연령제한은 대략 30~45세 정도이며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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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필요로 한다. 특별임용과정을 통하여 임용되는 교원은 현재 매우
소수이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다. 논의
일본의 교원양성과정은 대체적으로 무시험검정과 임용시험이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한
국의 임용제도와 비슷한 면이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교원의 면
허가 학위수준별로 구분되어 있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교원의 보수에 차이를 둔다는 점
은, 교원양성기관에서 무시험검정 후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동일하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의 제도와 다르다. 또한 임용시험 역시 국가수준에서 하나의 기관이 전국의 임용시험을
동일하게 주관하는 우리나라의 방식과는 달리, 일본의 임용시험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교원의 능력에 맞게 다양화 및 개별화 되어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이러
한 차이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임용제도는 다소 균일성과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제도임
에 반해, 일본의 임용제도는 교원의 면허취득 능력이나 각 지방교육청의 개별지역적 특
성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다양성과 차별성을 반영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와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의 교원임용제도는 각 지역교육청이 국
가의 까다로운 심사나 통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임용시험을 변형할 수 있어 교원선
발 방식을 교직 적격 선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교육청에서 임용시험을 개별화하여 실행하므로 각 지역적 요구
에 부응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미국7)
미국에서 교원이 되는 경로는 대체적으로 약 세 가지가 있다. 우선 각 주마다 다르게
7) 본 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OECD(2004).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Country Background Report for the United States의 교원선발 관련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각 내
용별 인용표시는 생략하였으며, 다른 자료의 정보가 추가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인용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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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하는 공립학교 교원의 선발과정이 있고, 주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교원을 선발하
는 사립학교 및 차터스쿨의 교원 선발, 그리고 개인 혼자 선발 및 임용과정을 따르는 것
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대체교원선발방법
등이 그 세 가지 경로에 해당한다. 미국의 교원선발과 임용과정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
산되어 있어(decentralized), 다양성이나 개방성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으나, 교
원의 수준관리에 있어서는 약점을 보이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가. 교원선발과 임용
미국의 공립학교 교원은 기본적으로 교원양성과정 입학을 위한 준비, 양성과정 졸업,
그리고 주에서 실시하는 교과내용학 시험 합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8) 미국에는
1,000여개가 넘는 교원양성기관이 있고, 이 중 550여개의 기관이 국가교원교육인증위
원회(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의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9) 미국에서 공립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이러한 교원양성
기관에 입학해야 하는데, 학부 수준의 사범대 과정이나 교직과정, 혹은 교육대학원의 교
원양성과정 모두 대부분의 주에서 대입이나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서 이
외에 Praxis I이라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을 치르
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정미경 외, 2010). Praxis I은 교원양성과정 입학을 위하여 필요
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수리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다지선다형 문항과 논술시험으
로 이루어져 있다. Praxis I의 성적과 입학지원서류를 통하여 교원양성과정에 입학하면,
각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따라 교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양성기관은 위치
한 주의 교원자질요건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졸업과 동시에 교과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Praxis II시험을 치러 해당하는 주의 기본 점수
를 넘어야 그 주에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합격점수는 주 마다 다르고, 또한 각 주
에서 요구하는 Praxis I과 Praxis II의 종류도 150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8) 추가적으로 범죄기록확인(criminal background check)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9)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 단 8개의 주에서만 해당 주의 교원양성기관이 NCATE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나머지의 주에서는 인증에 관한 강제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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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주에서는 기초기술을 위한 Praxis만 치르게 하는 반면, Colorado주에서는 기
초기술,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직이론의 네 과목의 Praxis시험을 치르게 한다. 이
러한 교원선발관련 시험의 일괄적인 합격수준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90퍼
센트 이상의 지원자가 Praxis II를 합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10) 매우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라는 평가주관기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하는 Praxis I과
Praxis II는 그 용이성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Mitchell
and Barth, 1999), Praxis I은 8학년생의 평균적인 읽기, 쓰기, 수리 능력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Praxis II는 10학년의 교과내용학 지식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미국 교원의 수준 저하나 교원에 대한 미국사회의 낮은 인식을
부추기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입학하면 각 대학에서 조직한 교육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공통교과, 교육내용학, 교육학, 교육실습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교원의 경
우 교과내용학(영어과, 수학과, 사회과 등) 전공의 조건이 주마다 다른데, 25개의 주에
서는 해당 교과내용학을 학부에서 전공해야 해당 교과의 중등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
고, 11개 주에서는 최소한 부전공을 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주에서는 해당 교과내용학
을 전공해야 할 조건이 없으나 9개의 주에서는 대신 해당 교과내용학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5개 주에서는 교과내용학과 관련해서 아무런 강제조건이 없다. 초등교원은 대체
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해야 하고 인문사회분야의 공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내용학
관련하여 주마다 다소 지나치게 다양한 교원자격요건은 언제나 문제시되어 왔는데, 특
히 연방정부 교육부의 NCLB 정책이 2002년부터 실행되면서 교원의 교과내용학 지식
수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각 주에 요구하고 있다.
주 별로 사정이 다르나 교원의 수급이 매우 어려운 주에서는 교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들을 임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임시 교
원으로 채용된 교원들과 정식으로 임용절차를 밟아 채용된 교원과 교직수행에 있어서
10) Columbia주에서는 79퍼센트의 지원자가 합격한 반면, Arkansas주에서는 100퍼센트의 지원자가 합격
하여,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우 높은 비율의 지원자들이 수월하게 합격하는 것을 알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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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Goldhaber & Brewer, 1999; Walsh, 2002), 미국의 정규
교원선발이나 수급 및 질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50개 주 중에서 35개 주에서는 주에서 수여한 교원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고,
갱신 이전에 1~3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11) 예를 들어 12개 주에서는 수습기
간 중에 추가 학점을 이수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정규교원자격을 주도록 되어 있
고, 5개 주에서는 추가적인 시험을 치러야 수습에서 진급하도록 하고 있다.
Connecticut주의 경우, 세 단계의 교원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서 중기단계
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가르친 학생의 학습성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하여
매우 특이한 경우로 자리잡고 있다.
사립학교나 차터스쿨(혹은 헌장학교; 주 자금으로 유지되나, 독립적으로 운영됨)의 교
원은 이러한 주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원을 선발하여 임용한다. 특히 차터
스쿨은 주의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가능하면 모든 종류의 규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
립적으로 교육목표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교원임용이 사립학교만큼이나 자유
롭다. 따라서 학교전체 교원 중 90퍼센트 이상이 주에서 수여하는 교원자격을 얻은 교
원이 있는 공립학교가 전체 공립학교 중 90퍼센트인 반면, 90퍼센트 이상이 교원자격을
얻은 차터스쿨은 전체의 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립학교의 경우 보다 많은
교원이 주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천주교 계열 사립학
교는 전체 사립교원의 74퍼센트가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다른 종교계열의 사립교원
중 50퍼센트, 그리고 비종교계열 사립교원의 56퍼센트가 교원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이한 점은 사립교원의 경우 중등이상의 교원 중에는 교원자격을 취득한 비율
이 급격히 떨어져 35퍼센트 수준에 머무르는데(Ballou & Podgursky, 1997; 2001), 교
과내용학을 중시하는 사립 중등교원의 경우 해당학문을 대학원수준(주로 박사수준)까지
전공한 수준 높은 교원을 채용하다보니 오히려 주에서 교원자격을 받은 중등교원의 비
율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립 중등학교의 경우는 90퍼센트 이상이 주의

11) Boston이나 Chicago의 경우, 교사 자격이 주어져 최초 3~4년간의 수습기간동안 성공적인 교직을 수행
한 경우에만 영구적인 자격을 수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Hobs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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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이다.
위와 같은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차터스쿨교원 포함)의 선발 및 임용과는 달리 소위 대
체교원선발(Alternative Certification)이라 불리우는 경로를 통하여 능력있는 인재들이
교원으로 임용되어 소외된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경로로
교원이 되는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체교원선발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
원을 선발하여 교직으로 진출시키는데 미국 전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
관으로는 Troops to Teachers, Teach for America, 그리고 The New Teacher
Project가 있다. Troops to Teachers는 미 교육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
그램으로 은퇴한 군인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와 교원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Teach for America는 소외된 지역에 최상위 대학 출신 재원들
이 최소 2년간 교직을 수행하도록 교직으로 연결해주는 비영리단체인데, 최상위 대학
출신들은 졸업 후 수년간 이렇게 희생봉사한 경력을 발판삼아 다른 직종이나 대학원(로
스쿨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희생봉사를 매우 중요한 학생선발 및 직원선발의 기준으
로 삼고 있는 미국의 문화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근거가 되고 있
다. The New Teacher Project는 지방교육청에게 교원인력보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하는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주로 교직과 관련 없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직으
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논의
기본적으로 미국 교원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원 수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No Child Left Behind 2001 Act에서는 우수교사의 세 가지 준거를 최소 4
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 교사 자격증, 교과지식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TIMSS 2003
수학 성취도와 관련된 연구에서 미국의 수학 성취도가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를 교사의
낮은 자질로 보고 있어(Akiba, LeTendre, & Scribner, 2007; 홍미영, 2008에서 재인
용), 교원의 수준문제는 미국 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고
있다. 교원양성과정 입문에서 요구하는 Praxis I이나 주 단위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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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raxis II 및 대등한 시험은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교직관련성이 비슷한 수준
으로 보인다. 주 단위의 교원자격증 수여과정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교원양성과정의
수준 관리는 오히려 대학 자체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립교원 채용과 대체교원선발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원선발제도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어떠한 제
약도 받지 않는 사립교원 및 차터스쿨의 교원선발은 각 학교의 높은 발전동기가 있을 경
우, 높은 수준의 지식과 학위를 가진 교원을 학교로 집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
을 가진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의 교원선발권만 강화하여 교원임용과정에
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즉 미국의 사립교원 선발방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사립교원임용의 문화와 의식수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대체교원선발제도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제도로, 특히 Troops to Teachers나
The New Teacher Project와 같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교원으로 채
용하여 교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획일화 되고 유연성이 부족한
우리의 교원선발제도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5. 시사점
교원의 선발은 대체적으로 교원양성과정입문(screening for initial teacher
preparation), 교원자격검정(certifying), 그리고 교원자격증 취득(licensing)의 세 단계
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선발의 여러 단계 사이에는 교원의 양성, 교직을 위한 준
비, 그리고 직무의 초기 경험 등의 과정이 얽혀있다. 이러한 선발의 과정과 단계의 양상
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이 통
합되어 운영되는 유형도 있고, 실제 교직의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야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유형도 있다.
본 장에서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 미국의 4개국이 위와 같은 교원 선발의 3단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교직 적격자 선발과 교원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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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정상화 내지 선도성 측면에서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수한 교육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교원선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세부적인 공통점을 보이는데, 우선 교원양성기관 입학을 위한 선발과정이 효
과적이고, 교직의 초임보수가 높다는 것이다(Hobson et al., 2010; Barber & Mourshed
2007). 교원양성기관의 입문단계에서 최종 교원자격증 수여 및 임용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선발 및 임용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란드, 프랑스, 일본 및 미국은 각국의 교육문화에따라 매
우 다양한 선발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
여 수준 높은 교원선발 및 임용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교사선발은 교원선발기제의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나
치게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실습의 비중이 약한 우리의 교원선발시험은 교직관련성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의 교사 직무와 밀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기 보다는 교사 교육자인 교수들의 학문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역시 학문과 연구 중심의 내용을 주로 다루며 실습과 교직
수행 관련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사선발제도가 교원양성과정을 바람
직한 방향으로 선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4개국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다양하여, 교사의 위상이나 교직
의 신분 등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고 교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최선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임용시
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그 제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사양성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사 선발
방식 자체도 더욱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핀란드의 교원선
발과정처럼 지역 및 학교별 필요에 맞는 교원이 선발 및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점, 프랑
스의 경우 시험과 교육이 병행되어 운영되며 실습의 비중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점, 일본 교육지역청의 다양한 시험제도가 교사선발에 지역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체교원선발제도가 타 직종의 경험자들이 교직에 진출

｜

67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하여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 교사선발 제
도에 주는 주요 시사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원선발 및 임용제
도는 지역 및 학교의 필요에 따른 개별화, 교원 능력에 따른 선발방식의 차별화, 타 직
종의 유능한 경험자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교원의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선발정
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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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교사 선발방식은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본
장에서는 문헌분석, 심층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출한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을 제시하였다.

1. 신규교사 핵심역량 규명의 필요성 및 의의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성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신
규 교사를 평가하는 기준과 준거가 되고, 교원 양성기관들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며, 무엇보다 신규 교사 선발에 있어서 선발의 준거가 된다. 미국의
경우, 양성프로그램 인증기구인 국가교원교육인증위원회(NCAT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가 예비교사의 역량(지식, 기술, 성향)을 양
성프로그램의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있고, 신규교사평가지원협의체(INTASC: 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역시 신규 교사의 평가 기준으
로 교사가 알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교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INTASC의 평가 기준들은 교사양성프로그램
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은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편성, 교사양성기관(프로그램) 평가, 신규 교사 선발 및 평가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

‘과연 교원임용시험이 유능한 교사를 제대로 선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교사 선발의 경우,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보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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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의 준거를 명료화함으로써 교원임용시험제도의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교
원임용시험이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는가의 문제는 방법과 절차 상의 문제와도 관련되겠
으나, 더욱 중요하게는 선발의 목표이자 준거인 ‘유능한 교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유능한 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 요소들이 실제 학교현장에
서 교사들이 수행하는 직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과는 거리가 멀고 관련성
이 약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유능한 교사의 개념을 어
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유능한 교사란 우선 국가 수준의 자질과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교사 선발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유
능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 국가 수준
의 교사 자질과 능력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로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무엇이고 그러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사의 지식, 기술, 태
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 분석은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명확히 밝혀
신규 교사 선발 방식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도
출된 교사의 핵심 역량은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목표 수립과 교육과정 운영, 교사 자격
무시험검정의 기준 개선, 현직교사 평가 도구 및 준거 개발, 교사 전문성 개발 과정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신규교사 핵심역량
가. 신규교사 역량 도출 과정
교사의 직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기 위
해 우선 교사 본연의 직무 및 핵심 역량 관련 자료, 우리나라 교사 자격 관련 법규(초중
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규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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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기준 등의 자료, 국내외 신규 교사 자격 및 전문성 기준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실제로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확인하고 그 성공적 수행에 요구되는 역량 그리고 모든
신규 교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중요한 능력과 자질을 추출하기 위해, 현직 교사 2명
및 교장 1명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과 면담을 통해 추출한 교사 직무의 영
역과 역량의 범위를 재확인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사의 직무와 신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밝히기 위해서, 서울
과 경기도 지역의 초중등학교 4명의 수석교사들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학
교급, 교과, 자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공통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분석하고, 이러
한 직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태도, 지식, 수행(기술) 등
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림 Ⅳ-1] 신규교사 핵심 역량 도출 과정

최종 단계로, 핵심 역량을 발휘하는 교사의 행동 특성을 수준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
써 신규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의 수준을 개발하였다.

나. 결과
1) 교사의 직무
교사의 직무는 관련 선행연구와 자료 분석, 그리고 직무 수행자인 현직 교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1차적으로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 영역과 내용들을 추출하고, 수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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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의 협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교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
된 직무는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교과지도, 학생생활지도, 학급경영, 대내외 관
계, 교과외활동 지도, 전문성 개발 등 7개 영역이고, 각각의 직무 영역은 3~5개의 직무
내용들로 구성된다. 이 직무는 학교급, 교과목, 경력 등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학교 교
사들이 수행하는 활동과 역할의 내용들이다.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영역은 건전한 인성 구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
과 교직관(교직 사명감, 비전) 확립, 교직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수행, 능동적 자기계
발 태도 함양을 포함한다. ‘교과지도’ 영역은 교육과정 이해 및 구성, 교수-학습 설계,
교재와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교수 전략 활용, 평가 계획･실행･결과 활용 등의
직무 내용을 가진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 인성지도, 학업/교우관계 등에 관한 상담,
진로지도와 지원, 안전사고/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처리, 건강 및 보건 교육을 포함
한다. ‘학급경영’은 학급경영안 작성과 평가, 학급조직 기획과 관리, 학급 운영과 사무
관리, 학급의 학습환경 조성, 학급의 학교행사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대내외 관계’ 영
역에는 학부모와의 상담, 교내 교직원과의 관계, 학생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연계, 교내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교과외활동 지도’는 창의체험활동 지도, 방과후 프로
그램 지도, 교육복지 대상자 지도, 교내외 각종 대회 지도를 포함하고, ‘전문성 개발’
영역은 각종 연수 참여, 교내외 연구회 참여, 수업과 교육 관련 연구 발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Ⅳ-1> 교사의 직무 영역과 내용
직무 영역

직무 내용
1.1 건전한 인성 구비
1.2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 확립

1.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1.3 교직관(교직 사명감, 비전) 확립
1.4 교직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수행
1.5 능동적 자기계발 태도 함양

2. 교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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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과정 이해 및 구성
2.2 (학생/교과 특성에 적절한) 교수-학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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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영역

직무 내용
2.3 교재 및 기자재 효율적 활용
2.4 다양한 교수 전략 활용
2.5 평가 계획, 실행, 결과 활용
3.1 학생 인성지도(기본 생활 습관 및 예절 교육)
3.2 학업/교우관계 등에 관한 학생 상담

3. 학생생활지도

3.3 학생 진로 지도 및 지원
3.4 안전사고/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
3.5 학생의 건강 및 보건 교육
4.1 학급경영안 작성 및 평가
4.2 학급조직 기획 및 관리(학급회조직, 업무분장)

4. 학급경영

4.3 학급 운영 및 사무관리(조회종례,학생부,홈페이지)
4.4 학급 학습환경 조성･관리(자기주도학습,독서지도)
4.5 학급의 각종 학교행사 참여
5.1 학부모와의 상담

5. 대내외 관계

5.2 교내 동료 교원 및 직원과의 관계
5.3 학생의 학습과 복지 위해 인적,물적 자원 파악･연계
5.4 교내 각종 위원회 참여
6.1 창의 체험활동 지도

6. 교과외활동 지도

6.2 방과 후 프로그램 지도
6.3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도
6.4 교내외 각종 대회 지도
7.1 각종 연수 참여

7. 전문성 개발

7.2 교내외 연구회 참여
7.3 수업 및 교육 관련 연구 발표

2) 교사 핵심 역량
교사의 핵심 역량은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 및 전문성 기준, 교사 직무에 관한 문헌
과 관련 자료 분석, 현직 교원(신규 교사, 수석 교사, 교장)과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7가
지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수석교사 협의회를 통해 7가지 핵심 역량들의 각 태도, 지식,
수행(기술)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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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공적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서 ‘핵심 역량’은 교직소양, 수업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 지식정보 능력
등 7가지이고, 이들 각각의 핵심 역량은 태도, 지식, 수행의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서
제시되는 핵심 역량은 교사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에서 도출된 것
인 만큼 신규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경력 단계의 교사들에게도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핵심 역량의 각 요소가 발현되는 교사의 행동은 수준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가지 핵심 역량은 경력 단계별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 내지는
평가 기준 설정에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교직 소양’은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
발 태도를 말하고, ‘수업 능력’은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
과내용･교수법･학생･학습･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설계,
실행, 평가하는 능력을 뜻한다. ‘대인관계 능력’은 인간 존중, 배려의 태도와 이해를 토
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고, ‘의사소통 능력’은 배
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능력’이며, ‘리더
십’은 자기 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 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네트워킹능력(연계능
력)’12)은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고 연계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지식정보능력’은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
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
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상의 7가지 핵심 역량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Young(1998), Hargreaves(2000) 등에 의하면 최근의 사회변화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과전문성에서 벗
어나 지역사회, 학부모, 다른 기관 등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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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능력)

[그림 Ⅳ-2]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

이들 핵심 역량의 개념 정의 및 각 역량의 태도, 지식, 수행 등에 속하는 세부 역량
요소들을 제시하면 <표 Ⅳ-2>와 같다.
<표 Ⅳ-2> 교사 핵심 역량의 정의와 요소
핵심
역량

정의

핵심 역량 요소
태도

지식

수행

1.
교직
소양

･ 자신과 타인, 세계에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 ･ 인성과 교육의식
대한 이해
식, 확고한 교직관과 ･ 교직 사명감, 비전 ･ 교육 일반 및 교직에
교직윤리, 능동적인 ･ 교직윤리 의식
대한 이해
자기계발 태도
･ 능동적 자기계발
･ 교육법 및 교직관련
법규 이해

･ 학생 신뢰와 존중
･ 구성원들과 협력
･ 청렴한 교직생활
･ 예의･법규 준수
･ 공정하게 학생 대우
･ 교직생애 비전 구상과
실천

2.
수업
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 ･ 학생 신뢰
수법･학생과 학습･교 ･ 학생 학습 지원 의
육과정에 대한 지식을
지와 태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 수업 개선 의지
수업을 설계, 실행,
평가하는 능력

･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내용 선정
･ 교과 교육목표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 학생･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설계와 실행

･ 교과내용 지식
･ 특정 교과 및 일반
교수법 지식
･ 교수-학습설계이론
･ 학생과 학습 이해
･ 교육과정 지식
･ 수업 평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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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정의

핵심 역량 요소
태도

지식

수행

･ 적합한 교재 및 교육기
자재 활용
･ 학생과의 의사소통
･ 학생 수업 행동 관리
에 관한 이해
･ 수업에 적합한 평가 계
획, 실행,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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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
관계
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
･ 인간 존중과 배려
로, 갈등을 관리하고
･ 협력적 태도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하는 능력

･ 학생과 인격적 관계 형성
･ 인간에 대한 이해
･ 학생의 학습과 복지 위
･ 인간관계 및 갈등
해 학부모, 지역사회와
해소법 이해
효율적 유대 관계 유지
･ 학교조직 이해
･ 갈등 관리
･ 공동작업 지식
･ 동료교사들과 협력적
공동작업 수행

4.
의사
소통
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
로, 상대방의 능동적
･ 타인 배려
인 활동과 상호지지적
･ 경청
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 명쾌한 설명
･ 언어적, 비언어적 ･ 올바른 언어 사용
의사소통 기법 이해 ･ 설득과 협상
･ 작문기술

5.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
성･조직･동기와 행동 ･ 자기 효능감
에 대한 이해를 바탕 ･ 개인과 조직의 목
으로, 학급 경영하고
표 인식과 비전
학생 행동과 학습 관
리하는 능력

･ 집단역동성 이해
･ 조직의 원리와 경영
이해
･ 개인･집단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
･ 개인･집단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이해

6.
네트
워킹
능력
(연계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 위
한 개방적 태도와 헌
･ 개방적 태도
신으로, 학교･가정･
･ 헌신
지역사회 자원 이해,
연계하는 능력

･ 학습 및 생활지도 위해
･ 학교조직 이해
가정과 연계
･ 지역사회 특성과 자
･ 학생 학습과 복지 위해
원에 대한 지식
학교･가정･지역사회 자
･ 지역자원 관리 이해
원 파악하고 연계

7.
지식
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
와 윤리의식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
와 아동청소년, 교육 ･ 변화 대응적 태도
공학, 전산원리, 자료 ･ 윤리의식
수집과 분석, 인터넷･
컴퓨터를 이해하고 이
를 활용하는 능력

･ 수업에 효과적인 교육
･ 지식정보사회의 문
매체 제작 활용
화와 아동청소년에 ･ 정보통신기술 활용하여
대한 이해
학생과의 상호작용 활
･ 교육공학적 지식
성화
･ 전산원리 이해
･ 지식정보 수집, 분석,
･ 자료 수집, 분석에
활용을 통한 수업/교육
대한 이해
연구
･ 인터넷/컴퓨터 이해 ･ 행정업무, 학급사무의
전산처리

･ 학급경영계획안 작성
･ 교과 및 교과외 활동 지
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효과적, 효율적 학급 관리
･ 학생 행동･학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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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직무와 핵심 역량
앞에서 확인된 31개의 교사 직무 내용 별로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표 Ⅳ-3> 참조),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영역의 직무 내용 2개(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 확립, 교직 윤리의식 확립)가

‘교직 소양’이라는 단일의 핵심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한 29개의 직무 내용들이
최소 2개 이상의 핵심 역량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종류의 핵심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무 내용은 교과외활동 지도 영역의 ‘창의체험활동 지도’인 바, 교
사가 창의 체험활동 지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핵심 역량들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직무 영역과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핵심 역량이 가장 빈번하
게 요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표 Ⅳ-3>을 재정리한 결과
(<표 Ⅳ-4>), 각 핵심 역량은 1개의 직무 영역이나 직무 내용에서 뿐 아니라, 최소 5개
에서 최대 24개에 이르는 많은 직무 내용들에서 중복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가
장 많은 직무 영역과 내용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지식정보 능력’이었는데, 이 역량
은 7개 직무 영역 모두 및 24개의 직무 내용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교직 소양’이 교과 지도 영역을 제외한 6개 직무 영역 및 19개의 직무 내용에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리더십’은 6개 직무 영역과 12개 직무 내용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은 각각 5개의 직무 영역과 13개의 직무 내용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3개의 직무 영역과 15개의 직무 내용에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다른 역량들과는 달리 ‘수업 능력’이 교과 지도 영역과 그 영역의 5개 직무 내용들
에서만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사의 다양한 직무 영역과 내용을 수행할 때 가
장 많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는 신규 교사 선발 평가에 포함되어
야 할 몇 몇의 핵심 역량을 선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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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교사의 직무 내용별 핵심 역량
직무 영역
1.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2.
교과지도

3.
학생생활지도

4.
학급경영

5.
대내외 관계

6.
교과외활동 지도

7.
전문성 개발

직무 내용

핵심 역량

1.1 건전한 인성 구비

①, ③

1.2 교육에 대한 올바른 신념 확립

①

1.3 교직관(교직 사명감, 비전) 확립

①, ⑤

1.4 교직 윤리의식 확립

①

1.5 능동적 자기계발 태도 함양

①, ⑤, ⑦

2.1 교육과정 이해 및 구성

②, ⑦

2.2 학생/교과에 맞는 교수-학습 설계

②, ⑦

2.3 교재 및 기자재 효율적 활용

②, ⑦

2.4 다양한 교수 전략 활용

②, ④, ⑦, ⑥

2.5 평가 계획, 실행, 결과 활용

②, ⑤, ⑦

3.1 인성지도(기본생활습관, 예절교육)

①, ③, ④, ⑤, ⑦

3.2 학업/교우관계 등에 관한 학생 상담

③, ④, ⑦, ⑥

3.3 학생 진로 지도 및 지원

③, ④, ⑦, ⑥

3.4 안전사고/학교폭력 예방교육･사안 처리

③, ④, ⑤, ⑦, ⑥

3.5 학생의 건강 및 보건 교육

③, ④, ⑦, ⑥

4.1 학급경영안 작성 및 평가

①, ⑤, ⑦

4.2 학급조직 기획 및 관리

⑤, ⑦

4.3 학급 운영 및 사무관리

③, ④, ⑤, ⑥, ⑦

4.4 학급 학습환경 조성･관리

①, ⑤, ⑥

4.5 학급의 각종 학교행사 참여

①, ③, ④, ⑦

5.1 학부모와의 상담

①, ③, ④, ⑦

5.2 교내 동료 교원 및 직원과의 관계

①, ③, ④, ⑥

5.3 학생 학습･복지 위해 자원 파악･연계

①, ③, ⑤, ⑥, ⑦

5.4 교내 각종 위원회 참여

①, ③, ④

6.1 창의 체험활동 지도

①, ③, ④, ⑤, ⑥, ⑦

6.2 방과 후 프로그램 지도

④, ⑤, ⑥, ⑦

6.3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도

①, ④, ⑥, ⑦

6.4 교내외 각종 대회 지도

①, ⑥, ⑦

7.1 각종 연수 참여

①, ⑦

7.2 교내외 연구회 참여

①, ⑦

7.3 수업 및 교육 관련 연구 발표

①, ④, ⑦

※ ① 교직소양; ② 수업 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④ 의사소통 능력; ⑤ 리더십; ⑥ 네트워킹능력(연계능
력); ⑦ 지식정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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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핵심 역량별 직무 영역과 내용
핵심 역량

직무 영역

직무 내용

교직소양

(1),(3),(4),(5),(6),(7)

[19개] 1.1∼1.5, 3.1, 4.1, 4.4, 4.5, 5.1∼5.4, 6.1, 6.3,
6.4, 7.1∼7.3

수업 능력

(2)

[5개] 2.1∼2.5

대인관계능력

(1),(3),(4),(5),(6)

[13개] 1.1, 3.1∼3.5, 4.3, 4.5, 5.1~5.4, 6.1

의사소통능력

(2),(3),(4)

[15개] 2.4, 3.1∼3.5, 4.3, 4.5, 5.1, 5.2, 5.4, 6.1∼6.3,
7.3

(1),(2),(3),(4),(5),(6)

[12개] 1.3, 1.5, 2.5, 3.1, 3.4, 4.1∼4.4, 5.3, 6.1, 6.2

네트워킹능력
(연계능력)

(2),(3),(4),(5),(6)

[13개] 2.4, 3.2∼3.5, 4.3, 4.4, 5.2, 5.3, 6.1∼6.4

지식정보능력

(1),(2),(3),(4),(5),(6),(7)

[24개] 1.5, 2.1∼2.5, 3.1∼3.5, 4.1∼4.3, 4.5, 5.1, 5.3,
6.1∼6.4, 7.1∼7.3

리더십

4) 핵심 역량과 신규 교사 선발 평가
교직소양, 수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
지식정보능력 등 교사의 핵심 역량 7개와 각 역량의 태도, 지식, 수행 등 세부 역량은
만족, 개선요망, 미흡 등의 수준에서 평가될 수 있다. 이 때, ‘만족(Satisfactory)’은 해
당 행동 특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수준을 나타내고,

‘개선 요망(Need improvement)’은 이 행동 특성이 만족스런 수준을 보이지만 종종 만
족스럽지 못한 수준을 보이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흡(Unsatisfactory)’ 수준은 해
당 행동 특성이 전혀 만족스럽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핵심 역량 평가에 있어서 수락(또는 합격) 기준이 되는 ‘수준’은 평가 대상(세부 역량)
과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능력’이 신규 교사를 선
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평가된다면, 수업 능력의 ‘태도’와 ‘지식’은 ‘만족’을 그리고 ‘수행’
은 ‘개선 요망’ 이상을 수락 기준으로 정하고, 승진 대상자 선정을 목적으로 교사를 평가
하는 것이라면, 수업 능력의 태도, 지식, 수행 모두 ‘만족’을 수락 기준으로 정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핵심 역량이 신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에 활용될 경우, 각 핵심
역량 및 세부 역량 평가의 수락 기준은 최소한 ‘개선 요망’ 이상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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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고, 이로써 과도하게 높은 임용시험 지원 경쟁률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핵심 역량별 태도, 지식, 수행 등의 세부 역량과 그에 대한
평가 수준은 다음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교사 핵심역량의 평가 수준
평가 수준
핵심 역량
1. 교직소양
1.1 태도
1.1.1 인성과 교육의식
1.1.2 교직 사명감, 비전
1.1.3 교직윤리 의식
1.1.4 능동적 자기계발
1.2 지식
1.2.1 자신과 타인, 세계에 대한 이해
1.2.2 교육 일반 및 교직에 대한 이해
1.2.3 교육법 및 교직관련 법규 이해
1.3 수행
1.3.1 학생 신뢰와 존중
1.3.2 구성원들과 협력
1.3.3 청렴한 교직생활
1.3.4 예의/ 법규 준수
1.3.5 공정하게 학생 대우
1.3.6 교직생애 비전 구상과 실천
2. 수업 능력
2.1 태도
2.1.1 학생 신뢰
2.1.2 학생 학습 지원 의지와 태도
2.1.3 수업 개선 의지
2.2. 지식
2.2.1 교과내용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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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S)

개선요망
(N)

미흡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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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준
핵심 역량

만족
(S)

개선요망
(N)

미흡
(U)

2.2.2 특정 교과 및 일반
2.2.3 교수법 지식
2.2.4 교수-학습설계이론
2.2.5 학생과 학습 이해
2.2.6 교육과정 지식
2.2.7 수업 평가 이해
2.2.8 학생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이해
2.3 수행
2.3.1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 선정
2.3.2 교과 교육목표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
2.3.3 학생/교과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설계, 실행
2.3.4 적합한 교재 및 교육기자재 활용
2.3.5 학생 수업 행동 관리
2.3.6 수업에 적합한 평가 계획, 실행, 결과 활용
3. 대인관계 능력
3.1 태도
3.1.1 인간 존중과 배려
3.1.2 협력적 태도
3.2 지식
3.2.1 인간에 대한 이해
3.2.2 인간관계 및 갈등 해소법 이해
3.2.3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
3.2.4 공동작업에 대한 지식
3.3 수행
3.3.1 학생과 인격적 관계 형성
3.3.2 학생 학습･복지위해 학부모/지역사회와 효율적 유대관계 유지
3.3.3 갈등 관리
3.3.4 동료교사들과 협력적 공동작업 수행
4. 의사소통 능력
4.1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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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준
핵심 역량
4.1.2 타인 배려
4.1.3 경청
4.2 지식
4.2.1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이해
4.3 수행
4.3.1 명쾌한 설명
4.3.2 올바른 언어 사용
4.3.3 설득과 협상
4.3.4 작문기술
5. 리더십
5.1 태도
5.1.1 자기 효능감
5.1.2 개인과 조직의 목표 인식과 비전
5.2 지식
5.2.1 집단역동성 이해
5.2.2 조직의 원리와 경영 이해
5.2.3 개인/집단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
5.2.4 개인/집단의 성과 관리에 대한 이해
5.3 수행
5.3.1 학급경영계획안 작성
5.3.2 교과 및 교과외 활동 지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5.3.3 효과적, 효율적 학급 관리
5.3.4 학생 행동･학습 관리
6.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
6.1 태도
6.1.1 개방적 태도
6.1.2 헌신
6.2 지식
6.2.1 학교조직 이해
6.2.2 지역사회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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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S)

개선요망
(N)

미흡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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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준
핵심 역량

만족
(S)

개선요망
(N)

미흡
(U)

6.2.3 지역 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
6.3 수행
6.3.1 학습 및 생활지도 위해 가정과 연계
6.3.2 학생 학습/복지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 파악, 연계
7. 지식정보 능력
7.1 태도
7.1.1 변화 대응적 태도
7.7.2 윤리의식
7.2 지식
7.2.1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
7.2.2 교육공학적 지식
7.2.3 전산원리 이해
7.2.4 자료 수집, 분석에 대한 이해
7.2.5 인터넷/컴퓨터 이해
7.3 수행
7.3.1 수업에 효과적인 교육매체 제작 활용
7.3.2 정보통신기술 활용하여 학생과의 상호작용 활성화
7.3.3 지식정보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한 수업/교육 연구
7.3.4 행정업무, 학급사무의 전산처리

위의 7가지 핵심 역량을 신규 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에 활용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핵심 역량을 평가하여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접근 방식이고, 두 번째는 그 중 일부의 핵심 역량만을 평가하여 신규 교사를 선발하는
접근 방식이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필기시험, 논술시험, 면접과 수업실연 등의 3단계로 실시되고 있
는 현 교원임용시험체제를 고려할 때, 현실적이라 할 수 없다. 1차 필기와 2차 논술 시
험의 교육학 및 전공 지식 평가만으로도 예비교사들을 시험 준비 학원으로 몰리게 하는
상황인데, 모든 핵심 역량을 임용시험에 포괄하는 것은 예비교사의 시험 부담 및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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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핵심 역량은 교사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인 만큼 신
규 교사도 일정 수준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신규 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에 반
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임용시험 단계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양성프로그램
입학 및 양성교육 과정에서 단계적,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7가
지 핵심 역량의 각 ‘태도’ 부분은 입학단계에서 1차적으로 평가되고, 졸업단계에서 그 변
화정도가 다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지식’ 부분은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과정 및 졸업
(무시험자격 검정) 단계에서 평가되고, ‘수행’ 부분은 임용시험의 ‘면접’이나 ‘수업시연’
또는 보다 종합적인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로써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Ⅳ-6>은
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핵심 역량이 교사 양성 기관 입학-양성 교육 및 졸업-임용시험
단계 등 장기간에 걸쳐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현재 1, 2차 시험
에서 실시되고 있는 필기시험의 대체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으며, 후보자의 태도, 지식,
수행을 과정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 예컨대 ‘포트폴리오’와 같
은 대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6> 양성기관 입학-교육 및 졸업-임용시험 단계별 핵심 역량 평가

핵심 역량

교직소양

세부
요소

양성기관
입학단계

양성교육&
자격무시험
검정단계

태도

•

•

임용시험단계
필기/
논술

•

수행

수업능력

•

•

•

•

•

수행

•

•

•

•
•

지식

•

수행
의사소통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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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지식

새로운
평가도구

•

지식

태도
대인관계능력

수업
시연

•

지식

태도

면접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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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세부
요소

양성기관
입학단계

양성교육&
자격무시험
검정단계

수행
태도
리더십

네트워킹능력
(연계능력)

•

필기/
논술

면접

수업
시연

•

•

•

•

•

새로운
평가도구

•

지식

•

수행

•

태도

•

지식

•
•

수행

지식정보능력

임용시험단계

태도

•

지식

•

수행

•

•

•

•
•

•

보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핵심 역량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요
구되는 일부의 역량을 선별하여 임용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교사 직무 내용별로 필
요한 핵심 역량 분석에 따르면(<표 Ⅳ-3> 참조), 가장 많은 직무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
량이 ‘지식정보능력’이고, 그 다음으로 ‘교직소양’,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및 ‘네트워
킹능력(연계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업 능력’ 순이었다. 한편, 심층면담과 협의회에
참여한 현직 교원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 소양’이, 중등학교 교사는 ‘수업능
력’이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Ⅳ-5>에 따르면 임용 시험에서의 ‘수업 시연’은 수업 능력의 지식, 수행 요소를 평가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 리더십, 지식정보 능력의 수행 요소도 함께 평가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신규 교사 선발 평가에 포함해야 할 핵심 역량을 그 중요도에 따라 필
수와 선택의 두 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필수 그룹의 핵심 역량은 임용 시험에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것들로서 지식정보능력, 교직소양, 수업능력 등이고, 선택 그룹의
역량은 임용 시험에서 추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로서 대인관계, 의사소통, 리더
십,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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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그룹의 역량인 ‘교직 소양’은 ‘심층 면접’을 통해 특히 수행 부분을 평가할 수 있
겠으나, 교직 소양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와 같은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후보자의 태도, 지식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업 능력’은

‘수업 시연’을 통해 지식과 수행 부분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업
능력에 대한 후보자의 태도까지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 능력’은 역시 ‘수업
시연’을 통해 수행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수업 시연’이 여러 가지 핵심 역량
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하고 효율적인 평가 방법과 절차인 만큼, 시험 기제로서 수업 시
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운영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택 그룹에 속하는 역량들로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
(연계능력) 등은 그 ‘수행’ 부분이 임용 시험의 ‘면접’을 통해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역량은 그 태도와 지식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지금처럼 단시간에 이루어
지는 경직된 상황에서의 심층 면접으로써는 ‘수행’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
라서, 신규 교사 선발을 위해 이 역량들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이들 역량의 태도, 지식,
수행을 종합적이고 실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본 장에서는 신규 교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핵심 역량을 도출함으로써 교원 임용시
험의 내용과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핵심 직무는 교
사 직무에 관한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 분석 및 현직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
고, 교사의 직무 영역으로 ‘교육전문가 품성과 윤리 확립’, ‘교과지도’, ‘학생생활지도’,

‘학급경영’, ‘대내외관계’, ‘교과외활동 지도’, ‘전문성 개발’ 등 7개가 확인되었다. 확인
된 직무의 영역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으로서 교사의 핵
심 역량은 ‘교직소양’, ‘수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
력(연계능력)’, ‘지식정보능력’ 등 7개가 도출되었다. 이들 각 핵심 역량은 태도, 지식,
수행으로 구성되며, 발현되는 교사의 행동 특성은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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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영역과 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량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고, 직무 수행 시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지식정보능력, 교
직 소양, 수업 능력이었다. 교사 핵심 역량의 평가는 만족, 개선 요망, 미흡 등의 세 수
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평가 목적과 핵심 역량의 세부 요소에 따라 평가의 ‘수락’ 기
준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교사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는 각
핵심 역량 평가의 수락 기준을 적어도 ‘개선 요망’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도출된 핵심 역량이 신규 교사 선발 평가에 활용되는 방식은 7가지 핵심 역량 모두를
평가하는 것과 중요한 일부 핵심 역량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임용시험단계에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핵심 역량이 임용시험뿐 아니라
양성기관 입학과 양성교육 및 졸업 단계에서 지속적, 종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일부 우선적으로 선택
하여 신규 교사 선발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핵심 역량은 신규 교사 선발 평가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그룹과 임용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선
택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필수 그룹에는 교직소양, 수업능력, 지식정보능력이 그리고 선
택 그룹에는 나머지 4개 핵심 역량이 포함되었다.
한편, 미래 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꼭 필요
한 핵심 역량은 본 연구의 핵심 역량들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가 있으며, 그
핵심 역량이 발현되는 교사 행동 특성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은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전
의 교사 양성과 자격 검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신규 교사의 핵심 역량은 현재의 교원임용시험을 개선하여 유능한 교사를 제대
로 선발하는 기제로서의 기능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사
선발에서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보유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임
용시험이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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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현행 임용시험의 핵심역량 평가 정도

핵심 역량

교직소양

세부
요소

양성기관
입학단계

양성교육&
자격무시험
검정단계

필기/논술

면접

태도

•

•

•

•

•

•

•

지식

임용시험

•

수행

수업능력

태도

•

•

•

지식

•

•

•

수행

•

•

•
•

태도
대인관계능력

지식
•

수행
태도
의사소통능력

수업시연

•

•

지식

•

수행

•

•

•

태도
리더십

지식
수행
태도

네트워킹능력
(연계능력)

지식
수행
태도

지식정보능력

지식
수행

*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에 면접을 하지만 이것이 교사 선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한 현재 교원양성기관
에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연계능력, 지식정보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교육이 교사 선발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현행 임용시험은 교사 후보자의 교육학과 전공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인성과 적성을
심층면접으로, 수업능력을 수업지도안 작성과 수업실연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한 일부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필기
시험으로 평가되는 교직소양이 교사 직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며, 면접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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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교직소양이나 수업실연으로 평가되는 수업능력도 교사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
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의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접이나 수업시연의
변별도가 낮은 것은 현행 임용시험이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
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임용시험이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3단계 교원임용시험의 각 단계에서 분절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식, 사고력, 인성과 수업능력 등의 요소를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행 임용시험에서 평가하고 있지 못하는 핵심역량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교사 선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만으로는 유능한 교사를 제대로 선발할 수 없고,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나
치게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임용시험이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임용
시험에서 이들 7가지 핵심 역량 모두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 하겠다. 따라
서, 임용시험을 통해서는 더욱 중요한 일부 핵심 역량들(예: 교직소양, 수업능력, 지식
정보능력 등)을 평가하고, 다른 핵심 역량들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의 평가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용 시험에서 제외된 다른 핵심 역량들(예: 대인관계능
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연계능력))은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수준에서
입학부터 교육 및 졸업까지 재학생이 보인 교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
가 자료를 신규 교사 선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용 시험에서
제외된 핵심 역량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포트폴리오 또는 면접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규 교사 선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임용시험에서 제외된 다른 핵심 역량들은 신규 교사로 선발한 다음 1~2년간의 직무
수행 과정을 관찰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를 최종 선발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들 핵심 역량은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그리고 양성기관
평가의 기본 원리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 기준을 개발하고 이 기준을 양성기관들이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예비교사들이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근거로 양성 기관을 평
가하는 미국의 경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표 Ⅳ-5>에 제시된 핵심역량의 세부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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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그 자체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
어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해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은 ‘인간관계 및 갈등해소법 이해’,

‘갈등 관리’ 등이,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위해 ‘경청’, ‘올바른 언어 사용’, 리더십 함양을
위해 ‘집단역동성 이해’, ‘효율적 학급관리’ 등등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핵심
역량이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교과목들은 교사 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제21조)과 ｢교원자격검정령｣의 검정 대상의 자
격 기준 상의 교사 자격 기준은 실제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학력과 최소이수학점 위주로 나열되는 문제를 보인
다. 이와 달리, 여기서 제시된 교사 핵심 역량은 실제로 교사들이 수행하는 직무와의 관
계 속에서 도출되었고,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태도, 지
식, 수행 차원으로 구분하고 동시에 그 수준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자격 검정
단계에서 중요하게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요소들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교사자
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자격기준에 제시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이나 교직과목 이
수 영역별 구성을 각 핵심역량별로 재구조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사 핵심 역량은 현직 교사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그
평가 준거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규 교사의 핵심 역
량들이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 자격, 임용, 평가, 재교육 등의 각 과정들이 일관된 방향
성을 가진 통합적 유기체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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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본 장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 및 인식 수준을 파
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 교육대학교 교수와
재학생, 중등교사 양성기관 교수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
였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는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여 제시하며, 현행 임용
시험의 개선방안과 전반적인 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가. 현행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요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전형의 적절성 판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별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1) 초등교원 임용시험 절차에 대한 의견
현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전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초등 교원임용
시험이 3차에 걸쳐 실시되는 것에 대한 의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52.3%는 전형절차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4.1%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3%의 응답자만이 전형 절차는 늘이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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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임용시험 전형 절차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즉, 전체 응답자들은 전형절차를 줄이거나 현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대상별로 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집단은 현재 상태를 유
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50.7%), 교육대학 교수(71.4%)와 학생(68.3%)은 전
형절차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그림 Ⅴ-2] 임용시험 전형 절차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2)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응답자의 63.2%는 찬성,
29.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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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대학성적 반영에 대한 전체 찬성정도 : 응답자 전체 (초등)

응답자 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대학 교수들은 대학성적을 교원임용시험에 반영
하는 것에 대해 평균적으로 약 4.14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약 3.44의 찬성률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학생들은 3.07
의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중요 평가 영역
현재 교원임용시험의 평가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평가영역은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및 교직적성,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능력으로 구분하였다. 1순위부터 3
순위까지 기재한 응답을 중복응답처리하였고, 전체 반응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순위는
3, 2순위는 2, 3순위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역량별 중요도의 비교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역량별 가중평균을 구한 후, 이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순위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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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교원임용시험 평가영역의 중요도 순서 (초등)

전체 설문집단은 교원임용시험 평가영역 중 교직소양 및 교직적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영역이라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한 비율로 수업능력을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그 뒤로 전
공지식, 교육학 지식, 실기 및 실험능력, 수업지도안 작성능력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 방법
현재 교원임용시험의 평가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선택
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학지식
교육학지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5.4%는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14.2%), 대학성적(8.5%), 면접(1.5%), 실연(0.4%)이 적절하다고 의견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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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육학지식-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
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교원임용시험 평가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교원 및 교육전문
직 집단의 73.1%, 교육대학 교수의 61.8% 그리고 교육대학 학생의 87.4%가 이 응답을
지지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한 결과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
원 및 교육전문직 집단의 16.9%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학 교수들의 21.8%는 대학성적이 차선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학생들은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5.4%)과 대학성적(5.4%)이 그 다음으로 동
일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 교육과정 지식
교육과정 지식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3.9%는 선택
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
험(33.2%), 대학성적(7.2%), 면접(3.5%), 실연(2.1%)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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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육과정 지식- : 응답자 전체 (초등)

이것을 응답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51.0%, 교육대학 교수의
41.5%, 교육대학 학생의 67.1%는 모두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을 선택하였다(p<.001).
배경변인별로는 교육대학 교수들이 재직기관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경향성을 보
였는데 수도권 교수의 63.2%, 호남권 교수의 50.0%는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충청권 교수의 57.1%는 대학성적이, 영남권 교수의 52.9%는
논술형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교직소양･교직적성
교직소양 및 교직적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1%는 면접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3%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8.8%는 선택형 문항
의 필기시험, 4.7%는 대학성적, 2.1%는 실연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100 ｜

Ⅴ.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그림 Ⅴ-7]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직소양･교직적성-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집
단 모두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차선으로 적절한 방법 역시 논술형 문항
의 필기시험으로 동일한 응답을 하였다.

라) 수업지도안 작성능력
수업지도안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5.9%
는 실연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35.6%, 선택형 문항
의 필기시험이 3.1% 그리고 면접과 대학성적이 동일하게 2.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Ⅴ-8]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 응답자 전체 -수업지도안 작성능력-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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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은 수업지도안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실연이라고
응답하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56.4%, 교육대학 교수의 65.5%, 교육대학 학생들의
51.5%가 이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p<.001).

마) 수업능력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 역시 수업지도안 작성능력과 마찬가지
로 실연(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면접(2.9%), 대학성적(1.6%), 논술형 문
항의 필기시험(0.7%),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0.5%)가 그 뒤를 이었으나 매우 낮은 응
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9]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 응답자 전체 -수업능력-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 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95.8%, 교육대학 교수의
94.5% 그리고 교육대학 학생의 89.3%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p<.05).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과 재직교육청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모든 집단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방법은 모두 실연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 영어구사능력
영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52.8%는 면접이 38.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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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이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과 대학성적은 동일
하게 4.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은 0.3%의 응답률에 그쳤다.

[그림 Ⅴ-10]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 응답자 전체 -영어구사능력-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집단의 50.7%, 교육대학 교수
의 58.5%, 교육대학 학생의 57.7%는 모두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차
선으로 선택한 방법에는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 교육
대학 학생은 실연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교육대학 교수들은 실연과 대학성적
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p<.01).

사) 영어수업능력
영어수업능력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응답하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2.5%는 실연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1.5% 응답자가 면접,
3.3%는 대학성적, 2.1%는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0.5%는 논술형 필기시험이라고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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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영어수업능력-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집단은 실연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
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84.6%, 교육대학 교수와 학생의 77.4%가 영어수업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압도적으로 실연방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교원 및 교육전문직(9.7%)과 교육대학 학생
(18.5%)은 면접이 적절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교육대학 교수(15.1%)는 대학성적을 반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5) 초등교원 임용시험 3차 전형에 관한 의견

가)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은 10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심층면접 시간
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
절하다 응답하였고, 31.8%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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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의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66.4%와 교육대학 학
생의 80.5%는 현재와 같이 10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학 교수의
51.8%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육대학 교수의 48.2%는
현재와 같이 10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교육대학 교수들은 이
문항에 대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림 Ⅴ-13]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집단별 (초등)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재직 교육청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가장 높은 비율
의 응답자가 있었으나,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
는 의견도 약 40.0% 이상을 차지하여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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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
교원임용시험 3차 전형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실연의 경우 현재 10분 동안 진행되고 있
다. 이 시간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1%는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9.9%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림 Ⅴ-14]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59.4%)과 교육대학 학생
(70.8%)은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학 교수(66.1%)들은 현재
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그림 Ⅴ-15]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재직 교육청 지역에 따라 상이한 응답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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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였으며, 교육대학 교수의 경우 담당전공에 따라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직하
고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호남권과 강원도의 경우 현
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대학 교수들의 경우 교육학 전공 교
수들은 현재보다 늘어난 30분과 현재와 같은 10분이 각각 50.0%씩의 응답률을 보임으
로써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과전공 교수들의 경우에는 78.1%가 현
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에 대한 의견
교원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에서 전체 응답자의 63.4%는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고, 36.6%는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16]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집단은 교원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
을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
(38.3%)과 교육대학 학생(37.5%)들의 약 3분의 1 정도는 반대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교육대학 교수(82.1%)들의 대부분은 평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과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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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른 분류에서는 모든 집단이 평가하
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직위에 따른 분류에서는 교장 및 교감의 50.9%는
평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장교사(67.3%)와 일반교사(63.6%)는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대학 학생의 경우 재학학교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는데, 수도권(75.5%)과 호남권(70.0%), 영남권(60.7%)의 경우 평가하지 않아도 된
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충청권(75.0%)은 평가해야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6) 초등교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가) 교육학 과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교직이론 과목13)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원임용시험 중 교육학 문항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
제된다. 교원임용시험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때 교육학 시험 개선방안은 어떠한 방향으
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5%
는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시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3.8%는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시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17] 교육학 과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13)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
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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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응답자의 23.5%는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밝
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의견을 두고 혼
재된 의견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
답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이 15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집단에
서는 2번안, 즉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
용시험으로 평가하는 안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교직경력 15년 이상 25년 미만 경력 집
단은 4번안과 5번안, 즉 대학에서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이를 대학성적으로 대
체하거나 혹은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동일하게 가장 적절한 방안으
로 선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직경력이 25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1번안인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해서는 임용시험을 평가하는 방안을
가장 적절하다고 지지하였다.
또한 교육대학 교수들의 경우 담당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의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학 전공 교수들(62.5%)의 경우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과전공 교수들(31.3%)의 경우 대학에서 재편 후 이를
대학성적으로 대체하는 4번안을 지지하였다.

나) 교육과정 과목시험 실시여부 및 유형방안에 대한 의견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과정 과목 시험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5%는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2차 필기시험은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30.0%는 1차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9.2%는 현행 교육과정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11.3%
는 대학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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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8] 교육과정과목 시험 실시여부 및 유형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40.4%와 교육
대학 학생의 42.3%는 2번안, 즉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2차 필기시험은 단답형 혹은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교육
대학 교수의 33.9%는 선택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1차 필기시험만 실시한다는 의견을 지
지하였다(p<.001).14)

[그림 Ⅴ-19] 교육과정과목 시험 실시여부 및 유형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14) 1번안 :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2번안 :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3번안 :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4번안 : 현행교육과정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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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3%는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7개 교과군에 대하여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9.6%는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군에 대
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8.7%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18.4%는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3.6%는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10개 교과
에 대하여, 2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마지막으로 7.5%
의 응답자는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2차 모두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방
안에 대해서는 각기 상이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5)

[그림 Ⅴ-20]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15) 1번안 :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2번안 :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7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
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3번안 :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2차 모두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4번안 :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10개 교과에 대하여, 2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평가한다.
5번안 :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에 대하여 평가한다.
6번안 :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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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 집단별로 분석해 본 결과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22.4%는 현
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학 교수의 29.1%는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
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도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
군, 2차는 5개 교과군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그림 Ⅴ-21]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나. 초등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은 현재와는 달리 낮아질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상황 변화에 적응하
기 위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 초등교사 선발 시 신규교사 역량평가에 대한 의견
초등교사 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의 역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자의 57.7%는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42.3%는 신규
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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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2] 교사선발 시 신규교사 역량평가에 대한 전체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
하였다. 다만 교원 및 교육전문직(57.1%), 교육대학 교수(64.3%), 교육대학 학생
(57.5%)이 모두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을 평가해야 한다는 방안을 지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초등교사 선발 시 평가해야 할 중요 신규교사 역량
신규 교사 선발 시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④ 의사소통 능력,
⑤ 리더십, ⑥ 네트워킹 능력, ⑦ 지식정보 능력 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 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1순위부터 3순위까
지 기재한 응답을 중복응답처리하였고, 전체 반응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순위는 3, 2순
위는 2, 3순위에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한 결과에 대해
역량별 중요도의 비교를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역량별 가중평균을 구한 후, 이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순위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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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3] 교사선발 시 평가해야 할 신규역량의 중요도 순서 (초등)

신규교사 선발 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교직소양(32.2%)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능력
(30.5%)도 매우 높은 비율의 중요성을 보였다. 그 뒤로 의사소통능력(16.2%), 대인관계
능력(13.3%), 리더십(4.0%), 지식정보능력(3.0%), 네트워킹 능력(0.8%)이 응답되었다.

3) 초등 신규교사 선발 시 역량별 바람직한 반영 방법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여건
을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여기서 보기로 제시된 ‘포
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
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의미한다. 일종의 중･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유
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인증제’란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소양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교직소양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3.8%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4.9%의 응답자는
필기시험, 16.3%는 포트폴리오, 3.9%는 인증제, 0.9%는 실연, 0.1%는 가산점이 가장
적절한 반영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114 ｜

Ⅴ.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그림 Ⅴ-24] 교직소양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49.9%, 교육대학 교수의
50.9%, 교육대학 학생의 67.7%는 모두 면접이라 응답하였다. 다만 차선의 반영방법으
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29.8%)과 교육대학 교수(23.6%)는 필기시험을 선택하였고, 교육
대학 학생(14.3%)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다(p<.001).

[그림 Ⅴ-25] 교직소양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나) 수업능력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수업능력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1%가 실연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 평가 방법에 대해
서는 3.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수업능력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
분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실연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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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6] 수업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다) 대인관계능력 역량에 대한 의견
대인관계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의 67.4%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2.9%는 포트폴리오가 적절하다 밝혔
다. 참고로 기타 평가 방안들은 3%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Ⅴ-27] 대인관계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의사소통능력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8%는 면접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14.2%의 응
답자는 포트폴리오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7.9%의 응답자는 실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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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4.6%의 응답자는 인증제가 적절하
다 응답하였고, 필기시험과 가산점을 평가방법으로 응답한 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림 Ⅴ-28] 의사소통능력 역량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마) 리더십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리더십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 47.8%의 응
답자는 면접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3.2%는 포트폴리오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
다. 그 다음으로 6.7%의 응답자는 인증제를, 6.5%는 실연, 4.3%는 가산점, 1.5%는 필
기시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29] 리더십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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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49.5%와 교육대학 학생
의 45.3%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교육대학 교수의 48.1%는 포트폴리오
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30] 리더십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바) 네트워킹능력에 대한 의견
네트워킹 능력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8%는 인증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6.1%는 포트폴리오, 23.4%는 면접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반해 필기시험, 실연, 가산점을 네트워킹능력을 평가
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응답률은 6% 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31] 네트워킹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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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32.6%)은 인증제
를 선택하였고, 교육대학 교수(47.2%)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으며, 교육대학 학생
(30.6%)은 면접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네트워킹능력을 역량으로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림 Ⅴ-32] 네트워킹능력 역량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사) 지식정보능력 역량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채용 시 지식정보능력을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
답자의 38.5%는 인증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28.0%는 필기시
험, 12.9%는 포트폴리오, 8.8%는 가산점, 7.7%는 면접, 4.0%는 실연이 바람직한 평가
방안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Ⅴ-33] 지식정보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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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 경력의 신임교원들은 필기시험을 선택한 것에 반해, 나머
지 경력의 교원들은 인증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위에 따라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교장 및 교감과 일반교사의 경
우에는 인증제가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한 반면, 부장교사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적절
하다고 응답하였다.

4) 초등교사 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1
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
과 만약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반영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교사선발 시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정도
교사선발 시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찬성하느냐에 대한 의
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2.7%는 찬성의견을 보였고, 33.9%는 반대 의견
을 보였으며, 13.4%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 Ⅴ-34]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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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3.20, 교육대학
교수는 3.55, 교육대학 학생은 3.04 평균치의 찬성정도를 밝혔다(p<.05).

[그림 Ⅴ-35]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정도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과 직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의 경우 경력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 포트폴
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정도가 높아졌으며, 직위의 경우도 직위가 올라갈수록
그 찬성정도가 상승하였다.

나) 교사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사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게 된다면, 반영방법은 어떠한 것을 선호하는지 묻
는 질문에 대해 78.6%는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1.4%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
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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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6]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방법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81.0%)과 교육대
학 교수(52.7%) 그리고 교육대학 학생(79.4%)은 모두 임용시험 심층면접 시 포트폴리오
를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집단과
는 달리 교육대학 교수의 47.3%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
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교육대학 교수 집단은 포트폴리오 적용방안에 대해 뚜렷한 경향성을 갖기 보다는 양
분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001).

[그림 Ⅴ-37]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방법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배경변인별 차이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 직위에 따라, 교육대학 교수
의 경우 담당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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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분류기준과 상관없이 포트폴리오를 임용시험 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집단 간 차이는 응답비
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대학 교수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교육학
을 전공한 교수의 66.7%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임용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
와 심층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찬성하는 반면, 교과전공 교수들의 67.7%는 임용시
험 심층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5) 초등교사 선발 시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 대학성적 반영 시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 대학성적을 반영하게 된다면 성적산출 방식은 상대평가제와 절
대평가제 중 어떠한 것이 더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9%는 절대
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5.1%는 상대평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38]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65.5%)과 교육대
학 학생(69.9%)은 절대평가제를 선호한 반면, 교육대학 교수(55.4%)는 상대평가제의 적
용을 선호하였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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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9]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초등)

나) 대학성적 반영 시 대학 간 차이 보정에 대한 의견
대학성적 반영 시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3%는 보정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6.7%는 보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40] 대학 간 성적 차이보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6)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
가)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초등교원 신규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
을 물었다. 이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3.8%는 시･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
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40.2%는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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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응답자의 의견이 양분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에 그쳤다.

[그림 Ⅴ-41]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45.0%와 교육대학 교수의
46.4%는 시･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안을 선호한 반면, 교육대
학 학생의 39.8%는 전국 공통으로 부과하는 가산점 제도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05).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 재직학교 소재지, 직위, 재직
교육청 지역에 따라, 교육대학 교수와 학생은 재직기관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경향
성을 보였다. 우선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의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짧은 경력의
교사들이 전국 공통의 가산점 제도를 선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집단 모두는 시･
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직위의 경우에도
직위가 올라갈수록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
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시･도 교육청 개별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반면, 나머
지 지역에서는 전국 공통의 가선점 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학 교수의 경우 수도권과 영남권에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들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개별 가산점제를 선호하고, 호남권과 충청권에 있는 대학 소속의 교수들은 전국
공통 가산점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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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교육대학 학생의 경우 수도권만이 시･도 교육청 개별 가산점제를 선호하
였고, 수도권 외 지역은 전국 공통 가산점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으로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
력, ④ 외국어 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영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6%는 재학기간의 성적을 선택하였으며, 18.0%는 정보화 능력, 15.7%는 한국사 능
력, 14.9%는 외국어구사 능력이 가산점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 외에
8.7%는 한국어구사 능력, 6.1%는 복수전공을 선택하였다.

[그림 Ⅴ-42]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 : 응답자 전체 (초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구분하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36.1%, 교육대학 교수의
49.0%, 교육대학 학생의 34.2%가 모두 ‘재학기간의 성적’을 가산점이 부여되어야할 항
목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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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학교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가. 현행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요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전형의 적절성 판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별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1) 중등교원 임용시험 절차에 대한 의견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전형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중등 교원임용
시험이 3차에 걸쳐 실시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7%는 현재가 적절하다고 응답
하였고, 37.9%는 전형절차를 줄이는 것이, 5.4%는 전형절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43] 교원임용시험 전형절차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조사 대상별 분석결과를 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 사범대학 교수는 각각 61.2%와
57.5%의 비율로 전형절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사범대학 학생들의 49.5%는 현재의 전형절차를 축소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범대학 학생들의 경우 전형절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2.0%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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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본 설문문항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집단에서 직위와 재직교육청 지역 부문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배경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교장 및 교감, 부장교사 및 일반교사 모
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
역으로 구분한 배경변인에서도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가장 높은 응답률
을 보였다(p<.05). 또한 사범대학 학생 집단에서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응답결과의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전형절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응답하였으며(51.7%), 비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전형절차를 축소해야만 한다고
(53.4%) 응답하였다(p<.01).

2)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6%는 찬성의
의견을 보였고, 43.4%는 반대의 의견을 보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대학성적을 반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양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7.9%는 잘 모르겠
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44] 대학성적 반영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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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별 응답 결과를 보면 사범대학 교수들의 응답 평균은 약 3.50으로 집단 중에
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교원 및 교육전문직(3.13), 사범대학 학
생(2.77)의 순서로 나타났다(p<.001).

3)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중요 평가 영역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평가영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
택하게 하였다. 평가영역은 초등영역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분석방법 역시 초등과 마찬
가지로 순위가중치를 매겨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순위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Ⅴ-45] 교원임용시험 평가영역의 중요도 순서(중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집단은 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 수업능력을
가장 중요한 평가영역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교직소양･교직적
성과 전공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응답비율상으로 그 수치들은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학지식, 실기･실험능력 및 수업지도안 작성능력은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 방법
현재 교원임용시험의 평가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선택
하게 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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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학지식
교육학지식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1.1%는 선택
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적절하다 응답하였고, 15.9%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9.3%는
대학성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면접과 실연은 응답률이 3% 내･외에 그쳤다.

[그림 Ⅴ-46]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육학지식- : 응답자 전체(중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구분해보면 모든 집단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적절하
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72.3%, 사범대학 교수의 51.1%, 사범대학 학생
의 73.9%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차선의 방법으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 사범
대학 학생들은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을 선택하였고, 사범대학 교수들은 대학성적을
선택하였다(p<.001).

[그림 Ⅴ-47]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육학지식- : 응답자 집단별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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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 직위, 담당교과에 따른 응답 경향성
의 차이와 사범대학 학생들의 재학학교 소재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
나, 모든 집단이 가장 적절하다고 선택한 평가방법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으로 공통
적이었고, 차선의 평가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공지식
전공지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2.6%가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33.5%의 응답자는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을, 8.9%의 응답자는 대학 성적을, 3.4%는 실연을, 1.5%는 면접이 전
공지식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Ⅴ-48]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전공지식-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분류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60.8%, 사범대학 교수의
48.1%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범대학
학생들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응답 경향성의 차이를
보여주었다(p<.001).
사범대학 교수들은 소속학과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인문･사회, 과학･기술, 교
육학과 교수들은 논술형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어학과 교수들은
선택형 필기시험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체능과 기타학과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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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실연이 동일하게 중요한 평가방법이라고 응답함
으로써 학과별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범대학 학생들은 소속학과와 재학학교 소재지에 따라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우선 소속학과에 따라서는 과학･기술학과만이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전공지식을 평
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전공학과들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적
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지역이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직소양･교직적성
교직소양 및 교직적성을 평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1%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필기시험은 문항의 형
태와 상관없이 9%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고, 실연과 대학성적은 3.0% 내･외의 응답률
을 보였다.

[그림 Ⅴ-49]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교직소양･교직적성- : 응답자 전체(중등)

이를 응답자 집단배경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74.4%, 사
범대학 교수의 72.5%, 사범대학 학생의 73.6%가 모두 면접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였
다. 그러나 차선으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과 사범대학 교수는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을
선택한 것에 반해, 사범대학 학생들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
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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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지도안 작성능력
수업지도안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설문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2.0%는 실연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29.6%는 논
술형 문항의 필기시험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면
접, 대학성적은 모두 4.0% 미만의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50] 교원임용시험 영역별 바람직한 평가방법 -수업지도안 작성능력- : 응답자 전체(중등)

이를 응답자의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66.1%, 사범대학 교수의
69.2%, 사범대학 학생의 61.9%가 실연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마) 수업능력
수업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5.5%가 실
연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하였다. 나머지 필기시험, 면접, 대학성적은 3.0% 미만
의 응답률에 그쳤다.
이를 응답자 집단별로 살펴보면 수업지도안 작성능력과 마찬가지로 실연이 가장 적절
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97.1%, 사범대학 교수의 98.5%, 사범대학
학생의 91.9%는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실연 다음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교원 및 교
육전문직과 사범대학 학생이 면접을 선택한 것과 달리 사범대학 교수들은 대학성적을
선택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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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실기･실험 능력
실기･실험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역시 실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
답자의 89.6%가 실연을 실기･실험 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4.6%
가 면접, 2.7%가 대학성적, 1.8%가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1.2%가 선택형 문항의 필
기시험을 선택하였다.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가의 92.8%, 사범대학
교수의 86.0%, 사범대학 학생의 84.5%가 이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실연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방법으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3.1%)과 사범대학 학생(7.7%)들이
면접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사범대학 교수(7.0%)는 대학성적을 선택하였다(p<.001).

5) 중등교원 임용시험 3차 전형에 관한 의견
가)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 실시되는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 설문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2%는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 응답하였고, 45.8%
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51]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52.3%와 사범대학 학생의
61.9%는 현재와 같이 10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반하여, 사범대학 교
수의 58.2%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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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2] 심층면접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나)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59.1%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 응답하였고, 40.9%는 현재와 같은 10분이 적절하다 응답하였다.

[그림 Ⅴ-53]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응답자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집단이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수업실연 시
간으로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62.0%, 사범대학 교수의
64.9%, 사범대학 학생의 51.7%가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p<.001).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소재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모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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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 비율의 차이만 있었다. 그
러나 사범대학 학생 중 수도권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비수도권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현재와 같은 10
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6) 중등교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가) 교육학 과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초등 교원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중등 교원임용시험에서도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교직이론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
고, 교원임용시험 중 교육학 문항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된다. 교원임용시험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때 교육학 시험 개선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9.0%는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
제영역의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시험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
고, 응답자의 26.2%는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
하여 임용시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21.5%는 현행 교육
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4.0%는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
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
지막으로 응답자의 9.3%는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림 Ⅴ-54] 교육학 과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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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 집단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29.2%), 사범
대학 교수(25.9%), 사범대학 학생(29.7%)은 모두 공통적으로 1번안인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은 임용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p<.01)16).

[그림 Ⅴ-55] 교육학 과목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나) 전공시험 방안에 대한 의견
전공시험에 대한 방안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5%는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과 2차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6.6%의 응답자들은 현행 전공시험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13.8%는 1차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만으
로 전공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5.0%의 응답자들은 대학성
적으로 대체하여 전공영역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17)
16) 1번안 :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해 임용시험으로 평가한다.
2번안 :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해 임용시험으로 평가한다.
3번안 : 현행 교육학 과목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4번안 :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5번안 :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7) 1번안 :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2번안 :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3번안 :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4번안 : 현행 전공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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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6] 교육과정 과목시험 실시여부 및 유형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 결과를 응답자의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57.5%), 사범대학 교수
(52.6%), 사범대학 학생(49.3%)은 모두 2번안, 즉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2차 필기시험은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p<.001).

다) 전공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전공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2%는 교
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16.8%는 모든 교과에 대해 동일한 유형으
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57] 전공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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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답자의 집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87.0%, 사범대
학 교수의 85.9%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의 74.9%는 모두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
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p<.001).

라) 전공시험 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반영에 대한 의견
전공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반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다. 전체 응답자의 52.5%는 1차 필기시험은 교과내용학에서, 2차 필기시험은 교과교육
학에서 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47.5%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18)

[그림 Ⅴ-58] 전공시험 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반영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나. 중등교사 선발방식에 대한 요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
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8) 개선안은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은 교과내용학에서, 2차 필기시험(논술형 문항)은 교과교육학에서
출제하는 것’이고, 현행대로 하는 것은 1차나 2차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모두 일정비율로 나누
어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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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등교사 선발 시 신규교사 역량평가에 대한 의견
중등교사를 선발할 경우 평가할 신규교사의 역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4%는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46.6%는 핵심역
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59] 교사선발 시 신규교사 역량평가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설문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p<.001). 교원 및 교육전문직(56.3%)과 사범대학 학생(54.6%)은 신규교사 선발 시
앞에서 제시한 모든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범대학 교수(69.6%)의 경
우에는 핵심역량만을 선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Ⅴ-60] 교사선발 시 신규교사 역량평가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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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직경력과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의 경우 5년 미만의 신임교사(50.2%)의
경우 핵심역량만을 선별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지지하였으나, 나머지 집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위에 따른 분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모든 집단이 신규교사 선발시에는 앞에서 제시한 모든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중등교사 선발 시 평가해야 할 중요 신규교사 역량
중등 신임교사 선발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규교사 역량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였다. 신규교사 역량은 초등영역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분석방법 역시 초
등과 마찬가지로 순위가중치를 매겨 분석하였다.

[그림 Ⅴ-61] 교사선발 시 평가해야 할 신규역량의 중요도 순서 (중등)

수업능력이 35.3%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선택되었고, 교직소양(27.5%), 의사소통
능력(15.8%), 대인관계능력(10.2%), 리더십(5.7%), 지식정보능력(4.2%), 네트워킹능력
(1.3%)이 그 뒤를 이었다.

3) 중등 신규교사 선발 시 역량별 바람직한 반영 방법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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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여기서 보기로 제시된 ‘포
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한 다양한 활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
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의미한다. 일종의 중･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유
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인증제’란 예를 들어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소양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교직소양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4.2%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23.0%는 필기시
험, 15.5%는 포트폴리오, 4.0%는 인증제, 2.5%는 실연, 0.9%는 가산점이 교직소양 역
량을 반영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이라 응답하였다.

[그림 Ⅴ-62] 교직소양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 결과를 설문집단별로 구분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55.6%, 사범대학 교수의
53.4%, 사범대학 학생의 51.4%는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차선으
로 선택한 방법으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24.3%)과 사범대학 학생(23.9%)이 필기시험
을 선택한 것과 달리 사범대학 교수(21.1%)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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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능력에 대한 의견
수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2.4%가 실연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 응답하였고, 나머지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2.0% 내･외의 낮
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Ⅴ-63] 수업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94.3%, 사범대학 교수의 90.4%,
사범대학 학생의 89.3%,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실연을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였다
(p<.01).

다)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대인관계능력 평가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
여 전체 응답자의 67.3%는 면접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하였고, 19.8%는 포트폴
리오, 6.1%는 실연이라 응답하였다. 그 외 기타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3.0% 내･외의 낮
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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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4] 대인관계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세 집단 모두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집단의 70.4%, 사범대학 교수의 64.4%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의 61.8%가
모두 이 응답을 지지하였다(p<.001).

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의사소통능력을 역량으로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
해 전체 응답자의 72.2%가 면접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
로는 실연(10.9%)과 포트폴리오(10.8%)가 차선책으로 제시되었고, 기타 평가방법은
4.0%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Ⅴ-65] 의사소통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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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응답자의 집단별로 분류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74.9%, 사범대학
교수의 65.9%, 사범대학 학생의 68.8%는 모두 면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p<.001).

마) 리더십에 대한 의견
신규교사 선발 시 리더십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
답자의 42.9%는 면접이라 응답하였고, 34.4%는 포트폴리오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실연(12.5%)이 적절한 방법이라 응답되었고, 인증제(5.9%), 가산점(3.5%), 필기시험
(0.8%)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Ⅴ-66] 리더십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 결과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44.6%)과 사범대학 학생
(42.4%)은 면접을 선택하였고, 사범대학 교수(44.0%)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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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7] 리더십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바) 네트워킹능력에 대한 의견
네트워킹능력을 역량으로서 신규교사 채용 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6.5%는 포트폴리오를, 25.1%는 인증제를 선택하였고,
20.7%는 면접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도 실연(13.3%), 가산점(7.8%), 필기시험(6.6%)도
네트워킹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었다.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28.5%는 인증제를, 사범대학 교
수의 43.3%는 포트폴리오를, 사범대학 학생의 27.9%는 면접을 선택하였다(p<.001).

[그림 Ⅴ-68] 네트워킹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사) 지식정보능력에 대한 의견
지식정보능력을 평가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체응답자의 34.4%는 인증제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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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0.6%는 필기시험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에도 포트폴리오(11.5%), 실연(8.9%), 가산점(7.5%), 면접(7.1%)이 지식정보능력을 평가
하는 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69] 지식정보능력 반영방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38.0%)과 사범대학 교수(37.3%)는
인증제를 선택하였고, 사범대학 학생(35.7%)은 필기시험을 선택하였다(p<.001).

4) 중등교사 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원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학생활을 기록하여
(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찬성하는
지에 대한 의견과 만약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반영방법을 선호하는지에 대
해 조사하였다.

가) 교사선발 시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성정도
중등교사 선발 시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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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조사대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반
응을 보면 과반수가 넘는 52.8%가 찬성하였고, 31.6%는 반대의견을 보였다. 또한
15.6%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림 Ⅴ-70]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집단 내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 재직학교 소재지, 직위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과 직위는 높아질
수록 포트폴리오 반영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재직학교 소재지의 경우에는 중소
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직하는 경우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으며, 대도시와 읍면지
역이 그 뒤를 이었다.

나) 교사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교사선발 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의 79.3%가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응
답하였고, 20.7%는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를 포트폴리오와 심층
면접만으로 평가하여 선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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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1] 포트폴리오 반영하는 방법 : 응답자 전체 (중등)

5) 중등교사 선발 시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 대학성적 반영 시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중등교사 선발 시 대학성적을 반영한다면, 어떠한 성적산출방식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4%는 절대평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44.6%는 상대
평가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대학성적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의견이 크게 양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Ⅴ-72]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50.1%, 사범대학 교수의 50.0%,
사범대학 학생의 67.5%는 절대평가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상대평가제를 선호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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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교육전문직도 49.9%, 사범대학 교수 50.0%로 나타나 성적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공통된 합의점을 갖기 보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p.<001).

[그림 Ⅴ-73] 성적산출방식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나) 대학성적 반영 시 대학 간 차이 보정에 대한 의견
대학성적을 신규교사 임용 시 반영한다면 대학 간 성적 차이의 보정이 필요한가에 대
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4.8%는 보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5.2%는 보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74] 대학 간 성적 차이보정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담당교과와 사범대학 교수의 소속학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담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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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경우 응답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 대학 성적 보정의 필요성은 모든 집단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범대학 교수의 경우 다른 학과들이 보정의 필요성을 피
력하는 것에 반해, 교육학과 교수들의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6)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
가)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중등교사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 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8.6%는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
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4.1%는 시･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17.3%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Ⅴ-75] 가산점 부여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46.7%와 사범대학 학생의 54.6%
가 전국 공통 가산점 제도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고, 사범대학 교수의 42.6%는 시･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선택하였다(p<.001).
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과 직위, 사범대학 학생의 재학학교
소재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은 15년 이상 25년 미만의
교원들이 시･도 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을 선호한 것만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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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단들은 전국 공통의 가산점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직위의 경우 교장 및 교감
을 제외 한 부장교사와 일반교사 역시 전국 공통의 가산점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사범대학의 학생들은 수도권, 비수도권 학생들 모두 전국 공통의 가산점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의견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으로 초등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 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 구사능력
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재학기간
의 성적(32.2%)이 가산점으로 부여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복수전
공 여부(21.7%), 정보화 능력(17.8%), 한국사 능력(13.0%), 한국어구사 능력(8.1%), 외
국어 구사능력(7.2%)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Ⅴ-76] 가산점이 부여되어야 할 영역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31.2%, 사범대학 교수
의 58.1%, 사범대학 학생의 26.7%가 모두 재학기간의 성적이 가산점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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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고등학교 교사의 분리 선발에 대한 의견
현재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다. 향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
다. 연구결과 전체 응답자의 49.3%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
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38.9%는 찬성의견을 보였다. 그 외에 11.8%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림 Ⅴ-77] 중･고등학교 교사를 분리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전체 (중등)

이를 설문집단별로 구분해 보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평균 찬성도는 2.72, 사범대학
교수는 2.81, 그리고 사범대학 학생은 3.21로 나타났다(p<.001).

[그림 Ⅴ-78] 중･고등학교 교사를 분리 선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집단별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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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로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교직경력에 따라 찬성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교직경력이 25년 된 교원집단의 평균 찬성도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5년 이상 15년 미만이 2.46으로 가장 낮은 찬성도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라 볼 수 있다.

3. 시사점
Ⅴ장에서는 교직 적격자를 교사로 선발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교사 선발방식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은지 초･중등 교원양성기관 교수, 재학생, 초･중등
현직 교원 및 교원 정책 담당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
다.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등 임용시험과 중등 임용시험의 전형절차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초등 임용시험의 전형 절차는 축소를, 중등 임용시험의 전형 절차는 현행
유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직무내용이 다르고, 초등
교사에게는 교직소양이, 중등교사에게는 수업능력이 교사 선발 시에 평가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초등교사의 경우 중등교사에 비해 ‘지식’
에 대한 평가를 2번씩 할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초등교
사의 경우 10개 교과를 모두 평가하고,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 축소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 임용시험은 현행보다 절차
를 축소하고, 중등 임용시험은 전형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축소하면서 보다 교사
의 핵심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 선발에 대학 재학 중의 성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임용시험에 대학 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초등의 경우 63.2%가, 중등의 경우
48.6%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임용시험 대비를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
결과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대학 재학 중의 성적 반영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임용시험만으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평가할

154 ｜

Ⅴ.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

수 없기 때문에 4년간의 성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의 성적 반영에 대하여 반대 의견도 43.4%나 나와
의견이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간 차이보다 중등교원 양성기관 간 차
이가 크고, 중등 임용시험의 경우 초등에 비해 경쟁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다 객관도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초등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등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에 대하여 63.4%의 응답자가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라
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영어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원
어민 교사도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의 시험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중등 임용시험에서 전공시험은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중등 응답자의 대다수인 83.2%가 임용시험의 전공시험은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출제할 수 있는
교과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교과도 있기 때문에 교과별로 유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 반영에 대하여 초등 응답자의 52.7%가, 중등 응답자의 52.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적 임용시험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의 대학 재학 중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교사 선발로 이
어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별로 응답 경향이 다
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교사 선발에 대학 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교수들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재학생들은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심층면접이나 수업실연 시간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시간 연
장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던데 반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이나 학생들은 현행 유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다.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체적으로는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 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해 임용시험으로 평가하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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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성률이 높았지만, 교육학 전공 교수들의 경우 현행 유지가, 교과전공 교수들의
경우 대학에서 재편 후 이를 대학 성적으로 대체하는 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교수들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보다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는
측면에서 개선의 요구가 높고, 학생들은 시험 부담의 완화와 보다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 선발방식은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된 제도로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교사 선발방
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개선 방안을 구안하는데 있어 각 주체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 선발방식의 주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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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먼저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을 교사 선발 관련 주체 측면과 교
사 선발기제의 기능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은 단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방안의 실효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방안과 함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
본 연구에서 구안하는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의 기본 방향은 교직 사명감과 전문성
을 가진 교사, 또 그러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이
를 교사 선발방식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교사 선발방식은 사회변화, 교육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신
규교사의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
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교사 선발방
식 개선 방안을 차별화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구안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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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주체 측면
첫째, 교사 선발방식은 교사를 양성하는 주체, 교사를 선발하는 주체,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단위학교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양성기관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교사선발 주체인 국가와 시행 주체인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선발 방식을 적용
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어야 한다.
넷째, 시･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교직 사명감과 교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학습활동
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나.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 측면
첫째, 단위학교의 발전적 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이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역
량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선도해
야 한다.
즉,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계획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글로벌 창의인
재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교사선발이 일회적 임용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입학,
교원양성교육 이수기간, 교사 선발 등 각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가장 타당한 순차에 따
라 평가한다.
즉, 바른 인성과 교직 적성이 높은 학생이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교
원양성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교육기간 동안 교사역량을 겸비하도록 노력한
자가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이와 같은 교사 적격자가 교사로 선발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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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적 개선 방안
우리나라 교직은 직업적 유인가가 매우 높은 직업으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상위 5%
내의 학생들이 교직을 희망하여 교원양성 기관에 입학하고 있으며, 임용시험 경쟁률도
매우 높다. 2011학년도 임용시험 경쟁률은 초등의 경우 2.6:1, 중등의 경우 과목별로 다
르지만 전체적으로 21.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2012학년도 중등교원의 경우 교과
별로 다르긴 하지만 최저 5.9:1(농공)부터 최고 59.5:1(가정)로 평균 16.3:1의 임용시험
경쟁률19)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선발기제의 타당도보다
는 객관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이 있다. 현행 임용시험 제도가 많은 문제
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객관성을 요구하는
현재의 환경에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여 단위학교 교육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교사 선발 관련 주체들에게 이롭고, 교사 선발기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교사 선발방식이 되기 위해 현재 임용시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교
사 선발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기적 개선 방안 구안의 논리 및 주요 개선 내용
1) 핵심 역량 평가
교사 선발기제의 객관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교육환경 하에서도 가능한 한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용시험에서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교사 선발 관계자들이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핵심 역량인 교직소양, 수업능력
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 지식정보능
력은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와 같이 교원양성교육 기간 내에 재학생들이 보인 교사로서
19) 2012학년도 임용시험 경쟁률은 임용시험 지원률에 기초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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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자료를 신규교사 선발의 근거로 활용하여 평가하
는 방법을 구안하였다.

2) 교원양성 기관 교육과정 정상화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신규교사 수요에 비해 많이 배출되어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고,
교사 선발기제의 객관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현재 임용시
험 체제를 일부 수정하여 유지하면서, 교원양성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학에서의 성
적을 1차 임용시험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초･중등 개선안 1안). 단 교원양성기관에
서의 평가 방법이 교사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토론과제를 통한 리더십, 의사소통능력의 평가결과나 수업능력에 대한 관찰평가 결과,
사고기반학습에 기초한 문제해결능력이나 지식정보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성적산출의
근거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배점은 초등의 경우 20점, 중등의 경우 10점으로 하였는데, 중등교원양성기관보다 초
등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의 수준이 보다 동질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 시험부담 완화
가능한 한 응시자의 시험 부담을 줄여 대학에서 교직소양을 쌓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 평가를 위해 충분한 평가 시간이나 다단계 전형
이 요구될 수도 있으나 시행 상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시간은 가능한 한 현행방
식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심층면접에 포트폴리오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자가 포
트폴리오를 참고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안배하여 심층면접 시간은 15분으로 늘리는 것
을 제안하였다.

4)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 선발
시･도 교육청에 따라 도서벽지 등의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자체적으로 별도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에서의 성적, 포트폴리오 평가, 면접, 수업능력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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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폭의 개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관계자
들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가능한 한 개선 방향에 부응하면서도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
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단기적 개선 방안은 주로 현행 임용시험에 대한 개
선 내용이다.

나. 임용시험 개선 내용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 내용은 개선의 폭이 비교적 큰 1안과 현행과 달라지는 점이 비
교적 적은 2안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1) 초등교사
가) 1안

<표 Ⅵ-1> 초등 임용시험 개선 방안-1안
구분

1차

2차*

초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교육과정

60

대학성적

20

교직심층면접
(포트폴리오참고)

50

수업안 작성

10

수업실연

4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면접･실연

1차, 2차 점수 합산

(1) 전형 단계
임용시험 전형은 1차 필기시험･대학성적과 2차 면접･실연의 2단계 전형으로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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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사정
1차 결과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1차 점수와 2차 점수의 합산 결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3) 평가 및 출제 영역
1차 필기시험은 기존의 1차와 2차의 필기시험을 통합하여 교육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하고, 1차의 대학성적은 2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2
차에는 심층면접과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을 하며, 기존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
은 하지 않는다. 교육학은 교육학시험 영역을 재편하여 과목 수를 축소하여 시행한
다20). 교육과정은 7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
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평가시간
심층면접 시간은 15분으로 하되, 그 중 5분은 이미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참고한다. 수
업실연 시간은 20분으로 한다.

<표 Ⅵ-2> 현행 초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1안의 달라지는 점
구분

현행

개선안

전형단계

3단계전형

2단계 전형
(1차: 필기시험, 내신
2차: 면접 및 실연)

필기시험 유형

1차 선택형문항+
2차 논술형문항

모두 선택형 문항

1차결과로 2차응시자선발
2차+3차로 최종합격자 선발

1차+2차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응시과목 수 축소

교육과정

전 교과

7개 교과군

전형단계

합격자 사정
평가 및 출제
영역

20) 임용시험에서 평가할 교육학과목에 대한 재편 방향이나 축소방향은 학회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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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안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수업능력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폐지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수업실연 10분~20분

수업실연 20분

평가시간

나) 2안

<표 Ⅵ-3> 초등 임용시험 개선 방안-2안
초등

구분

영역

배점

교육학

30

교육과정

70

교직

20

교육과정

80

교직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참고)

40

수업안 작성

10

수업실연

40

1차

2차

3차*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1) 전형 단계 및 영역
1차 필기시험,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실연의 3단계로 한다.

(2) 합격자 사정
1차 필기시험으로 선발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필기시험으로 선발인원의 1.5배
수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2차와 3차 점수를 합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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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출제 영역
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2차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3차 면접･실연의 3
단계 전형으로 실시한다. 1차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2차 필기시험은 문항 유형을 응답제
한형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3차에는 심층면접과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을 하며,
기존의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은 하지 않는다. 교육학은 교육학시험 영역을 재편하여
과목 수를 축소하여 시행한다. 교육과정은 1차 필기시험의 경우 7개 교과군(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2차 필기시험의 경우 5
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평가 시간
심층면접 시간은 15분으로 하되, 그 중 5분은 이미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참고한다. 수
업실연 시간은 20분으로 한다.

<표 Ⅵ-4> 현행 초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2안의 달라지는 점
구분
전형단계

현행

개선안

필기시험 유형

2차 논술형문항

2차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교육과정

전 교과

1차: 7개 교과군
2차: 5개 교과군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수업능력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폐지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수업실연 10분~20분

수업실연 20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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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등교사
현재 중등임용시험 출제 영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표 Ⅵ-5> 중등 임용시험 출제영역 및 배점
구분

1차

2차

3차*

중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80

논술

100

교직심층면접

40

교수학습
지도안

15

수업실연

45

실기･실험
(해당교과만 시행)

-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가) 1안

<표 Ⅵ-6> 중등 임용시험 개선 방안-1안
구분

1차

2차*

중등

유형

합격자 사정

70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1.5배수 선발

대학성적

10

내신

교직심층면접
포트폴리오반영

40

교수학습
지도안

10

수업실연

50

실기･실험
(해당교과만 시행)

-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면접･실연

1차, 2차 점수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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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 단계 및 영역
1차 필기시험･대학성적과 2차 면접･실연의 2단계 전형으로 실시한다.

(2) 합격자 사정
합격자는 1차와 2차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3) 평가 및 출제 영역
1차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하며, 2차 필기시험은 폐지한다. 1차의 대학성적은 10점 만
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3차에는 심층면접과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을 하며,
심층면접에는 포트폴리오를 반영한다.
교육학은 교육학시험 영역을 재편하여 과목 수를 축소하여 시행한다. 전공 필기 시험
은 교과별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반영 비율 등 유형을 달리한다.

(4) 평가 시간
심층면접 시간은 15분으로 하되, 그 중 5분은 이미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며, 수
업실연 시간은 20분으로 한다.

<표 Ⅵ-7> 현행 중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1안의 달라지는 점
구분

현행

개선안

전형단계

3단계 전형

2단계 전형
(1차: 필기시험, 내신
2차: 면접 및 실연)

필기시험 유형

1차 선택형문항+
2차 논술형문항

선택형

1차결과로 2차응시자선발
2차+3차로 합격자선발

1차+2차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전공

전공

교과별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출제 비율 등
유형 다르게

전형단계

합격자 사정

평가 및 출제
영역

168 ｜

Ⅵ.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구분
교직소양

평가시간

현행

개선안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수업실연 20분*

수업실연 20분

* 수업실연 시간 10분이던 것을 2012년부터 20분으로 시행(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나) 2안
<표 Ⅵ-8> 중등 임용시험 개선 방안-2안
구분

1차

2차

3차*

중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80

전공

100

교직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참고)

40

교수학습
지도안

10

수업실연

50

실기･실험
(해당교과만 시행)

-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단답형,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1) 전형 단계 및 영역
1차 필기시험과 2차 필기기험, 3차 면접･실연의 3단계 전형으로 실시한다.

(2) 합격자 사정
현행대로 1차 필기시험 결과로 2차 시험 응시자를 선발하고, 2차와 3차 결과를 합산
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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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및 출제 영역
1차 필기시험은 현행대로 하고, 2차 필기시험은 전공영역에 대하여 단답형이나 응답
제한형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한다. 3차에는 심층면접과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실연을 한
다. 교육학은 교육학시험 영역을 재편하여 과목 수를 축소하여 시행한다. 전공 필기 시
험은 교과별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반영 비율 등 유형을 달리한다. 심층면접에는
포트폴리오를 반영한다.

(4) 평가 시간
심층면접 시간은 15분으로 하되, 그 중 5분은 이미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며, 수
업실연 시간은 20분으로 한다.
<표 Ⅵ-9> 현행 중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2안의 달라지는 점
구분
전형단계

현행

개선안

필기시험 유형

2차 논술형문항

2차 단답형 또는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전공

전 교과 동일 유형

교과별로 다르게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수업실연 20분*

수업실연 20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 수업실연 시간 10분이던 것을 2012년부터 20분으로 시행(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다. 임용시험 보완 내용
1) 포트폴리오 평가
가) 교사교육에서 포트폴리오의 정의
교사교육에서 처음 사용된 포트폴리오(TAP, NBPTS)는 교사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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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의 다층적인 성과를 기록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증거를
보여주고 저장하는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Wolf, 1991; Delandshere, 2010에서 재
인용). 이 포트폴리오에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의 항목과, 다양한 자료의 출처 및 증거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평가를 위한 총체적 결과를 제시해 줄 뿐 아니라 교
사 희망자들이 재학 중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나) 형식 및 내용
대개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증거들을 축적해 놓은 것으로서 주로 학기
말 평가, 교육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저널, 교수에 의한 관찰, 비디오, 실습
담당 관리자의 의견, 학생의 성과물에 대한 예시 등이 포함된다(Delandshere, 2010).
즉 학사 관리, 진로 설계, 학습 활동, 과외 활동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의 형식은 개방적인 것부터 매우 구체화된 것까지 있을 수 있으나 예비교
사들의 다양한 경험의 결과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지나친 구조화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구조화할 경우 평가는 용이
할 수 있으나 예비교사들의 경험과 사고의 폭을 포트폴리오 구조에 맞게 제한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다) 교사교육에서 포트폴리오 활용 현황
미래형 교육과정 개혁 동향이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서 교원양성 교육과정 또한 역량
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1년에 선정된 8개 교원양성선도사범대
학들 중 6개 사범대학도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e-포트폴리오를 활용할 계획을 수
립･추진하고 있으며, 광주교육대학교는 이미 e-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라) 의의
현행 임용시험이 신규교사 핵심 역량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대학에서의 평가방법 또한 예비교사의 핵심 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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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이에 교사교육에서의 포트폴리오의 활용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교사 선발에 반영할 경우 예비교사들의 재학 중
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시도를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 현행 임용시험의 한계를 보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주연합신규교사평가지원단
(INTASC)에서도 신규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교사교육에서 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교원양성기관에서 포트폴리오의 활용이 확
산되고, 예비교사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이 익숙해지면 이를 교사 선발의 전형자료로 적
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2) 도서벽지 지역 근무 희망교사 별도 선발 방법
2011년 9월 30일 교육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음과 같이 제11조 제2항과 제12
조 제1항 임지지정 공개전형제 및 특별채용의 내용을 보면 도서벽지 지역이나 기피 지
역의 교사를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
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11조 2항)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
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12조 1항)

도서 벽지나 기피지역 등에서 재직할 교사는 특히 헌신성, 봉사정신, 교육관 등 교직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임용시험 방식을 적용하면서 합격선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심층면접, 수업실연, 포
트폴리오, 대학에서의 성적 등을 평가하여 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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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 효과
교사 선발방식의 단기적 개선 방안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임용시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일부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관계자들의 혼
란을 줄이고, 장기적 개선 방안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준다.
둘째, 현재와 같이 임용시험의 객관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전형 단계를
줄임으로써(개선 방안-1안) 출제, 채점 등 시행 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응시자의 시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전형 단계를 축소하는 대신(개선 방안-1안) 대학 성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단, 대학에서의 성적산출 근거자료
는 지필평가 결과 뿐 아니라 학생의 수업능력에 대한 관찰평가, 토론수업에서의 관찰을
통한 리더십 평가 등 다양한 수행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적보고 방식에 담당교수의 서술형 평가 결과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양화한 대
학성적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심층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임용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
거나 심층면접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교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초등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을 폐지함으로써 초등임용시험 응
시자의 시험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 현재도 영어는 교과전담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모든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교육학 시험과목을 재편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교육학 사교육부담을 완화시키
고, 교원양성교육에서 보다 학교 현장과 연계성이 강화된 교육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한점
현재의 사회･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교사 선발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면
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기적 개선 방안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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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발순차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교원양성기관 졸업자 중 극히 일부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원양성기관 입
학자를 모두 ‘교직 적격자 전형’이라는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기 어려우며, 교사자격 취
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모두 교사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선발순차의 타당성은 부족하다고 하겠다. 향후 교원양
성 규모가 감소되고,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이 개선되면 이 부분은 일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개선 방안은 교사로서의 연속적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게 하지는 못한다.
현행 임용시험 제도의 일부를 개선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기적 개선 방안은
입직 후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되는 교직 예비성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셋째, 교원양성기관 간 성적보정 방안을 제안하지 못했다.
교원양성기관 입학생 수능 성적 평균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나 수능점수와 교직
적격성과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원양성기
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임용시험 응시자의 교원양성기관 재학 기간이 모두 다
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지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며,
임용시험 합격률을 반영하는 방법 또한 매년 합격률이 변화하고 있어 교원양성기관 간
성적보정방법을 구안하지 못했다. 현재 제안한 개선 방안에서 내신성적 반영 내용에는
대학 간 성적보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른 관점에서 볼때 대학 간 성적 보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비수도권 교원양성기관으로의 진학을 유도할 수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단 비수도권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수도권으로 응시하는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소재 지역에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현재 포트폴리오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이 거의 없다.
임용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교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심층면접에서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교원양성기관에서 e-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있으나 실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 두 기관에 불과하다. 교사교육에
서 포트폴리오에 담길 내용, 구조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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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적 개선 방안
현재는 신규교사 수요에 비해 교원양성 규모가 매우 커서 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용시험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
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교원양성 및 교원수급 관련 정책을 전망하면 우
선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의 경우 24.1명, 중등의 경우 18.4
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 16.4명, 중등 13.8명(교육과학기술부, 2010)에 비해 현저히
많다. 따라서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신규교사의 수요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원양성 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다. 2008년부터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규모
를 일반교과 학과별 입학정원의 30%에서 10%로 축소함으로써 교직과정 이수자를 감축
시키고, 2010년도부터 시행된 제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는 교사자격증 소지
자 배출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4년간 교육대학의 입
학정원은 총 1,429명이 감축되었고, 향후 2년간 각각 약 500명씩 약 1,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2011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2010년 교원양성기
관 평가에서 C~D 등급을 받은 대학 중 전체 6,269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b).
향후 교사양성 규모는 축소하고, 신규교사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임용
시험 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개선의 폭이 넓은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도 적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가. 개선 방안 구안의 논리
교사 선발방식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초점을 둔 부분은 가능한 한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러한 방식이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
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교사 선발을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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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는 방법에는 첫째, 교사 선발 시에 핵심 역량 보유 정도를 모두 평가하는 방법
과 둘째, 교사 선발 시에는 핵심 역량의 일부만을 평가하고, 다른 핵심 역량은 교원양성
기관 입학 시에 평가하거나 교원양성교육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한 것을 교사 선발
시 반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장기 교원 수급을 예측한다 해도 매년 발생하는 명예퇴직과 명예퇴직 외 요인에
의한 퇴직을 포함하는 비정년퇴직자의 발생,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
수 등에 의해 신규교사의 채용 인원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에 맞게 교사
를 선발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할 때, 교사 선발 시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은 후
자일 것이다. 이에 중･장기 교사 선발방식은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의 평가, 교원양성교
육 중의 평가, 교사 선발 시의 평가가 모두 교사 선발에 반영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임용시험을 실시해야 할 경우, 임용시험의 개선 방안은 2절의 단기적 개선 방안에
서 제안한 임용시험 개선 방안 내용과 같음을 밝혀 둔다.

나. 주요 개선 내용
중･장기 교사 선발방식 개선 내용을 교원양성기관 입학자 선발, 교원양성교육, 교사
선발의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원양성기관 입학자 선발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에 ‘초･중등교사 전형’의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에서부터 교직에 대한 진로계획을 세우고 대학 진학을 준비한 학생을 선발한다.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할 때부터 교직에의 동기, 인성, 학업성취도, 의사소통능력을 검
증할 수 있으므로 다단계 교사 선발 순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 중 교직 소양의 태도 측면은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교원양성기관 입
학 때부터 교직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향후 교직 적격자를 교사로
선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교원양성기관 입문할 때 선발이 이루
어지고, 실제 교사로 채용될 때 두 번째 선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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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원양성기관을 폐쇄형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교원양성 교육기관의 역
사가 있기 때문에, 입학생의 일부만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2)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사의 핵심역량 보유 유무를 교사 선발단계에서 확인하기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
사의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이러
한 교육적 경험들이 교사 선발로 이어지도록 한다.
첫째, 교사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우선 교직소양 함양을 위한 교과목 편성 및 교수요목 개발이 필요하다. 교직과목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이해 및 생활지도’, ‘교
육관, 헌신성 등 교직소양’, ‘학급경영’ 순으로 나타났다(정미경 외, 2010; 2011). 현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의하면 교직소양으로 ‘특수교육학개론’과 ‘교직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교직소양 함양을 위해 교직관, 헌신성, 봉사정신, 교직윤리, 능
동적 자기계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교과와 교수요목을 개발하여 편성･운영하고, 교
직이론 과목은 교육학 학문성보다는 보다 초･중등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편성･운영한다. 수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 교과교육학 편성 비율을 늘리고
무엇보다 과목명에 부합하는 교수-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양과
목의 내용 개발 또한 필요하다. 현직 교원들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교양과목에 있어서
중요시 해야 할 항목으로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전공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 이해 등을 들었다(정미경 외, 2010; 2011). 또한 예비교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교육실습을 강화하고, 해외 교원양성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국내 교사자격취득과 동시에 해외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교직소양, 수업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네트워킹능력, 지식
정보능력 등 신규교사의 핵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과목(Ⅳ장 3절 시사점 참고)을 개
설하고, 이를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반영되도록 한다.
둘째, 대학의 성적보고 방식을 개선하여 담당 교수의 서술형 평가가 기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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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서의 성적 보고방식은 이수과목, 구분, 학점 등으로서 성적표만으로는 실
제 학생들의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인성을 평가할 수 없다. 양화한 학점 외에 학생들의
수업 시간 중의 태도, 발표 능력, 과제수행 능력, 다른 학생들과의 협동 능력 등에 대한
교수들의 학생 평가에 대한 서술식 보고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성적보고 방식은
이후 교사 선발로 이어지도록 한다. 대학의 성적보고 방식이 개선되면 시험만 잘 보거나
동료와 협력하지 않는 예비교사, 의사소통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예비교사
등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변별해 내기가 임용시험에서의 일회적 면접보다 용
이할 것이다.
대학 교수들의 학생평가에 대한 서술식 보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교육에서
교수 1인당 적정 학생 수는 몇 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수전공 이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화능력시험, 공
인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자격 취득을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반영하
거나, 또는 이와 같은 일정 자격자에게 전국 공통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복수전공 이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해, 한국어능력은 교사의 의
사소통 역량이나 글쓰기 능력을 위해, 한국사능력은 교사로서의 역사관 확립을 위해, 정
보화 능력은 교사의 지식정보 역량 함양을 위해 도움이 된다. 이를 교사 선발 시 모두
평가할 수 없으므로 대학 재학 중에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에 반영하거나, 교사 선발 시에 가산점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을 함양
한 재학생들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
의 하나로 이를 일반화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후 자연스럽게 선발에 반영되도록 한다.
임용시험에서 교사의 모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포트폴리오 활용을 제안하
였으나, 이것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교원양성 교육기간 동안 신
규교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이 되도록 교원양성기관
에서 세심한 준비를 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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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선발
기존의 임용시험제도 외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다양화 한다.
첫째, 교사 선발 경로를 이원화 한다.
교사 선발방식의 이원화 방식은 시･도교육청 연간 신규교원 채용규모의 일부를 교사
임용사정관제로 선발하고, 이를 제외한 신규교원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시･도교육청 연간 신규교원 채용규모의 일부를 대학성적, 포트폴리오, 면접 및 수업
실연만으로 선발하며, 이를 제외한 신규교원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임용시험 외
의 선발 인원은 신규채용 규모의 10%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대해 나간다. 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에 대한 평가에서도 앞에서 제안한 단기적 개선 방안처럼 대학 성적과 포
트폴리오 평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할 경우 대학 재학 내내 임용 시험 준비만 하는 예비교사가 아니라 교원양성기
관 재학 중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들을 교사 선발로 이어지게 하여 보다 폭 넓고 창의적인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되고,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의 경우 학급교사와 교과 전담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한다.
초등교사의 경우 현재 10개 교과를 모두 가르쳐야 하며, 임용시험에서의 교육과정도
10개 교과에 대하여 모두 평가하고 있고,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까지 하고 있어 응시
자의 시험부담이 과중하다. 또한 10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해야 하기 때문에 교
원양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양하고도 폭 넓은 경험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대학
에서부터 초등영어, 초등미술, 초등음악, 초등체육을 전공하고 이들이 교과 전담교사로
선발되도록 하고, 학급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실과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
하여 학급교사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보다 다
양하고 폭넓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경험한 교사로 양성될 수 있고,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실효화되기 위해서 초등교사 자격을 2급 정교사이면서 특정 교과
전담교사 자격화를 할지, 혹은 교과 전담교사 자격 선택화를 할지 또는 2급 정교사 자
격과 교과 전담교사 자격을 분리할 것인지 등 자격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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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장기적으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한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공통교과를,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교과를 가르치고 있으며, 학교급
이 높아질수록 보다 심화된 교과 전공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
사를 분리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학교 교사자격과 고등학교 교사자
격 기준을 구분하여 개발하고, 교사 순환근무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능력인증제의 검토가 필요하다.21)
수업능력 평가를 위해 수업실연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는 그 타당도와 신
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학생들이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에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수업실연 능력을 인증받고, 그 결과를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교원수업평가 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해당 센터에서는 수업능력 평가기준 및 방
법의 설정 및 제시, 재학생들의 수업능력 인증, 현직교사들의 수업평가 및 인증, 수업전
문성 향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들은 재학 중에 본인
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감이 지정한 센터에 수업능력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단계는 최소 3단계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교사 선발 및 관련 직무연수를 주관할 국가 신규교사연수원을 신
설하여 교사를 선발한다.
현행과 같은 임용시험 1차 결과로 신규채용 규모의 2배수를 선발한 뒤 2년 간 국가
신규교사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매 학기 연수결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저조한 연
수생을 탈락시킴으로써 교육연수원 최종 졸업자는 모두 교사로 선발하는 방안이다. 이
렇게 할 경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교직적성이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기대 효과
3절에서 제안한 장기적 개선 방안은 2절의 단기적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 외에 다음
과 같은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
21) 수업능력인증제에 대한 내용은 정수현(2011)이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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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 선발 경로를 이원화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용시험 준비 만이 아
니라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과 시도를 했던 예비 교사들이 국공립교사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초등교사의 경우 학급교사와 교과 전담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함으로써 교육대학
교 학생들이 재학 기간 중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고, 단위학교에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용시험에서도 학급교사와 교과 전
담교사의 응시과목이 달라지므로 응시자들의 시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함으로써 교원양성기관에서는 보
다 학교급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재학생들은 학교급에 맞는 전문성
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도 상치교사 비율이 감소할 것이고, 선택교육과정 운
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국가 신규교사연수원을 신설하여 교과전문성과 함께 교직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교사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연수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사
들의 업무 경감이 가능해질 것이며, 연수교사는 실제적 교육실습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 제한점
단기적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제한점 외에 장기적 개선 방안이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처럼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교사 선발경로의 이원화,
교사 임용사정관제 등의 방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 대한 선발방식이 기존 임용시험에서 합격선만 다르게 설
정할 경우 자칫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우수하지 못한 예비교사들이 응시할 수도 있
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다른 선발기제 즉 포트폴리오 평가, 심층면접 등 임용시험 외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비용의 문제가 있다.
셋째,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분리 선발, 초등 학급교사와 교과 전담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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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선발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기준, 교사 자격별 직무내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법률적 적합성 검토22)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 현행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서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현행 법령의 규정 및 정책제안의 적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용시험의 기본틀
을 유지하면서 역량있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정책제안의 법률적 적
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 도서벽지 등의 지역 근무 희망자에 대한 전형방법, 2) 전
형 단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등 방법적 개선의 측면에서 현행 규정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서 검토할 수 있겠다.

1) 도서벽지 등의 지역근무 희망자에 대한 전형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 선발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도서･
벽지 등의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자체적으로 별도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에서의 성적, 포트폴리오 평가, 면접, 수업능력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 본 제안은 현행 법률체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첫째, 근무 예정 지역을 확정한 신규 공개채용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30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근무 예정 지역을 확정
22)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법률적 적합성은 신지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에게 용역 의뢰한 원고를 제시하는 것임.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경우 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
의 도출과정 후에 법률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 여기서는 단기적 개선 방안에 대한 관계법령 정비
방안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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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규채용을 가능’ 하도록 하였다(제11조 제2항)23). 따라서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도서･벽지 등의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대한 선발은 동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개전
형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도서･벽지뿐만 아니라 필요 지역을 자유롭게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근무 예정 지역을 확정한 신규채용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연구진이 제안하
는 전형의 방법과 같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설된 동법 제11조 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2년
부터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 규정에 따르면 다른 지역 또는 학교로의 전
보가 10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미비
된 상태이다.
둘째,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특별채용 방식이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3호에서는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
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은 도서･벽지 등의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대한
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채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연구진이 제안하는 전형방법의 간소화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3호에 따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한하여 채용이 가능하다.

2) 전형 단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등 방법적 개선
초･중등 임용시험은 전형 단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 시간 등은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교과부령에
서는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시험실시와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대표
23)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

183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자로 구성하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다.
초･중등 임용시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1안과 2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되어 적용 가능한 규정을 간략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0> 초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제1안) 관련 현행 규정
구분

전형
단계

현행

개선안

관련 규정

전형단계

3단계 전형

2단계 전형
(1차: 필기시험, 내신
2차: 면접 및 실연)

제6조
제8조 제2항

필기시험
유형

1차 선택형문항+
2차 논술형문항

모두 선택형

제7조 제1항

1차결과로 2차응시자선발
2차+3차로 합격자선발

1차+2차

제6조 제1항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응시과목 수
축소

교육과정

전 교과

7개 교과군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제7조 제4항

수업능력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폐지

제7조 제5항
제8조 제1항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제7조 제4항

수업실연 10분~20분

수업실연 20분

제7조 제5항

합격자 사정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표 Ⅵ-11> 초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제2안) 관련 현행 규정
구분
전형
단계
평가
및
출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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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선안

관련 규정

필기시험 유형

2차 논술형문항

2차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제7조 제1항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전 교과

1차: 7개 교과군
2차: 5개 교과군

교육과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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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안

관련 규정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제7조 제4항

수업능력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폐지

제7조 제5항
제8조 제1항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제7조 제4항

수업실연 10분~20분

수업실연 20분

제7조 제5항

평가시간

<표 Ⅵ-12> 중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제1안) 관련 현행 규정
구분

전형
단계

현행

개선안

관련 규정

전형단계

3단계 전형

2단계 전형
(1차: 필기시험, 내신
2차: 면접 및 실연)

제6조
제8조 제2항

필기시험
유형

1차 선택형문항+
2차 논술형문항

선택형

제7조 제1항

1차결과로 2차응시자선발
2차+3차로 합격자선발

1차+2차

제6조 제1항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전공

전공

교과별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출제 비율 등
유형 다르게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제7조 제4항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

수업실연 20분*

수업실연 20분

제7조 제5항

합격자 사정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표 Ⅵ-13> 중등 임용시험과 개선 방안(제2안) 관련 현행 규정
구분
전형
단계

필기시험
유형

현행

개선안

관련 규정

2차 논술형문항

2차 단답형 또는
응답제한형 서술형 문항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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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
및
출제
영역

현행

개선안

교육학

교육학 전 영역

재편하여 과목
수 축소

전공

전 교과 동일 유형

교과별로 다르게

교직소양

심층면접

포트폴리오
심층면접

제7조 제4항

심층면접 10분

15분
포트폴리오 참고 5분
면접 10분

-

수업실연 20분*

수업실연 20분

제7조 제5항

평가시간

관련 규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나. 관계 법령 정비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의 법률적 적용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방안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도서･벽지 등의 지역근무 희망자에 대한 전형방법
연구진이 제안한 도서･벽지 등의 지역근무 희망자에 대한 전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① 근무 예정 지역을 확정한 신규 공개채용 방식과 ②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
하는 특별채용 방식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두 가지 방식 모두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다만, 연구진이 지역 요구에 부응하는 교사 선발을 위해 본 정책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인 ‘근무 예정 지역을 확정한 신규 공개채용 방식’으로의
선발이 정책 목표에 부합되며, 별도 선발의 탄력성을 위한 전형 방식의 간소화가 가능하
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교사 신규채용과 제2항의
근무 예정지역 혹은 학교를 확정한 채용의 공개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전형 방식의 간소화는 대통령령 수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근무 예정 지역
혹은 학교를 확정하는 신규 공개채용의 경우에 일반 교사의 신규채용과 전형 방식의 기
본적인 틀은 같이 하되,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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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방향
현행 법령

개선안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 ---------------------. 다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 시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전형 단계, 평가 및 출제 영역, 평가시간 등 방법적 개선
초･중등 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만, 평가시간 및 영역 등 세세한 부분은 시･도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차원의 개정은 크게 없다. 다만, 교과부령 차원에서 결정되는 시험의
단계(제6조), 시험의 방법(제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8조)과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15>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 방향
구분

현행 법령

제6조
(시험의
단계)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
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
다.

재7조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3차시험은 교
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
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
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선안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1안]
① 시험은 제1차시험, 제2차시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
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2안]
① 현행과 동일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1안]
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
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
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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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법령

개선안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
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전
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
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실험 능력을 평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2안]
가한다.
① ~ ⑤ 현행과 동일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
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
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
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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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
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
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
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
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
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1안]
① 현행과 동일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
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
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
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한다.
[초･중등 임용시험 개선안 - 2안]
① ~ ②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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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제언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1.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임용시험이 교직 적격자 선발과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
는 교사 선발방식의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교사 선발방식의 현황
을 살펴보고 현행 교사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교사 선발 관련 주체의 측면과 교사 선발기
제의 기능 측면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교사 선발방식 구안을 위해 먼저 관련 문헌분석과 심층면담 등을 통해 신구교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고, 핀란드,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교사 선발방식 사례를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중등 교
원양성기관 교수, 재학생, 초･중등 현직 교원 및 교원정책 담당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단
기적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 방안은 현재 사회환경에 적합하고, 현장과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
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 현행 임용시험에 대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임용시험으로 신규교사의 모든 핵심역량을 평가하는 것
은 무리이기 때문에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 등의 핵심역량은 임용시험으로 평가하고,
그 외의 신규교사의 핵심역량 평가를 위해 현행 임용시험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전형절차의 축소로 응시자의 시험 부담 완화와 출제, 채점,
면접 등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하였다. 신규교사 역량을 교사 선발
에 반영하고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성적을 반영하고, 교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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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학생활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
대학에서의 평가방법이 지필평가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능력에 대한 관찰 결과, 토
론수업 관찰을 통한 학생들의 리더십 및 의사소통능력 평가 결과 등 학생들의 신규교사
로서의 핵심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성적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아직 적용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이 많지 않
기 때문에 면접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향후 각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고, 이의 활용이 정상화되고 확산되고 나면 일부
신규교사 선발에 있어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교사 선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개선방안이 실효화되기 위해서 법률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 정비
방안도 제시하였다.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신규
채용 규모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나 대학의 자체
적 구조조정에 의해 교원양성 규모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 선발 경쟁률은 현재보
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
였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장기적 개선 방안 역시 교사 선발 시에 신규
교사의 핵심역량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에, 교
원양성교육을 통해서, 교사 선발 시에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교원양성기관 입학자를 ‘교직적격자 전형’의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것
과,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
상화와 예비교사들의 대학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교사 선발에 반영되고, 임용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 평가를 위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제안하
였다. 포트폴리오에는 예비교사의 수행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서술식 보고 방식이 포함
되도록 성적보고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복수전공 이수,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화능력시험, 공인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자격 취득자에게
전국 공통의 가산점 부여나 장기적으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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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업능력평가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에
수업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수업능력인증제와 이를 위한 권역별 교원수업평가센터
신설을 제안하였다. 교사 선발에 있어서는 이원화를 제안하였다.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특별채용하는 교사는 교사임용사정관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임용시험제도로 이
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초등의 경우 학급교사와 교과전담교사를 분리하여, 중등교사
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교사선
발 및 관련 직무연수를 주관할 가칭 국가 신규교사연수원 신설을 제안하였다.

2. 제언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교원양성기관에서 길러주고, 교사 선
발 시에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이 실효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중앙정부, 시･도교육
청,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정부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이 실효화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교사
자격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 자격기준은 교사 직무분석을 통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교사의 능력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다기 보다는 최종 학력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최소 이수학점 위주
로 제시되어 있다.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공통의 핵심역량 외에 학교급별, 교과별 교사
에 따라 차별화되는 세부 역량을 구분하여 교사 자격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
등교사의 경우 학급교사와 교과전담교사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중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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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 자격기준이 정비되고 나면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을 정비해
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따르면 영역별 이수과목과, 이
수학점 등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교사 핵심역량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이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활동을 함으로
써 자연스럽게 신규교사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
기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 때 학교급별, 교과별로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이
다르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교자사격증 표시과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에서 경험해야 할 교육내용
과 활동이 결정되고,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기준도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교사 선발이 교직 적격자를 선발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게
실시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교원수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
쳐나는 상황에서는 타당한 선발방식을 적용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있다. 안정적인 신규
채용 규모에 대한 정책판단과 그를 근거로 한 교원양성과 선발 규모에 대한 중･장기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공무원인 국공립교사 선발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칭 국가 신규교사연수원과 수업능력인증제를 위해 교원수업평가센터
신설을 제안하였다. 일회적이고 분절적 평가로 역량있는 신규교사를 선발하는 데는 한
계가 있으며, 교사 역량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선발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에 장기적 실습기간을 통한 교사선발이나, 재학기간 동안 수업능력을 인증받을 수 있도
록 새로운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여섯째,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개선방안 실효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194 ｜

Ⅶ. 결론 및 제언

교사 자격기준이나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 등이 개발되고 나면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중･장기 개선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나. 시･도교육청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이 실효화 되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과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교사 선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3호에서는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채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
기 때문에 현행 임용시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시･도교
육청에서는 현행 임용시험에서 합격기준만 조정하는 선발방식을 적용해서는 법 개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해당 지역의 특수한 요구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교사 선발방식의 타당화에 초점을 두고 임용시험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사 선발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임용시험 응시자가 많고 면접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도교육청에서 임용시험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업실연이나
심층면접 시행에 있어 보다 타당도와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자나 시행자 모두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다. 교원양성기관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들의 신규교사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고 이를 교사 선발로 이어지
게 하기 위해서 교원양성기관 차원에서의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교사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과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에
제시된 것 외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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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신규교사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사자격취득을위한 무시험검정기준이 개발되기 전에라
도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의 장
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본 연
구에서 도출한 신규교사 핵심역량과 세부역량요소를 반영하여 재학생들의 교직소양, 수
업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연계능력, 지식정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공인된 인증기
관에서의 자격취득을 교사자격 취득 요건으로 제시하여 재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재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적절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사역량과 관계된 교육경험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과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재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 및 활용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
셋째, 교원양성 규모의 적정화와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도한 임용시험 경쟁률과 그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교원양성 규
모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변화나 교육정책의 변화, 국가의 교원수
급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성규모를 설정하고, 교원양성 규모가 적정화되어 교수 1인
당 학생 수가 감소되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넷째, 내신성적 반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수는 공정한 평가를 시행함과 동시에 평
가 결과에 대한 서술형보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가능한 한 상대평가방법을 적용
하도록 한다.
창의성 증진을 위해 절대평가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도 실제 평가방법이 프로젝트 수행, 팀학습, 수업실연 등에 대한 수행평가가 적용되면
상대평가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신성적 반영 방안이 착근될
수 있도록 교수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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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라.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재학 기간 동안 역량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사고와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선발방식은 사회환경, 교육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도다. 한 사회에서 교직
이 갖는 직업적 유인가, 교원양성 규모 및 신규교원 채용규모와 같은 교원 수요와 공급,
국가의 교육정책, 재정 지원, 관계자들의 이해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직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해도 비용이나 소요 시간 등의 현실적 요인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관계자들의 이해에 반할 수도 있어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교사 선발에 반영
하면서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또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실효화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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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Teacher Recruitment System
Chung, Mi-kyung
Kim, Jung-won
Ryoo, Josh Sung-Chang
Park, In-sim
Moon, Chan-soo

In a knowledge-based society where education serves a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ecuring excellent teachers is critical for assuring the quality
of teachers.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is a growing call for change in the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as more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policies for teachers, education system which can
nurture able teachers, and recruitment of competent teachers.
Currently, the country is producing around 5,200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51,000 teaching certificate holders annually(as of the end of 2009). They
have to pass the Educational Public Servant Recruitment Examination(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to become a teacher of a national or public school.
However, competition in the recruitment examination is fierce as the annual
capacity for new teachers is low compared to the number of teaching certificate
holders. Therefore, students preparing for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have considerable burden and stress and put much time and money in preparing
for and taking the exam. In addition, factors like the types of the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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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undermine the normalization of the teacher training.
However,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the existing teacher recruiting
system is not appropriate for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aspiring
teachers' teaching expertise, view of education, sense of responsibility,
commitment, and personality. The most idealistic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system would be educating would-be teachers in teacher training
institutes with capabilities required for a teacher and selecting new teachers
utilizing a proper assessment tool.
In this vein,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expertise and skills needed for a
new teacher, enabling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o educate students with
them, and finding a way to improve the teacher training system.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were designed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First, we outlined the current teacher
recruitment system and analyzed the problems the system have. Additionally,
we identified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required for a new teacher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 teacher recruitment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Finland, US, France, and Japan. We also conducted a survey on
professors in charge of teacher education, educational professionals, and
in-service teachers to analyze their requests for the teacher recruitment
system. At last, we suggested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eacher recruitment
system, alignment of relevant laws, and support for metropolita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nd students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his study only includes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public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requirement criteria for teachers and position and ranking system among
teachers as it could not deal with everything from requirement criteria for
teachers, qualification and promotion system, and study on teachers' du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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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we suggested both short-term strategies and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he teacher recruitment
system.
The short-term strategies focus on solving the current problems while
minimizing the confusion the schools or related people may suffer from. They
suggest evaluating new teachers' knowledge and teaching ability through the
recruitment examination and supplementing the existing teacher recruitment
system to assess other core capabilities required for teachers. To be specific,
they are about easing the students' burden of preparing for and taking the
exam and reducing difficulties in execution of the recruitment examination
including setting questions, grading, and implementing an interview process by
streamlining the examination process. They also include assessing would-be
teachers' capabilities and university grades in teacher recruitment to promote
the normalization of teacher training and evaluating their portfolios during the
college life to examine their knowledge. Through the short-term strategies, we
proposed to ask universities to implement various evaluation schemes such as
teaching ability evaluation and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evaluation.
In addition, we proposed that students' portfolios be examined as reference in
the interview process of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as few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re evaluate portfolios when selecting new teachers. In the
future, universities can utilize portfolios as a means to enhance students'
capabilities, and it will become possibile for universities to select some new
students with portfolios. We examined the legal validity of the short-term
strategies and suggested the revision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s.
It seems that the number of new teachers recruited every year will not
decrease as there will be a continuing effort for reducing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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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per teacher to the level of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competition rate in teacher
recruitment is expected to become less fiercer with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trained in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n consideration of such
expected changes, we came up with some long-term strategies.
Major mid and long-term strategies are as follows. As it seems impossible to
assess every core capability when recruiting a new teacher, aspiring teachers'
core capability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throughout when recruiting
students of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n teacher training course, and
when recruiting new teachers. In other words, the strategies proposed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o select students through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which aims to recruit talented students appropriated for being a teacher and
design and operate curriculum focusing on developing students' capabilities as a
teacher. In addition, they include the normalization of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encouragement of various activities of students at college, and
portpolio evaluation which aims at examining would-be teachers' hidden
competencies. They also suggested that portfolios include professors' comments
on students' performance as would-be teachers. They also suggested that those
who passed the state-run certification examinations such as Korean language
test, Korean history understanding test, and English proficiency test and those
who completed the double major course are granted with additional points in
the teacher recruitment test, and that is included in the non-examination
criteria for teacher certification in the long run. The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teaching ability certification system withi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nd regional teaching evaluation centers to advance the quality of the
teacher ability evaluation system.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also
suggested the dual system in teacher recruitment. To be specific,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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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ly selected by metropolita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are selected under
the teacher recruitment officer system while other teachers are employed by
offica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proposal, teacher
recruitment system can be devided into one for selecting new teachers and
another for selecting experienced teachers. While homeroom teachers and
subject-specific teachers are recruited under the different recruitment system
in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 teachers and high school teachers are
recruited through the differnet recruitment system. For the long-term plan,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ational new teacher training institute(tentative
name) which will take charge of teacher recruitment and job training.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asures to put the improvement
strategies stated above into practice at leve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and local education off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 and
students.
Above all,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develop criteria for teacher
qualification considering concrete and specific requirements and skills needed
for being a teacher. It should improve the non-examination criteria for teacher
certification and subjects related with the non-examination criteria for teacher
certification. It also should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demand
and supply of teacher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secure stable finance
needed for recruitment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 teachers. Lastly, it should
align and improv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nwhile, metropolitan and local education offices should find a way to
select teachers pursuant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mplement the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cusing on the validity of the teacher
recruitment system.
Teacher training institutes should develop the curriculum designed bas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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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capabilities required for a new teacher and additional criteria for
teacher qualification which can be set by the heads of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hey also need to conduct a research on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of portfolios to advance the capabilities of students. In addition, they should
make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teachers trained in the institutes and
improve classes and evaluation methods. Lastly, they should conduct an
evaluation in a fair manner and make descriptive comments on students'
performance in the evaluation while trying to use the comparative evaluation
scheme.
Last but not least, students aspiring to be a teacher should be fully aware of
the jobs given to a teacher and what capabilities and skills they need to acquire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given jobs as a teacher. They are required to think
widely and go through a broad range of experiences to become a competent
teacher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study.

Keywords: new teacher competencies, teacher recruitment system,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portfo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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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조사지

부록

부록 1: 의견 조사지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교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비교
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조
사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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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초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초등
영역

배점

교육학

30

교육과정

70

교직

20

교육과정

80

심층면접

40

수업안 작성

10

수업실연

30

영어면접

10

영어수업실연

1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교수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 하여 주십시오. (1번~16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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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보
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번~10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교육과정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영어구사 능력

10

영어수업 능력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1.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2.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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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14.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5. 다음의 교육과정 과목 시험 실시 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
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교육과정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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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의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7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
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2차 모두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10개 교과에 대하여, 2차는 7개 교과군(국어, 사
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국
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교수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7번~31번)

17.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정의

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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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정의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18.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9
번~25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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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역량

19

교직소양

20

수업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부록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 역량

21

대인관계능력

22

의사소통능력

23

리더십

24

네트워킹능력

25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6.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
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
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
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27.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반영 방법 중 교
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

217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29.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30.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
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1.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교수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32번~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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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담당 전공

① 교육학

② 교과

33. 재직 기관 소재지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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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교대 학생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비교
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예비교사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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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초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초등
영역

배점

교육학

30

교육과정

70

교직

20

교육과정

80

심층면접

40

수업안 작성

10

수업실연

30

영어면접

10

영어수업실연

1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번~16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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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보
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번~10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교육과정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영어구사 능력

10

영어수업 능력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1.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2.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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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14.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5. 다음의 교육과정 과목 시험 실시 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교육과정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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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의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 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7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
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2차 모두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10개 교과에 대하여, 2차는 7개 교과군(국어, 사
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국
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본인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7번~31번)

17.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의 의견에 가
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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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부록

역량

정의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18.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9
번~25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 역량

19

교직소양

20

수업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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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 역량

21

대인관계능력

22

의사소통능력

23

리더십

24

네트워킹능력

25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6.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
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
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
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27.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⑤
매우 찬성한다

반영 방법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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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30.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
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1.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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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32번)

32. 재학 학교 소재지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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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교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비교
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조
사하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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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중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중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80

전공

100

심층면접

40

교수학습지도안

20

수업실연

40

실기･실험

2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교수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번~15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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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4번~9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전공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실기･실험 능력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0.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1.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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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3. 다음의 전공 시험에 대한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전공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4. 다음의 전공 시험 개선 방안 중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
② 모든 교과에 대해 동일한 유형으로 실시해야 한다.

232 ｜

부록

15. 다음은 전공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교
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은 교과내용학에서, 2차 필기시험(논술형 문항)은
교과교육학에서 출제한다.
② 현행대로 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교수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6번~31번)

16.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정의

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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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8
번~24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역량

18

교직소양

19

수업능력

20

대인관계능력

21

의사소통능력

22

리더십

23

네트워킹능력

24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5.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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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학
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26.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반영 방법 중 교
수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7.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29.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교수
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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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0.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31. 현재는 중학교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교수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32번~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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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속 학과(가장 유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① 국어 _____② 수학

_____③ 윤리 _____④ 사회

_____⑥ 체육 _____⑦ 음악

_____⑧ 미술 _____⑨ 기술･가정

____⑤ 과학

_____⑩ 영어 _____⑪ 제2외국어 _____⑫ 기타 _____⑬ 교육학

33. 재직 기관 소재지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7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학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비교
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예비교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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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중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중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80

전공

100

심층면접

40

교수학습지도안

20

수업실연

40

실기･실험

2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번~15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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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4번~9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전공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실기･실험 능력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0.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1.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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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3. 다음의 전공 시험에 대한 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전공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4. 다음의 전공 시험 개선 방안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
② 모든 교과에 대해 동일한 유형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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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전공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본
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은 교과내용학에서, 2차 필기시험(논술형 문항)은
교과교육학에서 출제한다.
② 현행대로 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6번~31번)

16.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인의 의견에 가
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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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부록

17.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8
번~24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역량

18

교직소양

19

수업능력

20

대인관계능력

21

의사소통능력

22

리더십

23

네트워킹능력

24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5.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
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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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
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
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26.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⑤
매우 찬성한다

반영 방법 중

본인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7.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29.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
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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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0.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31. 현재는 중학교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32번~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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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속 학과(가장 유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① 국어 _____② 수학

_____③ 윤리 _____④ 사회

_____⑥ 체육 _____⑦ 음악

_____⑧ 미술 _____⑨ 기술･가정

_____⑩ 영어 _____⑪ 제2외국어 _____⑫ 기타 _____⑬ 교육학

33. 재직 기관 소재지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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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⑤ 과학

부록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초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
비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
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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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초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초등
영역

배점

교육학

30

교육과정

70

교직

20

교육과정

80

심층면접

40

수업안 작성

10

수업실연

30

영어면접

10

영어수업실연

1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번~16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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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보
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4번~10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교육과정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영어구사 능력

10

영어수업 능력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1.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2.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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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과 영어수업 실연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가해야 한다.
②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14.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5. 다음의 교육과정 과목 시험 실시 여부 및 유형에 대한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
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교육과정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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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다음의 교육과정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개선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1차 선택형 문항으로만 실시할 경우 7개 교과군(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
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③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 2차 모두 10개 교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④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10개 교과에 대하여, 2차는 7개 교과군(국어, 사
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 체육, 예술(음악/미술))에 대하여 평가한다.
⑤ 2차에 걸쳐 실시할 경우 1차는 7개 교과군에 대하여, 2차는 5개 교과군(국
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영어)에 대하여 평가한다.
⑥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7번~31번)

17.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정의

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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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정의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18.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9
번~25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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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역량

19

교직소양

20

수업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부록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역량

21

대인관계능력

22

의사소통능력

23

리더십

24

네트워킹능력

25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6.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
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
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
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27.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반영 방법 중 선
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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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30.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
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1.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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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부록

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선생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선생님은 32번~34번까지, 전문직 선생님은 35번만)
(32번~35번)

32. 교직경력
① 5년 미만

_____② 5년 이상 15년 미만

③ 15년 이상 25년 미만

④ 25년 이상

33. 재직학교 소재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34. 직위
① 교장･교감

② 부장교사

③ 일반교사

35. 재직 교육청 지역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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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 중등학교 교원･교육전문직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금년도에 ‘교사 선발방식 개선방안 연
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의 정상화와 역량을 가진 예
비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
니다. 이에 교사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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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행 중등교원임용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중등
영역

배점

교육학

20

전공

80

전공

100

심층면접

40

교수학습지도안

20

수업실연

40

실기･실험

20

유형

합격자 사정

필기시험
(선택형 문항)

2배수 선발
2차 응시자격자 선발

필기시험
(논술형 문항)

1.5배수 선발

면접･실연

2차, 3차 점수 합산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현재와 같을 경우 “단기적”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
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1번~15번)

1. 현재 교원임용시험은 3차에 걸쳐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개선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형 절차를 줄인다.
② 전형 절차를 늘린다.
③ 현재가 적당하다.

2. 임용시험에 대학성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3.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영역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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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① 교육학 지식
② 전공 지식
③ 교직소양, 교직적성
1순위

④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⑤ 수업능력
⑥ 실기･실험 능력
2순위

3순위

※ 현재 임용시험의 평가 영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4번~9번)
<보기>
① 선택형 문항의 필기시험
③ 면접
④ 실연
번호

평가 영역

4

교육학 지식

5

전공 지식

6

교직소양, 교직적성

7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

8

수업 능력

9

실기･실험 능력

② 논술형 문항의 필기시험
⑤ 대학 성적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평가 방법

10. 2차 심층면접 시간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11. 2차 수업실연 시간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재보다 늘어난 30분으로 한다.
② 현재와 같이 10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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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사자격취득을 위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대학에서 다음 교직이론과목 중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고, 임용시험 중 교육학은 교육학 전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
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임용시험이 현재와 같이 3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질 때의 교육학 과목 시험 개선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의 출제영역 수를 줄이고, 줄인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② 대학에서의 교육학 과목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임용
시험으로 평가한다.
③ 현행 교육학 과목 시험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대학에서의 교육학 이수 영역을 재편하고 재편한 영역에 대하여 대학성적으
로 대체한다.
⑤ 현행 교육학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3. 다음의 전공 시험에 대한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만 실시한다.
② 2차에 걸쳐 실시하되,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 2차 필기시험(단답형 또
는 서술형 문항)으로 한다.
③ 대학성적으로 대체한다.
④ 현행 전공 시험을 그대로 유지한다.

14. 다음의 전공 시험 개선 방안 중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교과별로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
② 모든 교과에 대해 동일한 유형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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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전공시험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반영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선
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1차 필기시험(선택형 문항)은 교과내용학에서, 2차 필기시험(논술형 문항)은
교과교육학에서 출제한다.
② 현행대로 한다.

Ⅱ. 향후 사회변화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임용경쟁률이 낮아질 경우 “장기적”
으로 교사 선발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생님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작성 안내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16번~31번)

16. 다음은 교사선발 시에 평가할 신규교사 역량에 대한 의견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
② 신규교사 역량을 모두 평가해야 한다.
※ 참고 -신규교사 역량의 정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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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교직소양

올바른 인성과 교육의식, 확고한 교직관과 교직윤리, 능동적인 자기계발 태도

수업능력

학생에 대한 신뢰와 학생학습 지원 의지를 가지고, 교과내용･교수법･학생과 학습･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수업하고 평가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인간 존중･배려하는 태도와 이해를 토대로, 갈등을 관리하고 협력하여 공동 작업 수행
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배려와 경청의 태도로, 상대방의 능동적인 활동과 상호지지적인 상호작용 활성화 능력

리더십

자기효능감과 뚜렷한 목표의식, 집단역동성･조직･동기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학급을 경영하고 학생 행동과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

네트워킹 능력

학생 학습과 복지를 위한 개방적 태도와 헌신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자원을 이해하
고 연계하는 능력

지식정보 능력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식정보사회의 문화와 아동청소년, 교육
공학, 전산원리, 자료 수집과 분석, 인터넷/컴퓨터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부록

17. 다음의 교사 역량 중 교사 선발 시 일부만 평가해야 한다면 어떠한 역량을 평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신규역량 세 개를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보기>
④
⑤
⑥
⑦

① 교직소양
② 수업능력
③ 대인관계 능력
1순위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네트워킹 능력
지식정보 능력

2순위

3순위

※ 예비교사의 신규교사 역량 보유 정도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실적 여건”
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 “하나”를 골라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18
번~24번까지)
* 포트폴리오는 예비교사가 4년 재학 기간 중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다양한 활
동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4년간의 대학성적과 담당교수들의 서술형 평가 내용, 학생 자신이 기록한
것 등을 말함. 일종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것임.
** 인증제는 예를 들어 외국어구사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 등을 검증해 보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점수 등
에 대하여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말함.
반영 방법
번호

신규교사역량

18

교직소양

19

수업능력

20

대인관계능력

21

의사소통능력

22

리더십

23

네트워킹능력

24

지식정보능력

①
필기시험

②
면접

③
실연

④
포트폴리오

⑤
인증제

⑥
가산점

25. 교사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준비로 인해 예비교사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
고, 1회성 평가로 교직소양이나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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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예비교사
의 교직소양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같이 예비교사들의 대
학생활을 기록하여(포트폴리오) 이를 교사 선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 표 해 주십시오.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26. 대학생활을 기록한 것(포트폴리오)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다음 반영 방법 중 선
생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임용시험에서 심층면접 시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시･도교육청에서 신규 임용 예정인원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와 심층면접만으
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27.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성적 산출 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상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② 절대평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28. 대학성적을 교사 선발에 반영한다면 대학 간 차이를 보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정해야 한다.
② 보정하지 않는다.

29. 현재 교사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
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국 공통으로 부여하는 가산점제도로 통일한다.
②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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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제시된 가산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2항: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
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
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제8조 3항: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퍼
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
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0. 전국 공통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다음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가산점이 부여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학기간의 성적

② 한국사 능력

③ 정보화 능력

④ 외국어구사 능력

⑤ 복수전공

⑥ 한국어구사 능력

31. 현재는 중학교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통합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하여 선발하는 것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찬성한다

⑤
매우 찬성한다

Ⅲ.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배경변인입니다. 선생님께 해당 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중등학교 선생님은 32번~35번까지, 교육전문직 선생님은 36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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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직경력
① 5년 미만

_____② 5년 이상 15년 미만

③ 15년 이상 25년 미만

④ 25년 이상

33. 재직학교 소재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

② 부장교사

③ 일반교사

34. 직위
① 교장･교감

35. 담당 교과(가장 유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_____① 국어 _____② 수학

_____③ 윤리 _____④ 사회

_____⑥ 체육 _____⑦ 음악

_____⑧ 미술 _____⑨ 기술･가정

____⑤ 과학

_____⑩ 영어 _____⑪ 제2외국어 _____⑫ 기타 _____⑬ 교육학

36. 재직 교육청 지역
① 수도권

② 호남권

③ 충청권

④ 영남권

⑤ 강원도

⑥ 제주특별자치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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