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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리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격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학력 수준이
매우 높은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비교자료들은 한국 교사들의 자발적
자기 개발 노력 수준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사들은 매우 낮은 자기 효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양성교육이나 교사
현직교육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는 교사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으로 구현되는 능력으로서의 역량 개념에 입각하여
교사가 교직에 입직해서 퇴직하기까지 어떠한 단계를 경험하며 각 단계별로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그러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
입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성, 생애단계별 교사
요구 역량 등은 한국 교직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추출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들은 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요한 시사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핀란드, 프랑스,
일본 사례 관련 원고를 집필해 주신 김병찬, 박상완, 고전 교수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위해 기꺼이 면담에 참여해 주신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면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신 교장선생님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여러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워크숍과 정책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잘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치하하며
이 연구 결과가 한국의 교사 교육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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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을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각 생애단
계별로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사 역량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교사의 생애단계별로 요구
되는 역량 강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문헌 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틀 구성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교사발달, 교사생애단계 혹은 생애주기,
교직사회화, 역량, 교사 직무, 교사 역량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생애단계를 “교사의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
정에서 나타나는 교직에 대한 관점, 이해, 행동 등에서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는 일련의
단계”로 규정하고 교사 역량을 “효과적인 교사 직무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
력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사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ʻ이해ʼ, ʻ분
석과 조직ʼ, ʻ관계형성ʼ 등의 세 영역, 13개 역량(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교육
과정 이해, 학급운영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 이해, 공교육체제 이
해, 현대사회 이해, 정보 관리 및 연구, 기획 및 조직, 대인관계, 의사소통, 리더십), 38
개 세부 역량으로 분류하고 이를 본 연구의 기본 틀로 활용하였다.

□ 연구 방법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 이해를 위하여 질적, 양적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우
선 질적 방법으로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학교 교사 10명,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교사 10
명, 일반계 사립고등학교 교사 10명 등, 총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초2, 중2, 공립고2, 사립고 2개교 등, 총 8개 학교를 먼저 선정
하고 선정된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경력 범위에 있는 교사 5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교사 배경, 입직 이유 등 입직 당시 상황, 시간에 따른 변화, 현재, 향후 계획, 생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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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유 역량, 요구 역량 등을 주요 질문으로 하여 진행된 면담을 통해 한국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생애단계를 추출해 보려 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메모, 코딩, 심
층코딩, 주제발견 등의 순서를 밟아 진행하였으며 경력대별 교사가 자신의 현재를 기술
하는 내용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교사가 경력을 축적해나가면서
거치는 변화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이
고 다른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이다.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교사 생애
단계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선행연구와 면담 자료를 통하여 교사 생애단계
와 관련될 수 있는 교사 개인 배경 변인 및 교직 환경 변인을 추출하여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사 역량 분석틀에 기반 하여
세부 역량 수준에서 각 역량별 보유도와 중요도를 묻는 설문문항을 이에 포함하였다. 이
도구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총 3,0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교사 생
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을 위해서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를 핀란드,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관련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 3개국은 서로 다른 교사 양
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들이 교사 현직 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간 결과를 중심으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다. 1차 워크숍은 질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사 생애단계별 역
량 강화 방안을 일반교육정책, 교원정책 등 거시적 측면에서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차는 교사 연수 시스템과 연수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
렴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최종적으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ii／

요약

□ 주요 연구결과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생애단계는 ‘조직
내 역할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사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해 나
가고 이 가운데 동료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교사 생애 변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후자는, 교사가 수업이나 학급 운영 등을 맡으면서 학
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에 어떻게 접근하며 자신의 역할
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교사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조직 내 역할 변화’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한 학
습 단계로서의 ‘적응기’, 어느 정도 학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학교 내 비중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자립기’, 승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필요한 부분
을 준비해 나가는 ‘승진 고려기’, 퇴직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퇴직 준비기’가 그것이다.

‘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며, 또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정을 쏟는 ‘열정기’, 점차 경험을 쌓아가면서 수업에서나 학급운영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졌다는 자신감을 지니는 ‘성숙기’, 이전의 자신감이 교육의 핵심을 놓친 노
하우에 불과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며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성찰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두 차원의 생애단계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 교사 생애
단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는 한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선적 구도로 나타난다. 둘째, 이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애단계를 기
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셋째, 양 차원의 생애단계가 갖는
비중은 개별 교사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교사 내에서도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넷째, ‘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 생애단계는 교사가 교직 경험 속에서 ‘발달’, 혹은 ‘성장’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 최종 단계인 ‘성찰
기’는 교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교사 ‘전문성’의 주요 내용을 드러내 준다.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교사 생애단계에 교사 개인 배경 및
교직 환경 요인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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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설정한 교사 개인 배경 변인은 ‘성’, ‘성장 시 가정 경제
수준(주관적 인식)’, ‘학력’, ‘교사 자격증 취득 기관’, ‘교직 입직 이유’, ‘교직 이외의
직업 경험 유무’, ‘기간제 교사 경험 유무’ 등이며, 교직 환경 변인은 ‘경력’, ‘기피학교
근무 경력’, ‘현 근무 지역’, ‘근무 학교 설립유형’, ‘학교급’, ‘보직교사 경력 여부 및
현재 보직교사 여부’, ‘담임경력 여부 및 현재 담임 여부’, ‘담당 교과’, ‘비중을 두는
업무 영역’ 등이다. 이 변인들이 두 차원의 생애 단계, 곧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교
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교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직 차원 생애단계’ 관련 교사 개인 및 교직 환경 요인 분석에서 드러난 초･중등에
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에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학력 요인이 승진고려기와 관련이 있어 승진고려기 교사 중 석사과정 졸업자가 다른 학
력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많이 나타난다. 셋째, 경력 요인이 조직 차원 생애단계
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력이 높은 교사가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에 많이 분
포한다. 넷째, 교직 입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던 교사가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
포하고 있다. 다섯째,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승진고려기에 많이 분포
한다. 여섯째,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교사, 그리고 현재 보직 교사인 경우, 초, 중등을
불문하고 승진고려기에 대거 분포하고 있다. 일곱째, 자녀가 있는 교사,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승
진고려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 여덟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수업에 보다 많은 업무
비중을 두는 교사는 적응기에, 학교 차원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사는 승진고려
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초등과 중등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에서는 입직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교사
들 중 승진고려기에 분포하는 교사가 많은 반면, 중등은 이와 같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중등교사의 교사자격취득기관이 사범대학이나 일반교직과정인 경우 자립
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
고 있다. 셋째, 중등의 경우, 사립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포
하고 있다. 넷째, 중등의 경우, 서울 지역 교사들은 다른 지역 교사들에 비해 승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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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사들이 적고 자립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관련 교사 개인 및 교직 환경 요인 분석에서 드러난 초･
중등에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차원 생애단계에서와 같이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의 경우에도 경력과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석사졸업 교사 중에 성찰기 교사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셋째,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보직교사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
다. 넷째, 자녀가 있는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교사
가 아닌 경우에 비해 성찰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초등과 중등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요인은 초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중등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성찰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등의 경우,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성찰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
다. 셋째, 사립학교일수록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다. 넷째, 중등의 경우, 교직 입직 이유
가 성적에 있었던 교사에게는 열정기 교사 비율이 높고 성찰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중등의 경우, 예체능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일반교과 교사
들에 비해 성찰기에 있는 교사 비율이 높다. 여섯째, 초등의 경우, 수업에 보다 많은 업
무 비중을 두는 교사에게서 열정기에 속하는 교사 비율이 높다.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을 위하여 교사 세부 역량별 보유도와 중요도를 조사
하고 Borich의 요구도 분석법에 의하여 교사 역량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중등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역량은 ‘학
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이며, 특히 ‘학생 이해’ 역량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역량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생애단계별로 어느 정도 요구도에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적으로 요구 수준이 높은 교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교육과정 이해’, ‘지역
사회 이해’, ‘현대사회 이해’ 등이다. 이는 학생 이해와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관련 역
량 강화를 위한 현직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생애단계나 학교급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 교사 역
량은 ‘공교육체제 이해’, ‘기획 및 조직 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대인관계능
력’ 등이다. 이와 관련한 보유도는 생애단계가 변화할수록 증가하나 축적된 역량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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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보다 큰 틀에서 스스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수준을 상호 비교해 보면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는 적응기 교사들의 교사 역량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초등 적응기 교사의 경우, 그
러한 경향이 보다 두드러진다. 적응기에서 승진고려기로 갈수록 일부 교사 역량을 제외
하고 대체적으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나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각 교사 역량 보유도가 승진고려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요구도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퇴직준비기 교사들 중 열정기에 속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등 퇴직준비기 교사들에게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역량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초등학교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교육과정 이해’, ‘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에서 높은 역량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열정기에서 성찰기로 갈
수록 각 역량 관련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는 낮아진다. 열정기 교사들의 경우,
다른 단계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열정기, 적응기, 퇴직준비기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상대적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넷째, 초･중등 학교급 간 차이는 공통 요구 역량에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학교급
간 차이는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초등에서 특히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도 중등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직 교육 지원이 중등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또한 다양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현황 및 쟁점 분석에서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 기관 단위
연수, 곧 시・도교육청 연수와 원격연수기관 연수 현황을 개관한 후,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교사의 생애단계에 따른 연수 시스템 부재’, ‘교사 개인 간 연수 의지
편차’, ‘운영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부족’, ‘연수와 승진과의 연계가 초래하
는 부작용’, ‘연수 관리 시스템의 폐쇄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제 미흡’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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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다.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 양성 학과 중심으로 교사를 기르는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교사 통제나 관리를 위한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사에 대한 신
뢰에 기반을 둔 핀란드식 교사 역량 개발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모든 교사교육과정에서
이수하는 과목들을 연구와 결합시킨 연구기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관리 차원에서 교사
핵심 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 노력은 거의 없었으나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 교사를 위한 [The competent teacher 2010~2020] 계획을 수립하
여 교사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주도 혁신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강조하고, 다문화교육, ICT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에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 역량 개발 활동에 민간 기관이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함께 참여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사양성기관이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일본에
서는 국가 수준에서 우수한 교사의 세 가지 조건으로 ‘교사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 ‘교
육전문가로서 확실한 역량’, ‘종합적인 인간력’ 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규정된
구분은 아니나 정책 보고서나 학교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초임교사’, ‘중견교사’, ‘베테랑
교사’ 등으로 교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초임교사는 임용 후 1년 이내의 교사를, 중견
교사는 10년 이상 경험자를, 베테랑교사는 20년 이상 경험자를 지칭한다. 이들을 대상
으로 국가 차원 혹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초임자 연수, 10
년 경험자 연수(혹은 중견교원연수), 20년 경험자 연수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수들은
참여 교사 경력 조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독립적인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교사를 양
성해 왔으나 2010년부터 이것이 석사과정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 교사가 습득해
야 할 10가지 전문역량을 법령으로 명시하였다. 이 나라에서도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법적 구분은 없으나 교사교육전문과정인 석사과정에 유급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수습
단계가 중요한 교사 생애단계일 수 있다. 교사 자격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른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들은 수습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교직 입문 후 2년간을 프랑스에서는 신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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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규정하고 경력교사나 교장이 멘토가 되어 수업 계획과 평가 등을 지원한다. 이후
교사들은 정년인 60세까지 자발적으로 현직교육에 참여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지
원, 수업보조자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 개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
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도출 시에 ‘교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
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여타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안정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 교사 역량 기준
마련’, ‘연구기반 접근 도입’, 현재 장학사, 교감, 교장 등으로 제한된 ‘교직 경력 이행
경로 다양화’, ‘초임단계 교사 역량 강화’, ‘학교 중심 교사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의무
가 아닌 권리 차원 교사 현직 교육 관점 전환’, ‘교사 연수기관 및 일반 사회기관들 간
연대 및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우선 ‘생애단계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수준에서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주제’를 이들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함께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
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교사 현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 현직교육시스템, 교사 양
성 및 일반 교육정책 등의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장 먼
저 교사의 생애단계별로 요구도와 요구도 우선 순위가 높은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초, 중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 주제는 생애단계별로 요
구도가 높은 교사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 역량들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
들을 운영할 때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관
련 수준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 운영’하며 ‘교육과정 이해, 리더십, 의사소
통, 지역사회 이해, 현대사회 이해 관련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하고 ‘열정
기 교사를 위한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성찰기 교사를 연수 및 교수 인력으
로 활용’하고, ‘퇴직준비기 교사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학교 내 역량 있는 교사에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학교행
정가 연수 프로그램’에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 이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현직교
육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생애단계 자가진단도구 개발 및 역량별 연수프로

viii／

요약

그램 개발･활용을 통한 맞춤식 연수 지향’, ‘초등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연
수 지원 강화’,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구축’, ‘교사의 자발적 역량 강화 의욕 지원: 학
교 내 교사 학습동아리 지원 제도화’, ‘단위학교의 학습공동체로의 진화 유도’ 등을 제
안하였다. 현직 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교사 역량 표준 마련’, ‘연수 관련 통합 포
털 사이트 활용’, ‘연수 프로그램 평가인증’, ‘시․도교육연수원 중심 국제기구 등, 다
양한 사회기관 연계 현직교육 시스템 구축’, ‘초임 3년간 일정 시간(예: 180시간) 연수
공적 지원 및 매 3년간 일정 시간 연수 권고’, ‘연수 강사로서의 활동 연수 시간 포
함’, ‘대학원과정 이수(일반 대학원 포함) 공적 지원’, ‘주기별 학습연구년제 제도화’ 등
을 제안하였으며 교사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해서는 ‘학생 이해’ 영역 중심으로 ‘교사 양
성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과 ‘기피 지역 근무 교사 별도 선발 및 교원 순환
근무제 보완’을 제안하였다. 이에 덧붙여 일반 교육정책으로서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발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들이 전체적인 학교교육의 틀 변화 속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교사 생애단계, 교사 역량, 역량 요구도,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역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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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한국 교사의 높은 학력 수준과 개별 교사 차원의 자발적 역량 개발 노력
한국 교사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국가에서 자격 교사 부족 문제
를 겪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경우 자격 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Jensen, 2009).1) 한국의 경우, 초･중등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2009년 현재, 초등은 20% 이상, 중고등학교는 30% 이상이 석사학위 소지
자이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1.7%에 이른다(한국교육개발원,
2010a: 13).
교사들의 자발적 역량 개발 노력 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자료(2009)에
의하면, 한국 교사들은 연수와 같은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더 많은 역량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연수기간에서 나타나는 교사별 개인차는 비교대상
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9).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사의 자기 효능감
교사의 높은 학력과 개별 교원의 자발적 역량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사들
1) 한국은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참가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Jense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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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교사로서 보이는 자기효능감이 OECD 관련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에서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OECD, 2009), 교사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그들의
교수 활동에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ris &
Chrispeels, 2006). 이것은 교사양성과정이나 현직교육 프로그램들이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명료화 필요
교사양성교육이나 교사현직교육이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제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부터 명료화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 교사 역량 연구이다. 매우 실용
적 목적으로 발달해 온 역량 개념(오헌석, 2007)을 활용한 교사 역량 연구들은 실제 교
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 직무 수행 능력을 명료화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이유로
아직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교사 역량 연구 자료는 드문 상황이다. 한편으로 이는, 역량
개념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여전히 역량을 ʻ지식ʼ, ʻ기술ʼ, ʻ태도ʼ 등으로 분해하여 이해하
려고 하고(이경진 외, 2009; 최진영, 2009; 조대연, 2009; TDA, 2007 등), 이론적 측
면과 실천적 측면을 구분하여 이해하는(황은희･백순근, 2008) 등, 역량 개념 활용의 취
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역량 개념을
적용하여 도출한 교사 역량들이 상호 일관성이 부족하거나(강석주, 2004; 강경석･김영
만, 2006), 수업에만 한정하는 등, 분석 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이홍민, 2010)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교사 직무 분석 연구들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사 역량
연구들에 기반하여 교사 직무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교사 역량
을 명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이해와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명료화 필요
여러 연구들은 교사의 직무 수행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도 있으나 교사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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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이러한 논의들은, 교사가 교직에 입문해서부터 퇴직하기까지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역량들이 있어 그러한 단계별 요구 역량들
을 키워줄 수 있는 현직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Fuller, 1969; Katz, 1972;
Watts, 1980; Burden, 1980; Hall & hord, 1987; 이병진, 1996; 손병길, 2004; 조대
연, 2009 등). 교사들이 초기 교직에 입문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역량, 성숙한 중견 교
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요구되는 역량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할 내
용이 다르게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한국 교사의 생애
단계 특성 이해와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을 함께 진행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 이해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고(오
영재, 2006; 김병찬, 2007 등)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의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생
애단계를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 역량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병
진, 1996; 윤흥주, 1996; 조대연, 2009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력대별로 생애단
계를 임의로 구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손병길, 2004). 전자는 연구 대상이 매
우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틀이 되
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면 후자는 교사 생애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등, 관련 역량 강화
방안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단계 구분의 현실 적합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작업과 함께 생애단계별
교사 요구 역량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한국 교사들의 교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어느 시기에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추출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탐색 필요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 및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사 역량 특성에 대한 이해는 요구
되는 교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의 역할에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뿐만 아니라 생애단계별 교사에게 특별히 강조되는 역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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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를 고려하는 관련 지원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역량 개발이
대부분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교직에 입문하면서부터 필요한 일들
을 대부분 혼자 힘으로 터득해야 하는 교직의 속성(Lortie, 1975)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교직의 속성으로 간주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량이 교사양성과
정 및 현직교육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함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나.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생애단계와 교사 역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그 개
념적 의미를 명료화 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입직에
서부터 퇴직까지의 과정에서 한국 교사의 주요 관심과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생애단계
를 밝혀내고, 다음으로 이러한 생애단계와 교사의 개인 배경 요인 및 교직 환경 요인들
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각 생애단계별로 교사가 보유하게 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각 생애단계별로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역
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
사 생애단계별 특징 및 생애단계와 관련된 요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역량 강화 방안들
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에게 필요한 각 역량들의 생애단계별 요구 수준에 비추어
관련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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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을 연구 문제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 생애단계 및 교사 역량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 한국 교사들은 교직에 입문하여 퇴임 시까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는가?
∙ 교사 개인 배경 요인과 교직 환경 요인은 교사 생애단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 생애단계별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 생애단계를 고려한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론적 틀 구축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ʻ교사 생애단계ʼ, ʻ역량ʼ, ʻ교사 역량ʼ 등과
같은 핵심 개념 명료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ʻ교사 생애단계ʼ, ʻ교사 발달
단계,ʼ ʻ교직사회화ʼ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행된 각종 선행 연구들의 주요 관점과 초점
을 상호 비교해 보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ʻ교사 생애단계ʼ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본
연구에서 이 개념을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구를
통해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
는 요인들을 추출해 보았다. 또한 교사의 직무와 역량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
하고자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 연구에서 교사 ʻ역량ʼ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정의된 ʻ교사 역량ʼ 개념 하에 교사 직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교사 직무를 분류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여 이를 생애단계
별 교사 역량 요구 분석을 위한 기본 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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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 추출
선행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를 포괄
하는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ʻ한국ʼ의 교사 생애단계 구분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
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교사들에게 교직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교육활동에서 갖는 기대,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방식, 교사 자신의 성취와 한계에 대한 인식 등에서 일정한 차이
를 드러내는 생애단계가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학교급 등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생애단계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질적
분석에서는 학교급별, 성별 등의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의 차이는
제한적으로만 다루었다. 대신 질적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개발한 설문에 기초한 양적 분
석을 통하여 다양한 요인에 의한 교사 생애단계의 차이를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다. 교사 배경 및 교직 환경 요인과 교사 생애단계와의 관계 분석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교사 생애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양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질적 자료를
토대로 개별 교사의 생애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에 터해 교
사가 스스로에 대하여 판정하는 생애단계와 성별, 성장 시의 가정배경, 학력 등의 교사
배경 요인, 그리고 근무지역, 학교급, 경력 등의 교직 환경 요인 등이 상호 어떠한 관계
에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질적 자료에서 제시해 주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나타날 생애단계의 차이를 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기술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라.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교사 직무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추출한 교사 역량 세부 내역들에 기초
한 관련 설문도구를 개발하여 생애단계별 교사의 특정 역량 보유 정도와 중요도를 파악
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각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사 역량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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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단계별로 특히 초점을 두어 강화해야 할 역
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마. 국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현황을 분석하고 관
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 수준 현
황 확인이 가능한 기관 중심 연수, 곧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
도교육연수원 연수와 원격교육연수기관 연수에 한정하였다.

바.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 분석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
게 주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 국가로 교원양성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 3개국을 추출하였다. 프랑스는 대학졸업
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2년제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는 나라인데 원래 이 교원양성
기관은 독립된 기관이었으나 2005년에 대학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핀란드
는 별도의 교원양성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종합대학 내에 학과 단위인 교사교육학
과를 설치하여 이 학과를 중심으로 초, 중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본은 소
수지만 교원양성기관이 있고 더불어 교원 양성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방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든 자격
증을 취득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정미경 외, 2010: 75-115).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
로 다른 교원양성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교원으로 임용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어떠한 방
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
자 하였다.
각국의 사례 분석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등의 일반 교원정책과 교사에
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 생애단계별 교원정책, 현직교육을 위한 지원의 종류 및 주요 내
용 등을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 각국의 사례들이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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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하였다.

사. 교사 생애단계를 고려한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도출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사 역
량 강화 방안은 크게 두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는 본 연구를 통해 추출한
교사 생애단계의 전체적인 특징을 고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 강화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추출하게 되는 교사 생애단계별 특성들은 교직
의 특성을 대변해 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생애단계별 특성들을 통해 교사 양성
이나 일반 현직교육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사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
였다. 더불어 각 생애단계별로 교사에게 특히 함양되어야 할 역량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주로 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주요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교사 면담, 설문조사, 전문
가 협의회, 워크숍, 정책 포럼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연구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교사 역량 분석틀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교사 생애단계, 교사 발달단계, 교직 사회화, 역량, 교사 역
량, 교사 직무 등을 다룬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한국의 교직 현황
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OECD 등에서 발간된 각종 국제비교 자
료들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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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담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 이해를 위하여 첫 단계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교사 면담이
다. 한국의 교사들이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총 40명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을 면담하였다. 면담 대상 선정, 면담 방법,
면담 내용, 자료 분석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선정
질적 연구에서 대상 선정은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Hamel,
Dufour and Fortin, 1993). 어떠한 대상이 연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연
구는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사 전체를 아우르는 교사 생애단계가 있는지 확인하려
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를 모두 면담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가 교직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 경험하는 일련의 단계가 있다면 그것을 모
두 포착할 수 있는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절차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ʻ한국ʼ이라는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포괄하기 위하여 서울과 서울 외 지방으로
구분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지방의 경우, 초, 중학교 교사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사는 중소도시에서 선정하여 되도록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면담대상 선정 시, 학교를 먼저 선정하고 그 학교 내 교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선택하
였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순환근무로 인하여 교사들이 다양한 환경의 학교에
서 근무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면담대상을 개별 교사 단위로 하기보다 학교 단위
로 하는 것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과 지방
에서 학교급별 1개교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차
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2010년 현재 43%,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91)
공립, 사립 각각 1개 학교씩을 선정하였다. 이에 면담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초 2개,
중 2개, 고등학교 4개이다. 단, 연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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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는 제외하였다.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한 경
험이 있는 교사들이 있으므로 관련 경험들이 자료에 반영될 것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전
문 교과 교사들은 사실상 이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별로 5명의 교사들을 선정하여 면담하였으며 학교별 면담대상 교사 선정 시 교사
경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이 면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수십
년간 교직 경험을 한 교사가 자신의 신임교사 시절, 중견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갖게
되는 회고적 기술과 현재 그러한 조건에 있는 교사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현재적
기술은 상호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이
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기술을 토대로 하여 교사의 생애단계 구분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
생애단계들을 현재 상황으로 경험하는 교사들의 자기 기술과 비교하면서 일관되게 나타
나는 교사의 변화 과정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총 40명의 면담대상 교사들의 경력별
현황과 전체 면담대상이 된 교사 현황은 다음 <표 Ⅰ-1>, <표 Ⅰ-2>와 같다.
<표 Ⅰ-1> 경력별 면담대상 교사 현황
경력

교사 수(명)

5년 내외

9

15년 내외

9

25년 내외

12

30년 이상

10

계

40

<표 Ⅰ-2>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면담대상 학교 수(교사 수)
지역
초

1(5)

지방
(전남, 충남 등)
1(5)

중

1(5)

1(5)

2(10)

공

1(5)

2(5)*

3(10)*

사

1(5)

1(5)

2(10)

4(20)

5(20)

9(40)

학교급

고
계

서울

학교 수(교사 수)
2(10)

* 면담 시간 및 면담 질문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1개 공립 고등학교 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면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분석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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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과 내용
교사 면담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핵심 질
문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였다. 면담 시에는 주어진 질문을 면담대상의 특성에 맞게 재구
조화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예를 들어 경력 4년의 교사를 면담할 때와 경력 38년의
교사를 면담할 때에는 질문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면담은 전체적으로 비구조
화된 개방적 질문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직 생애사를 이야기함
에 있어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Atkinson, 1998: 31) 하기 위함이었
다. 한 명의 면담자와의 면담이 거의 끝날 무렵에는 면담자와 면담대상자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에 기초하여 진행된 면담에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완하
였다.
교사별 면담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는데 교사에 따라 1시간 정도로 끝난
경우도 있고 방과 후에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총 4시간 이상을 면담한 경우도 있다. 대부
분의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중 필요한 자료가 발견될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교사에 따라
서는 자신의 경력 상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문 기사, 상
패, 교지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 교사는 자신의 생애단계를 연대기로 만들어 오기
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자료 없이 교직 경험에 대한 교사의 자기 회
상 형태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교직 입문에서부터 현재까
지 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과 주요 관심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변화가 있었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주요 맥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면담대상 교사에게 사전에 제시된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2)
Ⅰ. 교사 생애단계 관련
1.
-

교사 배경
경력
경험한 학교 종류, 학교별 근무 기간, 학교 위치 지역, 특기할 만한 경험
보통의 교사들과 다른 개인 이력 상의 특이 사항

2) Burden(198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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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직 입문 시 상황
교직 희망 선택 시기는 언제였는가? 교직을 희망하게 된 주요 계기는 무엇인가?
당시 내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영역은 무엇인가? 왜?
당시 내가 교사로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 판단했던 일은 무엇인가? 실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할 수 있었는가? 없었다면 왜?
- 당시 내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은 무엇인가?
- 당시 내가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일과 관련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 개인적 특성(인성적 특성, 성장 환경적 특성 등), 학교 조직 특성, 교과 특성, 학생 특성, 동료
교사 특성 등등

3. 시간에 따른 각종 변화
- 교직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교직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자신의 교직 생애에 어떤 시기가 구분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 지금까지의 교직활동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그 계기는 무엇인가?
-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변화에 있어 학생, 동료 교사, 학교행정가의 역할
: 교직 수행 과정에서의 새로운 관점 획득 여부, 있다면 그 과정과 통로
4. 현재
- 교사로서의 만족감을 갖는 순간, 혹은 자신이 성숙한 교사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가? 현재는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현재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을 두는 영역은 무엇인가?
특정 영역에 가장 비중을 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는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교직 활동 외의 주 관심사와 활동, 이전과의 차이
- 현재의 교육철학의 주요 특징, 이전과의 차이
- 교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밖의 활동(가사, 친목활동, 대학원 등), 교직활동이 학교 밖
활동에 미치는 영향
5. 향후 계획
- 이후 교직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계획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Ⅱ. 교사 역량 관련
1. 교사의 생애단계별 보유 역량
- 교직 입문 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용이했던 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직전 교육의 효과? 개인적 특성? 학교 풍토? 동료 지원?
- 경력을 쌓아가면서 획득할 수 있었던 역량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획득한 주 통로는 무엇이
었는가?
: 연수? 동료 교사? 오랜 기간의 개인적 시행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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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교사로서 전문성(일반인과 다른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 역량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역량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었는가?
2. 교사의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 교직 입문 시 가장 수행하기 어려웠던 업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어려웠던 주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 직전 교육의 문제? 개인적 특성? 학교 풍토? 동료 교사 문제?
- 경력을 쌓아도 쉽게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는 무엇인가? 경력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
운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개인적 특성? 연수 부족? 일반적 학교 풍토?
- 지금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을 수행하기 어려운 주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3) 결과 분석
면담 내용은 대부분 녹음되었으며 이를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단, 1명의 교사
가 녹음을 허용하지 않아 면담 시 메모에 보다 집중하고 면담 후 바로 메모를 참조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Bogdan & Biklen(1982)이 제안한 일련의 단계, 곧 메모, 코딩, 심층 코
딩, 주제 발견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전사된 원 자료를 읽으면서 하나의 문단
혹은 하나의 스토리의 영역(예를 들어 교직 초기 등), 핵심 단어(예를 들어 “열정만”) 혹
은 핵심 문장(예를 들어 “모든 것을 잘하기를 원한다.”) 등을 메모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조직한 후, 이를 다시 읽으면서 영역 및 핵심 단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서
로 연관되는 내용끼리 재조직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예를 들어

“열정기”)를 추출해 내는 과정이 그것이다.
Atkinson(1998)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
해서, 그리고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스스로 발
견해 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면담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교사는 면담에 대한 부
담감을 호소했었지만 또 여러 교사들은 면담이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었음을 다
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연구 과정 자체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상호 발견의
과정이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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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질적 자료 분석 이후 이를 토대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국 교사 생애단
계에 대한 양적 이해와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판별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의 목적, 도구 개발, 그리고 표집 규모 및 방
법 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문 목적 및 조사 도구 개발
설문 조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하나는 교사 생
애단계가 교사의 배경 요인 및 교직 환경 요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생애단계에 있는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사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하
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하나
는 교사의 개인 배경, 교직 환경 및 교사의 생애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이고 다른 하
나는 각 교사로 하여금 제시된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도와
그것이 자신의 교직활동 수행에 중요한 정도를 묻는 설문이다.
교사 생애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은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
안되었다. 교사 역량에 대한 설문은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마련된 본 연구의 교사 역량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세부 역량 수준에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ʻ단어ʼ로 표현된 세부 역량
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에 응답할 교사가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중요하다고 보는 역량을 세부 역량 수준에서 5단계 척도로 질
문하였다.
개발된 조사 도구의 설계와 내용 타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 형식의 조
사를 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총 2개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를 예비 조사라 명명하
지 않는 것은 이 조사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제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을 통해 조사 도구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
이다. 2개 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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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직접 메모하도록 하였으며, 조사가 끝난 후 학교별 3~4명의 교사와 함께 조사 도
구의 문제점을 추출하는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2) 표집
설문 조사를 위해 초, 중,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3,000명을 표집하였다. 2010년 현재
초, 중,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 수는 376,270명(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으로 표집 규모는 전체 교사의 약 0.8%에 해당한다. 지역을 서울, 광역시, 경기도, 경기
도 외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유층표집하였다. 이는 공립학교 교사의 순환근무 지역을 고
려한 구분이며 여기에 경기도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이 지역이 수도권이면서 동시에 전
국 각지 출신의 교사들이 모여 있어 여타 도 지역과 다른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로 한정하여 표집하였
으며 공･사립을 구분하여 표집하였다. 교사 표집은 우선 200개 학교를 표집한 후 교사
의 경력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15명의 교사를 표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체 표집 현황
은 다음 <표 Ⅰ-3>과 같다.

<표 Ⅰ-3> 표집 현황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서울

90

광역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총계

공립

사립

계

105

60

120

180

555

210

210

150

180

330

1,080

경기도

150

165

135

75

210

525

경기도 외

450

420

255

225

480

1,350

계

900

900

600

600

1,200

3,000

3) 분석 방법
연구 내용별로 적용한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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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애단계별 교사 분포
생애단계별 교사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시 생애단계별 문항에 대한 반응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
게 나타나는 단계를 해당 응답자의 생애단계로 판정하였다. 단계가 구분되는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을 각각 분화 집단과 미분화 집단으로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
고, 생애단계 분화 집단은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화 집단과 교육적 관점 생애단계 분화
집단을 구분하여 각 생애단계별 교사의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교사의 생애단계를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병렬적 분석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
기 위하여 조직 차원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가 어
떻게 분포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두 생애단계 간 상관 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도하였다.

나) 교사 배경 및 환경변인별 생애단계 분포 분석
교사의 배경 및 환경변인별 생애단계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
을 실시하였다. 조직 차원 생애단계는 4단계,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는 3단계로 구
분하여 교사 개인 배경변인 및 환경변인별 교사 생애단계 분포에 대한 교차 분석을 실시
하고 결과의 통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다) 요구도 분석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세부 역량별 현재 교사
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역량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요구 역량을 측정한 문항 점수를 평
균하여 역량별 보유도와 중요도로 사용하였다.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요구도는 생애단
계별로 교사의 보유도와 중요도 평균점수로 측정하였고, Borich의 요구도 우선순위 결
정공식에 기초하여 각 역량별 요구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Borich의 공식에 의하
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보유도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요구도 값은 높아지
게 된다. Borich의 요구도 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18 ｜

Ⅰ. 서론

RL : 요구역량
요구도 =

{Σ(RL-PL)}X RL
N

PL : 보유역량
RL : 요구역량의 평균
N : 전체 사례수

RL(Require Level)은 요구역량으로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며,
PL(Present Level)은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RL는 교원들이 중
요하다고 여기는 요구역량의 평균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우선 구분한 후,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 따라 교사 역량별 요구도
를 설문조사 결과에 터해 측정하였다.

라. 전문가 협의회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얻었다. 전문가 협의회는 총 4회 실시되었으며 2회는 연구 수행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2회는 1차 개발된 설문 조사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예비 조사 형식의 조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교사들과 진행한 협의회이다. 연구 실행
계획서가 완성된 3월에 ʻ교사 생애단계ʼ와 ʻ교사 역량ʼ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연구 방향과 기본 설계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난점을 확인하였다. 교사 면담을 통해 개괄적인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을
추출하여 설문 조사 초고를 마련한 후 5월에 설문 조사의 의미 명료화 작업과 함께 조사
도구의 타당도 확보 방법에 대하여 양적 연구 전문가들과 협의하였다. 조사 도구의 타당
도 확보를 위하여 7월에 1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참여 교사
와 함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기 개발된 조사 도구의 문제점 확인뿐만
아니라 추가되어야 할 문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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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 집필 용역 의뢰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목적으
로 각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이전에 체류 경험이 있는 교원 연구자들에게 원고 집필을 의
뢰하였다. 원고 집필은 2011년 4월 15일부터 2011년 8월 1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중 1차 집필된 초고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사항을 요청하여 보
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바. 워크숍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 분석,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확인, 그리고 관련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추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합성
을 지닌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워크숍은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을 반영한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참여자들이 구안하도록 하여 그에 대해 함께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워크숍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진행되었는데 8월에 개최한 첫 번째 워크
숍은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을 고려할 때 직전교육, 현직 연수제도 및 내용, 학교 운영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책 방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교원연구자, 교사연구모임 대표, 일반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10월에 개최한 두 번
째 워크숍은 교사 연수 운영 현황 파악 및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교육연구회
참여 교사, 일반 교사 등이 참여하였다.

사. 정책 포럼
본 연구에서 추출한 정책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정책 포럼을 10월
27일에 개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안되었다. 교사 생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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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특징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일반 교원정책과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에 비추어 필
요한 연수 및 기타 관련 정책방안들이 그것이다. 정부 부처 관계자, 교원단체 관계자,
일반 교사, 교원 연구자 등이 함께 하는 정책 포럼을 통해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개발
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할 정
책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별로 적용된 연구 방법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Ⅰ-1]이다.

[그림 Ⅰ-1] 연구내용과 연구방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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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범위와 의의･한계
이 연구는 크게 두 차원의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특
성을 질적, 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생애단계별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탐색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직이 갖는 일반적 특성, 그리고 한국의 교직 환경이 갖
는 특성에 의하여 나타나는 한국 교사의 일반적인 교사 생애단계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개인적 특성, 교직의 환경적 특성의 세부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아마도 교
사 수만큼이나 다양한 교사 생애단계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사
간 차이를 구체화하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생애단계를 최대한 밝히려 하기보다 보다
정형화･일반화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 특성을 드러내고 교사의 개인적 배경 특성 및
교직 환경적 특성이 그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일반적인 특성이
개인에 따라, 그리고 교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추출을 위한 토대로서 생애단계별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
다고 인식하는 역량과 필요하다(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이 어디서 얼마
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면담 자료에 기초한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을 설문화하여 응답 교사의 생애단계를 판별하고 각 생애단계의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들을 추출해 냄으로써 단계
별로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교사 역량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평교사에만 국한되었다. ʻ교사ʼ의 생애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 연구에는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나 교감, 교장 등 학교행정가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 세 차원에서 짚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의 흐
름에 대한 이해가 교사 개인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역할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현
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큰 그림 속에서 현재를 이해하여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를 스스로 모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교사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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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흐름에 대한 이해는 각 생애단계에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시사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에 기초하여 각 단계별
교사가 특별히 요구하는 역량을 추출해 냄으로써 교원양성 교육프로그램이나 현직 연수
프로그램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할 주요 주제 영역을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으로 교사 생애단계의 특성에 대한 질적, 양적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 교직 특성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어 교원 정책 및 기타 일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변화가 무엇인
지를 적극적으로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범위와 주요 특징은 이 연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교사 생애단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는 학교급이나 지역적 특성 등 각종 환경적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교사 생애단계의 차이
를 질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단지, 질적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교사
생애단계의 분포가 학교급이나 지역적 특성 등, 교직 환경적 요인에 따라 어떻게 양적으
로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교사 개인사적 특
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의 차이에 대해서도 드러낼 수 없었다. 연구 대
상이 된 교사들에 대한 심층 면담 자료를 개인사적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면담 대상
이 된 교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해 보려 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개인 생애사적 분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생애단계는 이 연구에서 보여주
는 생애단계와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 향후 보다 좁은 범위의 연구 문제에 기초한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3

Ⅱ. 연구의 이론적 토대

1. 교사 생애단계
2. 교사 역량

Ⅱ. 연구의 이론적 토대

II. 연구의 이론적 토대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1. 교사 생애단계
ʻ교사 생애단계ʼ라는 주제에 포괄되는 관련 연구들은, 크게 교사의 생애주기 혹은 생애
단계 연구와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교사발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Newman(1980),
Burke, Christensen & Fessler(1987), Webb & Sikes(1989), Huberman(1989), 윤홍주
(1996), 백승관(2003), 김병찬(2007), 조대연(2009) 등이 전자에 속하며 Watts(1980),
Burden(1980), Oja(1990), 김정규･권낙원(1994), Berci(2006) 등의 연구가 후자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3)
교사 생애단계(teacher life stages or life cycle of teachers) 연구는 교사들이 교사
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교직에의 입문 후 퇴직하기까지 거치는 변화 과정을 추적
하여 각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교사 생애주기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교사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
추어 연수 프로그램이나 체제를 제안하기도 한다(조대연, 2009; 손병길, 2004; 이병진,
1996). 혹자에 따라서는 ʻ교사발달ʼ이라는 개념이 아닌 ʻ교직 사회화ʼ라는 개념으로 생애
단계별 교사의 주요 관심 변화를 살피기도 한다(최상근, 1992).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교사발달 연구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적(Pedagogic) 관심이 성숙되는 시기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그 이전까지 거치는 단계

3) Veeman(1984)은 교사 관심 발달 단계 관련 연구, 인지발달 관점에서의 교사발달 연구, 그리고 교사 사
회화 연구로 교사발달 연구들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ʻ교사발달ʼ 관련 연구로 분류하고
있는 연구들은 모두 ʻ성숙ʼ 혹은 ʻ적응ʼ한 교사가 되기까지의 단계에 대한 연구들이며 교사의 생애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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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Burden, 1980; 김정규･권낙원, 1994; Berci, 2006)
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발달 및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사로서의 자아가 성숙되는 단
계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고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Watts, 1980; Oja & Ham, 1984; Oja, 1990 등).4)
한국에서 진행된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경향을 이와 같이
구분하기보다 ʻ교사발달ʼ이 직선적인가, 아니면 역동적인가라는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다
(윤홍주, 1996; 이윤식, 1999; 조대연, 2009 등). 다시 말해 이들은, 교사발달 단계가
최종 성숙 단계까지 단순･직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것이 여러 개인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가에 따라 ʻ교
사발달ʼ 연구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사발달 과정을 단순･직선적으로 이해하는지, 아니면 역동적･복합적으로 이
해하는지는 연구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 교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발달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이나 발달단계론적 관점에서 교사
발달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주로 ʻ최고 성숙ʼ-교육적 관점이든, 인지심리학적 관점이든의 단계를 최종 도착 지점으로 설정하고 그 단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경
력을 쌓게 되면 도달하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게 된다. 이 연구들은 연구
관점 자체가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비해 교사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사의 관심과 태도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ʻ성장ʼ에 초점을 맞추기보
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ʻ변화ʼ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연구들이 보여 주는 교사의
생애사적 관심과 태도의 변화 과정은 매우 복합적이며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가. 교사 발달단계
발달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는 다시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사로서의 전

4) Feiman & Floden(1981)은 교사발달 연구들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경험
하는 공통된 경험에 대한 연구가 그 하나이고, 교사의 인격적(personal)인 성인으로서의 발달에 대한 연
구(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발달은 자아 발달의 한 부분으로 다룸)가 다른 한 부류를 이루며,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의 교직 수행과 전문적 프로그램에 의한 교사발달 지원을 포함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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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최고로 성숙한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사발달 단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전자의 초기 대표적인 연구로 흔히 인용되는 것은 Fuller(1969)와 Fuller & Brown(1975)
의 연구이다(Veeman, 1984: 160). 후자는 전자를 발전시킨 것이므로 Fuller &
Brown(1975)의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Veeman,
1984: 160-161에서 재인용). 우선 이들은 특징적인 3단계의 교사 관심 발달 과정을 제
시한다. 첫째 단계는 생존에 관심이 있는(survival concern) 단계이다. 이는 자신이 교
사로서 적절한지, 그리고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말한다. 두 번
째 단계는 교수상황에 대한 관심(teaching situation concern) 단계이다. 이는 교수학
습 상황 내에서의 좌절과 한계, 교수방법과 교수자료, 필요한 기술의 습득 등과 관련한
관심이다. 최고로 성숙한 세 번째 단계는 학생, 즉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정서적 필요,
개별 학생과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Burden(1980) 역시 비슷한 유형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교사발달 단계를 교직 첫해,
경력 2년에서 4년, 경력 5년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교직활동과
관련한 ʻ지식(knowledge)ʼ, ʻ태도(attitude)ʼ, ʻ능력(ability)ʼ, ʻ직무 수행(job performance)ʼ
등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교사
로서 가장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데 그들은 교수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을 풍부히 가
지고 필요한 활동을 잘 수행해 나가며 일반적인 교사 이미지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에게
최고로 적합한 교수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이 단계의 교사는 더욱 전문적인
통찰력을 얻으려 하고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수에 있어 아동중심적 접근에 관심을
갖고 교수활동에서의 개별성을 강조(personal emphasis)한다. 이에 비해 교직 첫해에
는 교수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교수방법을 추
구하기보다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기존 일반화된 이미지에 교사 스스로를 맞추려 한다.
이 시기 교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교과중심적으로 교육과정을 운
영한다. 경력 2년에서 4년까지는 그 중간 단계로서 점차 관련된 지식과 통찰력이 증가
하는 시기로 기술된다.
이러한 교사의 ʻ성장ʼ 혹은 ʻ성숙ʼ의 최종 단계를 가정한 교사발달 연구들은 교사 자격
단계(Teacher Career Development Ladder) 연구로 발전해 나간다. 모든 교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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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발휘하는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이 교사 자격 단계 연구가 갖는
기본 취지이다(예: Downey & Parish, 1992).
인지심리학적 접근에 기초한 교사발달 연구는, 일정한 인지 구조 변화에 기초하여 인
간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말한다
(Veeman, 1984). 대표적인 사례로는 Watts(1980), Oja & Ham(1984), Oja(1990)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Watts(1980)는 교사발달 단계를 생존 단계(Survival), 중간 단계(A
Middle Stage), 숙련 단계(Stage of Mastery) 등,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최종 단계인
숙련 단계는 확실한 능력을 소유한 교사로서의 분위기를 지니는 가운데 외부인들에게는
그가 다룰 수 없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확신과 편안함을 보이는 단계이다.
이에 비해 생존 단계의 교사는 매일 매일 부딪치는 일들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데 관심
을 쏟는 교사들이다. 각 교사들이 지니는 걱정과 불안의 정도는 다양한데 많은 경험 있
는 교사들도 새로운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생존 단계의 열병을 다시 겪는
다고 한다. 중간 단계는 일정한 특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교사마다 생존 단
계에서 숙련 단계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다. 어떤 교사는 매우 빨리 숙련
단계로 넘어가고 많은 교사들이 중간 단계에 머무르기도 한다.
Oja & Ham(1984)은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교사발달 연구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
다. 이들은 실행연구에 기초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발달 단계를 관례적인 교
사(Conventional teacher) 단계, 이행기적 교사(Transitional teacher) 단계, 목표지향
적 교사(Goal-Oriented teacher) 단계, 자기규정 교사(Self-defining teacher) 단계
등으로 구분하였다(Oja & Ham, 1984: 177-181). 이후 Oja(1990)는, 교사가 전문적 지
식을 학습해 나가는 발달 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가운데 교사발달 단계를 다시 자기
보호 단계(Self-protective stage), 순응 단계(Conformist stage), 성실 단계
(Conscientious stage), 그리고 자율 단계(Autonomous stage)로 재명명하였다(Oja,
1990: 7-8). 자기보호 단계의 교사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여 학생들의 공격성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시기 교사는 교직이나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순응 단계의 교사는 학생들을 도우면서 학생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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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어떤 학생이 적대감을 보이거나 했을 때 좌절할 수 있고 그것이 교사로 하
여금 모든 학생들에 헌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성실 단계 교사는 강한 성취의식을 지니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는지 판단한다. 이 단계의 교사는 문제해결에
여러 종류의 대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 한 학생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좌절할 수 있다. 마지막 자율 단계
교사는 서로 갈등하는 요구와 의무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
의 교사는 학교를 둘러싼 넓은 사회적 맥락을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동료들과 상호 의존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
식할 수 있게 되며 학생 행동의 우발성, 예외성, 그리고 심리적 원인 등을 인식할 수 있
게 된다. 이 단계의 교사는 행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종합하거나 다양
한 관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에서 진행된 교사발달 연구는 김정규･권낙원(1994)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교사발달 단계를 직전교사(education student), 초임교사(initial
teacher), 발전교사(developing teacher), 실습교사(practicing teacher), 숙련교사
(experienced teacher)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사 과업과 속성을 구분하고 있다.

나. 교사 생애단계
위와 같은 발달론적 관점에 기초한 ʻ교사발달ʼ 연구와 달리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은 최
종 ʻ성장ʼ 지점을 설정해 놓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로 분류하기보다 교사가 교
직에 입문하면서부터 퇴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겪는 ʻ변화ʼ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교사 생애단계 관련 연구 역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사가 경력
을 축적해 나가면서 일정한 단계로 변화해 나간다는 단선적 생애단계 모형과 한 단계에
서도 여러 종류의 성향을 복합적으로 지닐 수 있으며 교사가 경력을 축적해 나가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복합적･
역동적 생애단계 모형이 그것이다.
단선적 생애단계 모형을 그리고 있는 연구로는 Webb과 Sikes(1989)를 예로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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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연령별로 교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교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구분하였다. 초기 교직에 입문하여 적응하는 시기(초기 성
인기(early adulthood: Initiation and Socialization), 21~28세)에 해당하는 1단계는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이 현실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관련하여 대학에서 준비한
것들이 실제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가운데 주위의 도움을 잘 얻지 못한 채 일
종의 현실에서의 쇼크를 받는(Reality Shocks) 시기이다. 2단계는 30대 과도기(The
Age Thirty Transition: Reassessment and Connection), 28~33세)로 표현되는데 이
시기 교사들은 자신의 삶에서 교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재평가하고 성취한 것과 부족한
것을 판단하는 가운데 이후 자신의 경력 설계를 다시 한다. 3단계는 정착기(Settle
Down: Using Old Skills and Finding New Ones)로서 33~44세 사이의 교사 집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의 교사들은 자신의 일에 대하여 강한 에너지를 갖고 헌신한
다.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활동과 관련한 성공 경험들에 기
초하여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 어떤 교사는 교수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교실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찾아 나간다. 이 시기 대부분의 교사들
은 교사로서의 직업 정체성을 완전히 내면화하게 된다. 중년 전환기(Midlife Transition:
Coming to Terms)로 명명되는 4단계는 40대와 50대를 거쳐 55세까지의 교사 집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인생의 중년 위기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교사들은 자신의
초기 꿈과 그에 따른 헌신에 비추어 이제까지 교직 생활에서 성취한 것을 평가한다. 자
신이 이룬 것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 판단하려 하는 시기
이다. 50~55세, 퇴직에 이르는 교사들에게 해당하는 마지막 5단계는 중년기로서 상황
점검 및 자아수용단계(Midlife: Taking Stock and Self Acceptance)이다. 이 단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가운데 이 시기 교사들은 학생들이 보이는 약점이나 조그만 교실
수업 방해 행동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이 되어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행동에 대해 더 이
상 훈육하려 하지 않는다.
한편, 연령별로 교사가 겪는 경험들을 단계화시킨 연구와는 달리 교사가 경력을 쌓아
간다고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순차적인 변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단
계를 뛰어 넘을 수도 있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으며 한 연령 단계에서 여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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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Burke
외의 연구(1987)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종 교사 경력 관련 데이터들에 기초하여 잠
정적인 경력 단계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소위 ʻ교사 경력 사
이클 모델(Teacher Career Cycle Model)ʼ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발달 모델이 아니라

ʻ사이클 모델ʼ인 것은, 입문, 성장, 쇠퇴로 이어지는 순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사 경력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Burke et al., 1987: 14-15). 고등교육기
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 교직 준비 단계(Pre-service), 일상 활동이나 학교 시스템에
적응(socialized)하는 교직을 처음 시작한 몇 년 간의 교직 입문 단계(Induction), 교수
기술(skills)이나 능력(abilities)을 증진시키려 애쓰면서 새로운 자료나 방법, 혹은 전략
들을 찾는 역량 구축 단계(Competency building), 높은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진전을 위해 애쓰는 열정적 성장 단계(Enthusiastic and
Growing), 가르치는 일에 대해 좌절하고 환멸을 느끼는 좌절 단계(Career Frustration),
기대되는 것보다 더 적게 일하는 안정적 침체 단계(Stable and Stagnant), 교직을 떠나
려고 준비하는 직업 활동 축소 단계(Career Wind-Down), 오랜 활동 후의 퇴직이나 자
녀 양육 혹은 다른 직업 탐색 등으로 교사 직무를 떠나는 퇴직 단계(Career Exit) 등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교사발달 연구들은 대부분 생애단계 연구들이다. 그
러나 실제 이들 연구는 교사발달과 교사 생애단계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교사가 경력을 축적하면서 겪는 과정을 교사 생애단계 혹은 교사발달로 규정한다.
또한 교사의 교직생활에서의 ʻ변화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ʻ교직사회화ʼ 혹은 ʻ교사
사회화ʼ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교직사회화는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생활을 영위
해가는 과정에서의 교직사회로의 적응양상을 말하며, 교직생활의 내용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관, 교사관, 교육과정관, 수업지도관, 학생관 등에서의 질적 성격의 변화과정”
으로 규정되며, 교사사회화는 교직 임용 이후부터를 다루는 교직사회화 개념에 비해 교
직 임용 전 교사교육 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최상근, 1992; 이윤식
외, 2007). ʻ교직사회화ʼ, ʻ교사사회화ʼ라는 개념은 사실 교사발달이나 교사 생애단계 개
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이들 개념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개관하는 관련 연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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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발달 연구들이거나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한국 교사들이 겪는 생애단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각 단계의 특성을 규
정하고 각 단계들이 실제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이병
진, 1996; 윤흥주, 1996; 강경석･김영만, 2006; 김윤호, 2007, 조대연, 2009 등). 이들
연구들이 흔히 구분하는 교사 생애단계(발달단계, 생애발달단계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ʻ생존ʼ, ʻ성장ʼ, ʻ성숙ʼ, ʻ승진지향ʼ, ʻ좌절ʼ, ʻ안정･침체ʼ 등(윤흥주, 1996; 김윤호,
2007; 조대연, 2009)이다. 강경석･김영만(2006)은 이를 ʻ입문･수용ʼ, ʻ능력구축ʼ, ʻ열중･
성장ʼ, ʻ안일･안주ʼ 등으로 재구분하기도 하였다. 어떤 구분을 택하든 이들 연구들은 선행
연구가 설정한 단계 구분을 따르면서 이 단계들이 교사 경력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파악
에 관심을 가졌다. 교사 생애단계와 경력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력에 따른
직무 역량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고 관련 연수 체제와 내용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심 때문이다(이병진, 1996; 손병길, 2004; 조대연, 2009 등).
김병찬(2007)의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를 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
에서 다른 연구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연구가 보여주는 교사 생애단계의 특징은 기존
연구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는 퇴임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교사들이

ʻ시행착오기ʼ, ʻ좌절･성장기ʼ, ʻ발달기ʼ, ʻ성숙･안정기ʼ, ʻ회의･혼란기ʼ, ʻ소극･냉소기ʼ, ʻ초월･
격리기ʼ 등 일곱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단계에서 교사들은 “스스로
발달”하며, 일찍 성숙하여 “조로 현상”을 보이고 교사들의 변화는 체계적인 계획에 기초
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며 보다 발전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기보다는 기존 상황에

“적응력”이 커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영재(2006)의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특징을 유형화하고 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단계에 따라 그가 드러내는 유형적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한
국의 교사들이 외국과는 달리 동질적이지 않고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므로 교사 생애
단계 연구에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유형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등 중견교
사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과 자기보고서 작성법에 기초한 연구를 통하여 그는, 교사 유
형을 교과형, 인성형, 조직형, 업무형, 투쟁형, 유유형, 자기형, 승진형, 소진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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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고 한 교사가 하나의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애단계에 따라 유형을 달
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중등교사들이 교직 입문 초기에는 교과형,
그 후 10년 내외 기간에는 조직형, 업무형, 교과형, 투쟁형 등으로 나뉘며, 그 이후에는
승진형, 인성형, 유유형이 많아진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외국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는 생애단계 특징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한국의 교직 상황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퇴임한 교사 혹은 중등 중견교사(경력 15년~25년 사이)를 대상으로 하는 등, 이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논의를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최종 성숙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이르기까지의 교사 발달 단계
를 명료화하기 위한 연구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교직 생활에서 교사의 주요 관심과 역
량이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그 특징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교원정책 차
원에서 볼 때 전자는 교사 자격 단계화 작업에 필요한 연구이며 후자는 교직에 종사하는
전체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
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교사의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
직에 대한 관점, 이해, 행동 등에서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는 일련의 단계”를 교사 생애
단계로 개념화하는 가운데 교사가 교직 입문에서 퇴직까지 겪는 변화 과정의 특징을 탐
색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고 모든 경력 단계
의 교사들을 고루 포함하여 한국의 교사가 경험하는 보다 일반적인 교사 생애 단계를 추
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모든 경력 단계의 교사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각 경력 단계 교
사들의 인식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특정 세대의 교사들의 경험에 편중된 분석을 피하고
자 하였다.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인식을 상호 종합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교
직 생활을 거의 모두 거친 교사들이 자신의 전체 교직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과 중간 경
력 단계, 교직 초기 단계 교사들의 이전 단계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이들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를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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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애단계 관련 요인
교사의 성장 배경, 입직 이전의 관련 경험, 입직 후 학교 환경 및 학교 내외에서 갖는
경험의 종류는 교사가 어떻게 교직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을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이를테면 교사의 출신배경, 학교급, 학교유형, 근
무지역, 개인별 교직수행경험 등에 따라 교사가 경험하는 생애단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교직에 입문한지 5년 이내에 약 50%의 교사가 학
교를 떠난다고 한다(Berci, 2006).5) 소수인종, 빈곤층이 밀집한 도심학교(urban
school)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 특히 학생들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교사의 이직률 문제
는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다(Ingersoll & Smith, 2003; Hanushek, Kin &
Rivkin, 2004; Boyd et al., 2010). 한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교사들의 기피 근무 지역이 존재하고 이들 지역 학교의 교사 재직 기간은 상대적
으로 짧다. 대도시일수록 교사들의 단위학교 재직일수가 길고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은
가장 짧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계층 간 거주지 분화로 인하여 같은 지역 내 학교 간
특성에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그에 따라 교사의 학교 선호도가 나뉘기도 한다(김
정원 외, 2008). 이에 소위 ʻ기피지역ʼ에 오래 근무하느냐, ʻ선호지역ʼ에 오래 근무하느냐
에 따라 교사가 갖는 주요 관심과 역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교급에 따른 교사의
교직 경험 차이도 클 수 있으며 순환근무제로 일정 기간 이상 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공립학교 교사와 입직에서 퇴직까지 거의 한 학교에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사 간에도 생
애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6) 어떠한 풍토의 학교에서 근무하는가, 어떠한 학교
장, 동료교사들을 만나는가에 따라서도 교사의 교직에 대한 관점과 관심이 달라질 수 있
으며(정광희 외, 2007) 성별 차이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윤흥주, 1996).

5) 시카고 대학 Chicago UTEP (University of Chicago Urban Teacher Education Program)은 이 프로
그램을 이수하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90% 이상이 시카고 urban public schools이나 비슷
한 urban public school district에 5년 이상 근무하고(retention)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http://uei.uchicago.edu/teachers/utep/index.shtml).
6) 정미경 외(2010)의 연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구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사 역량 조사
결과 분석 기초 자료에 의하면, 설문하고 있는 대부분의 역량과 관련한 중요도 등의 의견에서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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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사 생애단계, 혹은 발달단계 연구들은 교사들의 변화가 경력의 축적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요인과 조직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매우 역
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같은 경력의 교사라도 여
러 요인들에 의하여 서로 다른 생애단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urden(1980)은 교사발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발달에 대한 교사 인식에
는 교사 개인적 특성, 전문적 특성,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에 의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으로 교직
이전 환경(교직 입문 이전에 아이들과의 접촉, 교직 입문 이유, 직전 교육에 대한 반응,
가족 경험(친밀성) 등)과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의 개인적 환경(학교 밖 활동에 대한 관
심, 배우자, 친지, 자녀, 친구와 다른 교사들, 비교수 직업 경험, 이사 등의 생활 환경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적 환경으로는 학교 내 다른 교사, 학
교 건물,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 워크숍과 현직교육, 교육구, 일반사회, 교육과정, 교
사의 의무, 커미티, 교과 외 활동, 학교교사들의 교수 전문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그
는 최근 연구(Burden, 1990)에서 교사의 교직활동 특성들은 담당학년, 근무학교, 지역,
부장교사 경력, 그리고 전문적 활동에의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 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Burke 외(1987)의 연구 역시 교사 개인적 환경과 조
직적 환경이 교사의 생애 주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가정하고 개인적 환경 요인으로는
가족(내적 지원시스템 등), 긍정적인 결정적 사건들(결혼, 자녀 출산 등), 위기(사랑하는
사람의 병 등), 개인적 특성(축적되는 경험들, 대인 관계 등), 직업 외적 관심(취미 등),
삶의 수준(직업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조직적 환경 요인으로는 학교
교육에 대한 규제(국가적, 지역적 등), 학교경영 스타일(신뢰하는 분위기 등), 공공의 신
뢰(교직에 대한 신뢰와 지원 분위기 등), 사회적 기대(목표, 윤리와 가치 등), 전문적 조
직들(리더십, 지원, 전문적 현직 교육 지원 등), 교직단체(교사를 위한 지원 등) 등을 고
려하였다.
한편 윤흥주(1996)는 한국의 교사들은 경력의 증가에 따라 관심, 지식, 자질, 태도 등
이 변화해 나가며 이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요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는 이 점을 한국의 교사들이 개인적 경험이나 시행착오 등을 통하여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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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교사의 자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야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같은 교사 생애단계 모형을 활용하여 백승관(2003)은 오히려
교사의 변화에는 경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교사 직무 영역을 교사발달 요소로 규정하
고 교과지도, 교직가치관, 학교･학급경영, 자기개발, 전문성 등의 영역에서 능력과 경력
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교･학급경영 능력, 교과
지도능력 만이 경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노력, 교직 가
치관 등은 경력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교사발달 요소 전체의 평균
인 교직전문성은 경력과의 관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켜 교직의 직업안
정성이나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보다 일반적인 교원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Burke 외(1987)의 연구는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자신의 논
의 결과를 통하여 교사에게는 보다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교
사 스스로 자가 진단한 단계에 따라 개인별로 적절한 방식으로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선
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교사 생애단계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교사 개
인 배경 및 환경 요인을 추출하고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한
다. 개인 교사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
인 경향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Burden(1990)이 강조한 것과 같이 개인사적 측면
보다는 일반적인 조건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 어떠한 일반화된 경향이라도 다양한 요
인에 의한 가변성을 지니기 마련이지만 너무 많은 가변성을 고려하다보면 오히려 일반
화된 경향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Burden, 1980: 9).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한 교사 개인 배경 요인은 성, 성
장배경, 학력, 교직 입직 이유, 교직 이전 직업 경험 등이며 교직 환경 요인은 학교급,
학교설립유형, 근무지역, 기피학교 근무 경력, 부장교사 경력 등이다. 여기에 면담 결과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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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역량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해당 역량
강화 방안을 추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역량 개념과 교사 역량 개념
관련 기존 선행 연구를 개관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교사 역량 개념과 교사 역량 내용
을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절에서 수행할 교사 역량 내용 명료화 작업은 단순한
선행 연구 분석 차원을 넘어서서 이 연구가 취하는 관점에 기초하여 교사의 핵심 직무를
명료화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사 역량을 추출하는 작업까지 포괄한다.

가. 역량
Deist & Winterton(2005)에 의하면 역량이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ʻcompetenceʼ로 표
현되기도 하고 ʻcompetency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흔히 ʻcompetenceʼ는 어떤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기능적(functional)
특성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ʻcompetencyʼ는 성취를 뒷받침하는
사람의 행동적(behavioral) 특성을 이해하는 용어로 미국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Boak, 1991; Deist & Winterton, 2005에서 재인용). Woodruffe(1991)는 두 용어의
차이를 보다 명료하게 구분하여 ʻcompetenceʼ로서의 역량은 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의 특성(aspects)인 반면에 ʻcompetencyʼ로서의 역량은 만족할 만한 수행
(performance)을 뒷받침하는 사람의 행동을 뜻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두 용어 사이
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구분은 분명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ʻcompetenceʼ라는 용어로 어
떤 이는 한 직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직업 기준으로서의 성취 결과
(outcomes)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재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과업(tasks)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자질이나 특
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Mansfield, 2004).
여러 학자들의 역량에 대한 정의 방식에서도 이 개념 사용의 모호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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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역량 정의
학자

역량의 정의

McClelland(1973)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 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Klemp(1980)

업무에서 우수한 수행을 하거나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의 특성

Boyatzis(1982)

외적 성과 준거에 비추어 효과적인 행동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Mclagan(1982)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Fletcher(1991)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Cobin(1993)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Dubois(1993)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 효과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

Strebler& Bevans(1996)

업무 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을 포함하
는 광범위한 개념

Schippmann(1999)

측정 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

Green(1999)

직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 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 자료

출처: 이홍민(2010). P. 7.

이러한 역량 개념의 모호성은 이 개념이 학문 세계에서 개발, 사용되어 온 개념이기
보다 현장에서 실용적 목적으로 도출되어 특정 조직의 상황을 반영하여 활용되어 왔기
(오헌석, 2007)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개념의 명료성보다도 이 개념 도출의 문
제의식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역량 개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던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각각의 능력이 키워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실제 직무 수행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출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이 키워져야
그것이 원활한 직무 수행으로 연결될 것인가? 역량 개념은 이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ʻ역량ʼ을 ʻ효과적인 직무 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력 특
성ʼ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규정한 Mclagan(1982)의 역량 개념을 활용하되 여기에 ʻ역량ʼ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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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역량이 그것을 구성하는 ʻ개념적 요소ʼ들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를 효과적으로 ʻ수행ʼ하는 이들이 보이는 ʻ특성ʼ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
시에 이러한 특성들이 학습 경험을 통해 함양 가능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 교사 역량
역량 개념이 갖는 현장 지향성은 교사 역량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교사들
은 직전교육인 대학에서의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교사로서의 역량
을 발휘하게 되기보다 교사로서의 입직 후에 스스로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관련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rtie, 1975; Webb & Sikes, 1989). 한국 교사들 역시
수업이나 생활지도 능력 등의 교사 전문성 신장에 가장 도움을 준 것이 교사 양성 교육
이나 공적인 연수가 아니라 개인 차원의 시행착오라고 응답하고 있다(이혜영 외, 2002).
이러한 경향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공적인 교사의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역량 개념
이 교직에 적용될 필요성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 개념 활용의 다양성만큼 교사 역량과 관련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
다. 한편에서는 역량의 수행(performance) 지향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수행적 특성
이 나타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ʻ지식ʼ, ʻ기술ʼ, ʻ신념ʼ 등을 교사 역량으로 이해한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역량을 이해하고 있으며(이경진 외, 2009;
최진영 외, 2009; 조대연, 2009 등) 영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의 전문
성 표준(professional standards)도 이와 같은 틀에 기초하고 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교사 전문성 표준은 전문적 태도(professional attributes), 전문적 지식
과 이해(profession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전문적 기술(professional
skills) 등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질 기준들을
소개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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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영국의 교사 전문성 표준
구분

태도

영역
아동･
청소년과의
관계
기본틀
타인과
협력과 소통
개인 전문성
개발
교수학습
평가와
모니터링

전문
지식
과
이해

교과와
교육과정
독해력,
수리계산능
력, ICT
성취와
다양성
건강과
행복한 삶
계획

교수

기술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교수학습에
대한 성찰
학습 환경
그룹 활동과
협력

자질 기준
상호 존중하는 관계형성 및 잠재성을 일깨워주려 노력하는 태도
긍정적 가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양식 제시, 설정 가능
(a) 학교현장이해 및 책무성 인식, (b)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와 책임공유
아동･청소년･동료･부모와의 효과적 소통
학생 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동료･부모의 중요성 존중 태도
그룹 활동과 협동학습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a) 자신 수업 성찰 및 전문성을 위한 책임감, (b) 전문성 개발에 우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충고와 피드백을 수용, 코칭과 멘토링에 대한 열린 자세
교수학습의 원리를 이해, 학생 행동관리(생활 관리)에 대한 지식
교과평가요건 이해
형성평가 및 각종 평가접근 이해
관련 통계정보활용
교과와 교육과정 이해 및 다양한 학습자 대상 수업
명시적, 잠재적 교육과정과 교육체제의 상관성 이해
관련 전문 능력 평가 인증
관련 능력의 유용성 이해
발달수준 이해, 언어･문화･인종･종교･사회적 수준과 발달단계 수준의 학습자
에 대한 영향력 이해
개별화된 교육 제공 능력, 동료교사의 역할 중요성 이해
개별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 이해
(a)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이해, (b) 아동･청소년 정체성 확보 지원을 위한 태
도와 능력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계획,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모형 설계
학습자의 독해력, 수리계산능력, ICT기술 발전 기회 계획
학습자 발전 유지･확장･통합 가능한 과제와 활동 계획
(a) 다양한 교수 전략과 자료 사용 (b)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 입문 지원
및 적용 유도 능력 (c) 학습자 수준에서의 전달 능력, 설명･질문･토의･회의 등
의 방법 활용 수업 (d) 전체학급, 소그룹, 개인에 따른 학습 관리 능력
(a) 평가･모니터링･기록 전략의 효과적 활용 (b) 학습자 학습욕구 평가
학습자의 성취･발전･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건설적 피드백 제공
학습자의 자기 학습 성찰 방향 제시, 학습자의 진보 명료화 및 학습동기 유도
모든 학습자 변화에 근거한 교육 효과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수업 계획 변경
교육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학습자 생활 관리 및 자기통제와 독립성 함양을 위한 학급규율 체계 구축
동료와의 협력 태도 및 효과적인 수업 방법 공유
협동학습 유용성 강조 태도 및 그룹 활동 내 역할에 대한 책임 강조

출처: TDA(2007). www.tda.gov.uk/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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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서의 ʻ역량ʼ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교육고용부(DfEE, 2000), 강석주(2004), 강경석
외(2004), 이홍민(2010)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우선 영국의 교육고용부(DfEE,
2000)에서는 우수한 수행 특성을 보이는 능력 있는 교사(competent teachers)의 주요
특성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교수기술(Teaching skills)로서, 이는
수업에서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고, 모든 학생들의 도전의식을 북돋기 위해 적절한 차별
화 전략을 사용하며, 국가 교육과정 목표에 합당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고, 학생의 지식
과 이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수업 계획, 수업 방
법, 평가 등과 관련된 35가지 행동들을 포함한다. 둘째는 전문적 자질(Professional
characteristics)로서, 이는 유능한 교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하는 내면화된
(deep-seated) 특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및 배치, 대인관계능력, 분석적･개념적
사고, 리더십, 전문성 등의 총 5가지 범주에서 도전과 지원, 신뢰, 타인 존중 등의 총 16
개 특성이 포함된다. 세 번째 영역은 학급 풍토(Classroom climate)이다. 이는 특정 교
사의 학급 학생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집합적 인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각 수업의 목적
을 명료화하고 학급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행위 방식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설
정하는 등을 포함하는 총 9가지 차원의 특성이 포함된다.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로서 강
석주(2004)는 우수교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 역량을 ʻ교과내용
전문성ʼ, ʻ교수기술 전문성ʼ, ʻ학생 육성ʼ, ʻ정보 관리ʼ, ʻ조직 관리ʼ, ʻ팀웍ʼ, ʻ기본 직무 태도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역량을 정의하면서 ʻ교과내용전문성ʼ, ʻ교수기술전문성ʼ
은 ʻ교과지도 역량ʼ으로, ʻ학생 육성ʼ, ʻ정보 관리ʼ, ʻ조직 관리ʼ 등은 ʻ학급경영 역량ʼ으로,

ʻ팀웍ʼ, ʻ기본직무태도ʼ 등은 ʻ교무실 생활 역량ʼ으로 분류하고 각 역량의 속성을 행동특성
으로 설명하고 있다. 강경석 외(2004)의 연구는 ʻ역량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ʻ직
업 능력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역량과 같은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같은 범주의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사의 직무능력 요소를 ʻ교사
로서의 자질ʼ, ʻ학습지도 능력ʼ, ʻ학급경영 능력ʼ, ʻ업무수행 능력ʼ으로 구분하고 그 직무능
력 요소들을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을 또 다시 수행 능력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홍
민(2010)은 수석교사 역량 평가를 위해 수석 교사의 직무 수행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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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과정, 산출 차원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각각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추출하여 제
시하고 있다. 그는 수석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내면적 가치 역량(교사소명의식, 실용
변화추구, 제자와 수업에의 올인, 윤리적 주도), 투입 차원 직무 역량(총력전문성확보,
효과적 수업추구, 학생만족지향, 근접개발지원), 과정 차원 직무 역량(수업모델개발, 문
제해결지원), 산출 차원 직무 역량(적극성찰, 수업체계화지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현재 수석교사 역량 평가에 실제 활용되고 있는 수석교사 역량은 ʻ교과(수업)
전문성ʼ, ʻ수업지도안 작성ʼ, ʻ수업시연ʼ, ʻ형성평가 문항제작ʼ, ʻ관계형성 리더십ʼ, ʻ학생지
도력ʼ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들 연구는 교사 역량 개념 수준의 일관성 부족(예를 들어 영국 교육고용부(2000),
강석주(2004), 이홍민(2010) 등), 역량 구분 방식이나 역량 특성을 ʻ수행ʼ 수준에서 기술
하는 방식에서의 한계(예를 들어 강경석 외(2004)), 수업 중심 역량 분석(예를 들어 이
홍민(2010)) 혹은 역량 설정(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2010))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
나 기본적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교사 역량을 분류하는 연구들과 구분되는 수행
중심 역량 개념 적용 시도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역량 개념에 기초하여 교사 역량을 ʻ효과적인 교사 직무
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력 특성ʼ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 개념은
교사로서 지녀야 할 학생, 교과, 행정조직 등에 대한 지식, 교육에 대한 헌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등의 태도로 환원하여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합하여 나타
나는 수행 능력 특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지식, 기술, 태도가 통합된 의미로서의 역량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역량으로서의 ʻ이해ʼ(understanding)와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ʻ지식ʼ(knowledge) 개념이 갖는 차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적으로 ʻ지식ʼ은 “어
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혹은 알고 있
는 내용이나 사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비해 ʻ이해ʼ는 “깨달아 앎, 잘 알아서 받아
들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ʻ이해ʼ는 ʻ지식ʼ을 지닌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신
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도 지식
(knowledge)과 이해(understanding)를 정의하는 방식은 같은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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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ʻ지식ʼ은 “학습이나 조사에 의해 어떤 사실, 진실, 원칙에 대한 익숙함” 혹은 “특정
주제나 학습 영역과 관련한 익숙함”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 반면, 이해(understanding)는

“이해(comprehend)하는 사람의 마음의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ʻ이해(comprehend)ʼ
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포착하다”, “포용하다”,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우월한 힘” 등
으로 정의된다(http://dictionary.reference.com). 곧 ʻ이해ʼ는 익숙함(지식)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포용하고 판별할 수 있는 힘이다. 곧 ʻ익숙함ʼ으로서의 ʻ지식ʼ은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역량이라고 하기 어려우나 ʻ포용하는 행위ʼ로 나타나는 ʻ이해ʼ는 하나의
역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ʻ지식ʼ은 학생에 대해 ʻ아는 것ʼ 이상을
의미하지 않지만 학생에 대한 ʻ이해ʼ는 학생을 포용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역
량이다.
교사로서의 역량을 교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수행(혹은 기술), 태도로 기술하
는 경우에는 이들 각각에 대한 훈련이 모아져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
는 이를 길러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 이에 비해 직무 수행에 구현되는 능력 특성으
로 역량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ʻ교사 자신
의 존재와 관계된 무엇ʼ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ʻ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ʼ가 수업이나
학급 운영의 장(場)에서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ʻ표현ʼ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때 그것
이 교사 역량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다. 교사 역량 세부 내용
ʻ교사 역량ʼ을 ʻ효과적인 교사 직무 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력 특성ʼ으로 규
정할 때 이 교사 역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해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교사 직무 분석 결과를 활용하
여 교사의 핵심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에 따른 교사 역량을 도출해 보고자 하
였다.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사 직무를 크게 교과수업, 생활
지도, 학급경영, 학교운영지원, 연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삼환 등(1996)은 ʻ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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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ʻ생활지도’, ʻ학급경영 및 특별활동’, ʻ행정관리’, ʻ대외관계’, ʻ연구 및 연수’, ʻ기타’ 등
으로 교사 직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박영숙 등(1999)은 ʻ수업 및 평가’, ʻ학생지도’, ʻ학급
경영’, ʻ연수활동’, ʻ학교교육과정 운영’, ʻ지역사회 및 대외 관계 협력’, ʻ행정사무’, ʻ전문
적 책임 수행’ 등으로 구분한다. 김이경 등(2005)은 ʻ수업지도ʼ, ʻ학생지도ʼ, ʻ학급경영ʼ,

ʻ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ʼ, ʻ학부모 및 대외 관계’, ʻ학교경영지원’, ʻ연수활동’ 등으로 구
분하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모색한 정미경 등(2010)은 교사 직무를 ʻ
교과지도ʼ, ʻ교과외 활동지도ʼ, ʻ생활지도ʼ, ʻ학급경영 및 학교경영 지원ʼ, ʻ학부모 및 대외
관계ʼ, ʻ전문성 신장ʼ 등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여 교사 직
무를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영역별로 우수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
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직무를 기술한다. 둘째, 교사 직무 내용 기술에 있
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셋째, 학생의 인성교육, 일상생활기본 교육 등의 “생활
지도”는 교과 수업 외의 장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 수업을 비롯하여 학
교생활 전반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학생과 관련한 교사 직무 영역을 교과지도(혹은 교
과수업), 생활지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ʻ수업ʼ과 ʻ학급 운영 및 생활지원ʼ으로 구분한다.
넷째,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 일방적 관계를 가정하는 개념
보다는 수업, 학생생활지원 등, 교사와 학생과의 쌍방향적 관계 설정이 가능한 개념을
사용한다.
또한 교사 직무 분류 시에 역할, 과업, 과업 내용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일
반적인 특정 직업 직무 분석 시 활용되는 개념들이다(박종성 외, 2005 참조). 우선 교사
직무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역할(role or duty)7)로 규정하고 하나의 역할을 체계
적이고도 논리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눈 것을 과업(task)이라 한다. 또한 과업을 구성하
는 세부 내용을 과업 내용(task element)이라 규정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직무는 여러
종류의 역할(Roles)로 구성되며 역할은 여러 종류의 과업(Tasks)으로 나뉜다. 이 과업
들은 내용 체계에 따라 세부 과업 내용(Task elements)으로 나뉘며 이들은 수행적 용어
(Performance statements)로 진술될 수 있다.
7) 이것은 일반 직무 분석에서는 ʻ책무ʼ로 명명되곤 한다(박종성 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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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적 틀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교사 직무를 구성하는 역할을 ʻ수업ʼ, ʻ학급
운영 및 학생생활지원ʼ, ʻ학교운영 및 행정ʼ 등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과수업이
나 교과외 활동 지도, 평가 등은 모두 ʻ수업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학급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임교사의 활동은 수업과 구분되는 것이라 보아 별도의 영역
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상호작용과는 다른 종류의 학생 상담
등의 각종 지원 활동이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ʻ학급운영 및 학생생활지
원ʼ을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학교교육과정운영이나 그 밖의 학교행정과
관련한 업무들을 ʻ학교운영 및 행정 영역ʼ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전문성 신장,
연수 등의 이름으로 별도 영역으로 분류하였던 교사의 각종 자기 개발 활동은 별도의 역
할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교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핵심 역할을 구성하는 한 종류의
과업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분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이홍민 외(2010), 이경진 외(2009), 강경석･김영만
(2006), 영국의 교육고용부(DfEE, 2000) 등의 교사 직무 내용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각
역할 영역별 효과적인 직무 수행 특성을 과업과 세부 과업 수준으로 구분해 본 것이 <표

Ⅱ-3>의 내용이다.

<표 Ⅱ-3> 교사 직무 세부 내용
역할
(Roles)

과업
(Tasks)

과업 내용(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수업
준비

○ 연간, 학기별, 주제별 수업의 방향과 목적을 명료화한다.
○ 주제별 수업 계획을 수립한다.
○ 핵심 수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업 시 문제가 될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한다.
○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자료와 수업방법을 구안한다.

수업
실시

○ 매 시간 수업에서 그 방향과 목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 매체를 활용한다.
○ 학급 내 ʻ모든ʼ 학생이 수업에 몰입,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 학생 능력과 관심의 편차를 포착하여 각각에 대응한다.
○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 촉진한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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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Roles)

학급운영
및
학생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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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Tasks)

과업 내용(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학생
평가

○ 수업의 방향 및 목적과 일관된 평가 방법을 구안한다.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다.
○ 개별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할 과제 구상 및 학습 관련 조언 내용을
구상한다.

수업
평가
(반성)

○
○
○
○

수업
전문성
증진

○ 수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동료들과 수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한다.
○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학습을 하거나 연수에 참여한다.

계획
수립

○ 학급 운영 방향을 명료화하고 연간 학급활동을 계획한다.
○ 학급 운영 방향과 계획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 학생들이 학급 규칙 제정 등, 학급 운영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개개 학생의 가정환경, 인성, 교우관계 등과 관련한 기존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 학교 안팎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이 과정에서 학교 내외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관련
활동

○ 집단적 활동, 혹은 개별 학생 단위 학급활동(예를 들어 음식 만들기, 캠프,
영화 감상 등)을 진행한다.
○ 학급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 개별 학생과 주기적으로 상담한다.
○ 개별 학생 학부모와 주기적으로 상담한다.
○ 필요할 때 가정방문을 한다.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예를 들어 전문 상담, 기
초학력지원, 동아리 활동 등)을 연결시켜 준다.
○ 필요하면 학교 밖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준다.

활동
성과
분석

○ 학급 학생들과 관련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정리, 분석, 활용한다.
○ 시도된 활동의 효과를 학생의 일상적 태도, 교과 성취도, 교우 관계의 변화
등을 통해 분석한다.
○ 학교 내외 상담사 등 학생 변화 확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협력한다.
○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구안하며 주요 성과를 확인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

관련
전문성
증진

○ 학급 운영 및 다양한 배경의 학생지원방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지원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 학급 운영, 학생 심리 검사 활용 방법, 학생 상담 기법 등을 주기적으로 학
습하거나 관련 연수에 참여한다.

학생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수업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시도된 새로운 수업방법의 결과를 분석한다.
주기적으로 공개 수업을 실시하여 수업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
수업 성과 및 장애 요인을 추출하여 활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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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Roles)

과업
(Tasks)
업무
계획
수립

학교
운영
및
행정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성과
분석
업무
수행
전문성
증진

과업 내용(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 학교 전체 운영 구조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의 성격을 파악한다.
○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기획한다.
○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된 모든 구성원과 기획된 내용을 협의하여 업무
계획을 확정한다.
○ 업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한다.
○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 동료 교사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월별, 분기별, 연간 업무 성과를 학교 전체 운영과 연결하여 자체 평가한다.
○ 자체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해당 조직, 기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의견을 듣는다.
○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구안하며 주요 성과를 확인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
○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 주기적으로 관련 학습을 하거나 연수에 참여한다.

위와 같은 교사 직무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사의 과업 내용별로 요구되는 교사 세
부 역량을 추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상위 역량을 분류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 교사 교육의 세부 목표(Objectives)와 최종 목표(Goals) 사이를 잇는 고리로서 역량
개념을 이해한 Bawane & Spector(2009)의 개념적 틀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들에 의하면,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종 목표(Goals)는 넓은 의미의 성과를 의미
한다. 세부 목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학습 성과이다. 이러한 연속성 체계 속에서
역량은 최종목표보다는 더 구체적인 개념이고 목표는 세부 역량(Sub-competencies)보
다 더 구체적인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소수

최종 목표(Goals)

일반적

역량(Competencies)
세부 역량(Sub-competencies)
다수

세부 목표(Objectives)

구체적

[그림 Ⅱ-1]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역량과 목표와의 관계(Bawane & Spector,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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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의 직무는 여러 종류의 역할(Roles)로 구성되며 역할은 여러 종류의 과업
(Tasks)으로 나뉜다.8) 다시 과업은 수행적 용어(Performance statements)로 진술 가
능한 세부 과업 내용(Task elements)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부 과업 내용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 세부 역량(Sub-competencies)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역할(Roles)

일반적

과업(Tasks)
과업 내용(Task elements)<-->세부 역량(Sub-competencies)
세부 목표(Objectives)

구체적

[그림 Ⅱ-2] 직무 분석에서 과업과 역량과의 관계

과업 내용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역량(Sub-competencies)들을 묶은(grouping)
것이 역량(Competencies)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다시 관련된 역량끼리 특정 영역
(Domain)의 역량으로 묶을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Domain)

일반적

역량(Competencies)

세부 역량(Sub-competencies)

구체적

[그림 Ⅱ-3] 역량 개념들 사이의 관계

이러한 개념 틀에 기초하여 교사 역량을 분석한 것이 다음 <표 Ⅱ-4>와 <표 Ⅱ-5>의
내용이다.

8) 이하에서는 Bawane & Spector(2009)의 개념 틀을 수정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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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 내용별 요구 역량
역할
(Roles)

과업
(Tasks)

과업 내용
(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세부 역량
(Sub-competencies)

○ 연간, 학기별, 주제별 수업의 방향과 목적을 명
료화한다.
○ 주제별 수업 계획을 수립한다.
○ 핵심 수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업 시 문
제가 될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한다.
○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자료와 수
업방법을 구안한다.

▪현대사회 이해
▪공교육 주요 정책
이해
▪국가교육과정 체계
이해
▪학년별 교육과정
이해
▪교과 내용 이해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다문화교육 이해
▪수업자료 및
수업방법 관련 정보
활용
▪비전 설정 능력

수업
실시

○ 매 시간 수업에서 그 방향과 목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을 존중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업 매체를 활용한다.
○ 학급 내 ʻ모든ʼ 학생이 수업에 몰입,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끈다.
○ 학생 능력과 관심의 편차를 포착하여 각각에 대
응한다.
○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 촉진한다.

▪교과내용 이해
▪학생 언어 발달 수준
이해
▪학생문화 이해
▪개별 학생 능력 및
관심에 대한 이해
▪타인 수용력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설명 능력
▪타인 의견 경청 능력
▪설득 능력
▪매체 활용 능력
▪갈등관리능력

학생
평가

○ 수업의 방향 및 목적과 일관된 평가 방법을 구
안한다.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의 관심과 수준의
변화를 확인한다.
○ 개별 학생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시할 과제 구상
및 학습 관련 조언 내용을 구상한다.

▪교과 평가방법 이해
▪교과 평가 결과 해석
능력
▪평가결과에 기초한
수업계획 수립 능력

수업
준비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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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Roles)

과업
(Tasks)

과업 내용
(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활동
성과
분석

○ 학급 학생들과 관련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정리,
분석, 활용한다.
○ 시도된 활동의 효과를 학생의 일상적 태도, 교과
성취도, 교우 관계의 변화 등을 통해 분석한다.
○ 학교 내외 상담사 등 학생 변화 확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협력한다.
○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구안하며
주요 성과를 확인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

▪정보수집･분석력
▪정보 활용력
▪공동작업 능력
▪학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학생
지원
전문성
증진

○ 학급 운영 및 다양한 배경의 학생지원방법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한다.
○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지원 관련 지식이나 노
하우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 학급 운영, 학생 심리 검사 활용 방법, 학생 상
담 기법 등을 주기적으로 학습하거나 관련 연
수에 참여한다.

▪정보수집･분석력
▪요구분석 능력
▪공동작업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지속적 학습력

학교
업무
계획
수립

학교
운영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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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전체 운영 구조 속에서 자신이 맡은 업무
의 성격을 파악한다.
○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기획한다.
○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된 모든 구성원과 기
획된 내용을 협의하여 업무 계획을 확정한다.

학교
업무
수행

○ 업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한다.
○ 동료 교사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 동료 교사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
업무
수행
성과
분석

○ 월별, 분기별, 연별 업무 성과를 학교 전체 운
영과 연결하여 자체 평가한다.
○ 자체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해당 조직, 기타
관계자들과 공유하며 관련 의견을 듣는다.
○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여 해결 방안을 구안하며
주요 성과를 확인하여 관련 활동을 확대한다.

업무
수행
전문성
증진

○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한다.
○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동료 교사들과 공유한다.
○ 주기적으로 관련 학습을 하거나 연수에 참여한다.

세부 역량
(Sub-competencies)

▪공교육 체계 및
교육정책 이해
▪학교교육과정 이해
▪학교조직 이해
▪학교예산체계 이해
▪교육관련 법규 및
복무 규정 이해
▪장단기 계획 수립
능력
▪비전 공유 능력
▪정보수집 및 분석력
▪업무 추진력
▪공동작업 능력
▪갈등관리 능력
▪정보 분석력
▪공동작업 능력
▪다양한 의견 수용
능력
▪갈등관리 능력

▪정보수집･분석력
▪공동작업 능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지속적 학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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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Roles)

과업
(Tasks)

과업 내용
(Task Elements/Performance statements)

세부 역량
(Sub-competencies)

수업
평가
(반성)

○ 학생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수업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 시도된 새로운 수업방법의 결과를 분석한다.
○ 주기적으로 공개 수업을 실시하여 수업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듣는다.
○ 수업 성과 및 장애 요인을 추출하여 활용 및 해
결 방안을 모색한다.

수업
전문성
증진

○ 수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동료들과 수업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한다.
○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 학습을
하거나 연수에 참여한다.

계획
수립

○ 학급 운영 방향을 명료화하고 연간 학급활동을
계획한다.
○ 학급 운영 방향과 계획을 학생들과 공유한다.
○ 학생들이 학급 규칙 제정 등, 학급 운영 계획 수
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개별 학생의 가정환경, 인성, 교우관계 등과 관
련한 기존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
○ 학교 안팎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이 과정에서 학교 내외 상담사 등 관련 전문가
를 활용한다.

관련
활동

○ 집단적 활동, 혹은 개별 학생 단위 학급활동(예
를 들어 음식 만들기, 캠프, 영화 감상 등)을 진
행한다.
○ 학급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 개별 학생과 주기적으로 상담한다.
○ 개별 학생 학부모와 주기적으로 상담한다.
○ 필요할 때 가정방문을 한다.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
그램(예를 들어 전문 상담, 기초학력지원, 동아
리 활동 등)을 연결시켜 준다.
○ 필요하면 학교 밖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준다.

▪정보 분석력
▪요구 분석력
▪다양한 의견 포용력
▪타인 수용력
▪공동작업 능력
▪갈등관리능력
▪비전 설정 능력
▪정보 수집 능력
▪공동작업 능력
▪다양한 의견 포용력
▪논리적 글쓰기 능력
▪지속적 학습력
▪학급운영의 목적 및
방향 이해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배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
▪조직운영 원리 이해
▪집단활동 기획력
▪정보 수집 능력
▪학교교육과정 이해
▪지역사회 자원 및
프로그램 이해
▪공동작업 능력
▪타인 의견 경청 능력
▪비전 설정 및 공유
능력
▪비전 공유 능력
▪갈등관리능력
▪타인의견경청능력
▪설득능력
▪친화력
▪요구분석능력
▪학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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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교사 역량
영역
(domains)

역량
(competencies)

A. 학생 이해력

B. 교과 수업 및
평가 이해력

C. 교육과정 이해력
이해

D. 학급운영 이해력
E.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력

E1 학교조직체계 이해
E2. 학교행정 및 예산체계 이해

F. 지역사회 이해력

F1.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이해
F2.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해

G. 공교육체제 이해력

H. 현대 사회 이해력

분석
및
조직

I. 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

J. 기획 능력

K. 대인관계 능력
L. 의사소통 능력
관계 형성
M.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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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역량
(sub-competencies)
A1.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A2. 학생문화 이해
A3.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
(계층, 인종, 문화, 성, 지역 등)
B1. 교과내용 이해
B2. 교수방법 이해
B3. 평가방법 이해
C1. 국가교육과정 이해
C2. 학교교육과정 이해
C3.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이해
C4.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 이해
D1. 학급운영 목적 이해
D2.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G1. 한국 공교육정책 이해
G2. 핵심 이슈 이해
H1.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H2. 노동 시장 및 직업 구조 현황 이해
H3.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I1. 정보 수집 및 분석력
I2. 정보 활용력
I3. 컴퓨터 및 기타 매체 활용 능력
I4. 논리적 글쓰기 능력
I5. 지속적 학습력
J1. 요구분석력
J2. 비전 및 계획 수립 능력
J3. 공문서 작성 능력
K1. 친화력
K2. 공동작업 능력
L1.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설명 능력
L2. 타인의 의견 경청 능력
L3. 설득 능력
M1. 비전 공유 능력
M2. 다양한 의견 포용력
M3. 갈등 관리 능력
M4. 업무 추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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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분류한 교사 역량 내용을 ʻ영역ʼ과 ʻ역량ʼ 수준에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6> 교사 역량 정의
영역
(정의)

역량

역량 정의

학생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A.

발달단계 특성, 학생 문화, 계

학생

층 등 학생 환경과 교육과의

이해

관계 등에 대해 알고 이를 각
종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능력

이해
(교사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핵심
지식을 자신의

세부 역량

A1.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A2. 학생문화 이해
A3.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
(계층, 인종, 문화, 성, 지역 등)

B.

가르쳐야 할 교과의 핵심 내용

교과

을 이해하여 적절한 교수방법

B1. 교과내용 이해

수업

을 적용한 수업 계획을 수립하

B2. 교수방법 이해

및 평가

여 운영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

B3. 평가방법 이해

이해

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것으로
소화하여

전체 국가교육과정과 학교교

실제로 다양한

육과정 체계 내에서 교과의 학

역할 수행

C.

년별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수

장면에서 이를

교육

업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동

활용할 수

과정

아리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있는 능력)

이해

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여 필
요로 하는 학생들과 연결할 수

C1. 국가교육과정 이해
C2. 학교교육과정 이해
C3.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이해
C4.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 이해

있는 능력

D.

학급운영의 주요 목적을 이해

학급

하여 학급 운영 방향을 설정하

D1. 학급운영 목적 이해

운영

고 그에 맞는 학급운영방법을

D2.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이해

구안하여 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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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의)

분석 및 조직
(교사 직무
수행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자신의 역할
수행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기획하여 동료
및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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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역량 정의

세부 역량

E.
학교
조직 및
행정
체계
이해

학교조직의 운영 방향과 원리,
학교행정 및 예산 체계 등을
이해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하는 능력

El. 학교조직체계 이해
E2. 학교행정 및 예산체계 이해

F.
지역
사회
이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
회 자원과 각종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능력

F1.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이해
F2.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해

G.
공교육
체제
이해

한국 공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핵심 이슈를 이해
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료화하
고 이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능력

G1. 한국 공교육정책 이해
G2. 핵심 이슈 이해

H.
현대
사회
이해

한국 사회 변화 흐름 및 교육
관련 주요 세계적 이슈를 이해
하여 수업 및 학생 진로 지원
에 활용하는 능력

H1.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H2. 노동 시장 및 직업 구조 현황 이해
H3.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I.
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

주요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
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수
집･분석･활용하며 역할 수행
성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학생 및 동료와 공유하고 요구
되는 영역 관련 학습을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능력

I1. 정보 수집 및 분석력
I2. 정보 활용력
I3. 컴퓨터 및 기타 매체 활용 능력
I4. 논리적 글쓰기 능력
I5. 지속적 학습력

J.
기획
능력

주요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학
생 및 동료들의 요구를 분석하
고 그에 기초하여 비전과 구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J1. 요구분석력
J2. 비전 및 계획 수립 능력
J3. 공문서 작성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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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정의)

관계 형성
(각종 교사
역할 수행에서
학생, 동료,
학부모 등
함께 하는
대상과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의도하는 바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능력)

역량

역량 정의

세부 역량

K.
대인
관계
능력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과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핵
심 역할에서 요구되는 각종 활
동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능력

K1. 친화력
K2. 공동작업 능력

L.
의사
소통
능력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 대
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고 타인
의 의견을 경청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L1.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설명 능력
L2. 타인의 의견 경청 능력
L3. 설득 능력

M.
리더십

주요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설
정한 비전을 학생, 학부모, 동
료교사들과 공유하며 다양하
게 제기되는 의견을 포용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관리
하는 가운데 업무를 효과적으
로 추진하는 능력

M1. 비전 공유 능력
M2. 다양한 의견 포용력
M3. 갈등 관리 능력
M4. 업무 추진력

이상에서 분류한 교사 역량들은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자료를 이해할 때에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단계별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해당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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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사의 생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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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입직해서 퇴직하기까지 겪는 과정은 교사마다 다르다. 교직에 입문하는 계기
도 다르며 교직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교사들이 경험하는 환경도 다르다. 개별 교사의
성향도 다르고 거기에 교직 밖 개인 교사 삶의 경험까지 덧붙여지면 한 교사가 만들어내
는 삶의 이력에서 다른 교사와의 유사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입문해서 퇴직하기까지 교사가 겪는 교직 경험 과정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사마다의 개별적인 삶의 색깔 차이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그것은 ʻ한국ʼ사회 교직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교직의 일반적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초, 중, 고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면담
한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를 추출하고 각 생애단계별 특징을 기술해 보
고자 한다.

1. 생애단계 기술의 범위
한국의 교사는 수업이나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학교 조
직에서 요구되는 교무 업무 등 각종 학교 행정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또한 한국의 교사
에게 승진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서 떠나 학교 행정가로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
이 점에 의해 교사가 겪는 생애단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학교
라는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생애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이나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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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생애단계이다. 전자는 학교조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과 관련한 생애단계이고 후자는 가르치는 내용,
학생, 그리고 교사 자신과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교사의 관점, 태도 등에
관련된 생애단계이다. 전자는 동료 교사나 학교행정가들의 눈에 잘 드러나는 생애단계
이고 후자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과 내용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어서 교사 본인은
감지하나 동료 교사나 학교행정가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애단계이다.
이 두 차원의 역할은 모든 교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각 생애
단계를 모든 교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교직에 입문하여 퇴직까지 거의
35년 이상의 교직 생활에서 교사가 갖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개별 교사가 겪는
생애단계가 다르다. 이 때 다르다는 것은 개개 교사별로 생애단계의 특성이 모두 다르다
는 의미가 아니라 교사의 특성에 따라 일련의 단계 중 겪는 것이 있고, 겪지 않는 것이
있으며, 특정 단계를 경험하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직에 입문하는 초기부터 학교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남녀,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기부
터 조직 구성원을 아우르는 역량이나 업무 처리 역량에서 두각을 발휘하여 학교 안팎에
서 인정을 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을 이 영역에서 만들어간다. 경력 22년
의 한 사립고등학교 고00 수학 교사는 ʻ수학 교사ʼ로서보다는 ʻ조직 내 주요 역할을 수행
할 핵심 인물ʼ로서 자신의 22년 교직 생활을 설명한다.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
을 시작한 지 3년 뒤, 같은 재단 중학교의 요청을 받아 중학교로 가서 16년을 근무하였
고, 이후 다시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받아 현재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
등학교 모두 그를 불렀던 주된 이유는 “모두 각자 흩어져 있는 학교를 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중학교 근무 16년 동안 “고입”을 담당하고 14년 동안 부장
을 했다는 그는 고등학교에 부임한 다음 해에 3학년 부장을 맡고 현재는 교무기획부장
이다. 또 다른 예인 지방 초등학교 고00 교사는 입직 초기부터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기반으로 정보화 계통의 학교 업무에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컴퓨터가 처음 도입
되었던 시점부터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련
능력을 키우면서 어느 학교에서나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교사 연수 등을 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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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대외적으로도 알려지는 존재가 되었다. 경력 19년째 여교사인 그녀는 경력 38
년, 40년의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무부장이다.
이들과 대조되는 사례는 주로 수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교사 사례이다. 서울 사립고
과학 교사로 29년째 근무하고 있는 인00 교사는 입직 초기부터 교직에 들어오기 전, 출
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던 경험에 기초해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분석하
여 자신의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새롭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방향
이 자신이 수업하면서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 오던 그 방향
과 항상 일치했었다고 한다. 그는 25년 전부터 과학실을 교과교실로 만들어 과학실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재의 그림을 그려 꾸미고 각종 학습 자료와 도구 배치는 물론,
필요에 따라 때로는 강의식으로 때로는 모둠식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책상을 설
치하여 활용해 왔다고도 한다. 이러한 역량은 그로 하여금 “여교사가 고3을 맡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3학년을 맡을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의 수업 경험에 기초하여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교사 연수 강사로도 활동한다.
전자를 행정가형, 후자를 수업형으로 명명할 수 있을 만큼 각 범주의 교사들이 경험
하는 교직 생활의 범위와 내용은 다르다. 이 차이는 그들이 경험할 생애단계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유형의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경험하는 생애
단계를 교사 유형별로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유형화하여 제
시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사 생애단계의 보다 일반적인 특징을 추출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
교사들과의 면담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을 엮어 내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교사 생애단계는 개별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단계이기보
다 교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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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단계별 특징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을 학교라는 하나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사
가 겪는 변화와 수업이나 학급운영 등 교사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가 겪는 변화 두
차원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조직 내 역할 변화
ʻ조직 내 역할 변화ʼ 차원의 생애단계는 교사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해 나가고 이 가운데 동료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교사 생애 변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직에 입직해서 퇴직
하기까지 조직 내 위치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업
무에 익숙해지기 위한 학습 단계로서의 ʻ적응기ʼ, 어느 정도 학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학교 내 비중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ʻ자립기ʼ, 승진 가능성을 구체적으
로 타진하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ʻ승진 고려기ʼ, ʻ나이 듦ʼ을 의식하고 퇴직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ʻ퇴직 준비기ʼ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생애단계는 평교사가 겪는 생애단계이다. 승진고려기를 거쳐 승진에 성공
한 교사의 경우, 그는 더 이상 평교사의 범주에 들지 않게 된다. 이 연구가 포괄하고자
하는 범위는 평교사의 생애단계이므로 학교행정가로 승진한 교사의 생애단계는 여기에
서 다루지 않는다.

1) 적응기
: 학교 차원 일을 거의 맡지 않거나 단순 업무를 맡는다.
교사는 처음 입직 때부터 경력 교사와 같은 종류의 일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일의
대부분을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해 나간다는 점은 교직의 주요 특징으로 거론
되고 있다(Lortie, 1975). 그러나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학교 차원 업무의 경우는 그렇
지 않다. 교직에 처음 입문한 초임 교사들에게는 학급 담임을 맡기지 않거나 비중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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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임교사에게 학교조직과 교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배려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학교 업무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고 내용을 기획하는 등의 “비
중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소위 “단순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들이
맡겨진다. 이 때문에 한 교사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획하여 만들어가는 “브레인”들
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몸을 쓰는 일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문00(서울 초, 4년 , 여): 옆반 선생님이 오늘 좀 남아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예 뭔데요?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남아서 해드리고 단순한
어떤 그런 노동들이 많았어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계획을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뒤에서 속된 말로 뭐라고 해야될까... 시다바리라고 해야될까.. 네 단순
한 정말 생각 없이 하는 단순노동의 일들이 많았어요.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끼워서 만들어주세요, 편철하고. 부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서 하고 그런 일들이 주어졌어요. 학교 업무로 힘든 건 아니었죠. 그때는 그렇
게 일도 안시켰고요 초임한테 일을 시키면 안된다고 하셨으니까.

1)

김00(서울 중, 3년, 여): 저희 20대랑 30대는 몸을 쓰는 일꾼들이고요. 40,50대는 이
렇게 브레인 것 같거든요.
연구자: 몸을 쓰는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그 체력을 많이 소모 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연구자: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체육대회 때라던지... 무엇인가 전체 회의를 한다던지 부분 모임을 가질 때
귀찮은 부분인데 그걸 제가 맡게 될 때가 있었어요. 기록이라던지 기록 담
당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걸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다 결제를 받고 이런
게 계속 있고요.
* 이는 경력 연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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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상황별 대처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ʻ학교ʼ란 매우 익숙한 곳이다. 오랜 기간 학생으로 초, 중, 고등
학교를 경험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는 다른 직장과 달리 그리 낯선 곳이 아니다. 더욱이
교생실습은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향후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교사가 어떠한 위치
에 있게 되는지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처음 교직에 입문하는 교사는 자신이 일하게 되는 학교가 자신이 상상한 학교
가 아님을 깨닫는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는 것이 교사의 핵심 역할일 것이라고
상상했던 교사들은 학교장,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일반 동료 교사, 행정실장과 그
밖의 행정실 직원, 영양사 등등 자신이 부딪쳐야 할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다양하며 이
들과 적절히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입직
한 후에야 깨닫는다.
기간제 교사 등, 정규 교사 발령 전에 교직 경험을 해 보거나 타 직종에서의 직장 생
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가 갖는 부담이 덜하다. 특히 신임 교사
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하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거나, 학교가 위치한 지역 규모가
작을 경우 학교 내외 인간관계망이 좁아 교사 자신이 갖는 심리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
진다. 도시 지역 대규모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임교사의 존재가 학교 내에서 부각되
지 않고 그 만큼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00(지방 초, 4년, 남): 친구들 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편이예요. 26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는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이제 여러 선
배 선생님들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 부딪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 가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
을 전혀 모르고 직장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딱히 가르켜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
니고 제가 부딪혀 가면서 느끼면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처음에는 애들만
잘 가르치고 애들하고만 잘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게 다 인줄 알았는데 와 보
니까 학교는 어떻게 얘기 하면 좀 작은 기업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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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00(서울 초, 4년, 남): 한 학년에 7학급이 있으면 한 사람과 문제가 있어도 여러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한 학년에 3학급인 학교)는 도망 갈
곳이 없다.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 좋은 점은 선생님들 끼리 다 그래도 자꾸 부
딪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의미로. 관계를.

학부모와의 만남에 대처하는 문제가 주는 부담도 신임교사에게는 적지 않다. 대개 미
혼인 신임교사에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각종 경험이 풍부한 학부
모와의 만남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그들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상담해 올 경우, 자신의 역할 수준에 대한 판
단에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학교에 연
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항의성 방문을 하는
학부모와의 만남은 신임교사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경력 교사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이들에게는 쉽지 않다.

문00(서울 초, 4년, 여) : 네- 처음 교직 입문 했을 때는 정말 제일 어려웠던 게, 아
이들하고의 그런 것, 관계, 네트 형성하는 게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학부형
만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부모님하고 어 어떻게 얘기를 하지? 2학년 할 땐
자주 오시잖아요. 급식 때문에도 오시고 아이들한테 관심 많으니까 그런데 어
너무 그게 좌불안석인거에요 어머니들이 당연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구요.
저보다 경력 경험도 더 많으세요 저는 처녀구 애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마00(서울 초, 38년, 여): 학교가 항상 시끄럽거든요. (각 가정에) 아이들은 한 둘이
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자식이 귀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도 전화하고 뭐 항의하고 뭐,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
날에는 넘어 갔던 일도 요즘에는 꼭 한번씩.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
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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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익숙한 직장이라 하여도 자신이 교사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신임교사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낮추고”) 다른 교사들로부터 “배울”
자세를 취한다. 이 단계 교사들은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대부분 말없이 순응하는
편이다. 주어지는 일이 아무리 수준이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를 잘 제기하지 않는다(“토
를 달지 않는다.”).
태00(서울 공립고, 18년, 남): 네, 교생실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일학년 때
는 일주일동안 학교에 참관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인지는 몰
라도 굉장히 그래도 익숙했던 것 같아요.....학교라는 그 형태나, 그 어떤 생활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익숙함이겠죠. 그래도 처음에는 마음에서부터 ʻ계속
배워야한다.ʼ 그러지 않았을까,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을까, 다들 선배들이었으
니까 빌딩에서 뛰어내려 그 정도가 아니면 그 분들이 시키는 것은 예 알겠습니
다. 그 당시에 속된 말로는 토달지 않는 거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업무나 학생관리 등등.

학교에 처음 발을 디딜 때, “시집살이 하듯 3년을 벙어리로 살기로” 결심하고 시작했
다고 하는 지방 사립고 고00 교사의 예는 가장 전형적인 이 단계 교사의 특성을 드러낸
다. 그는 조직 내에 선배 교사들이 겪어 온 경험들을 대부분 이해할 때까지 자신의 목소
리를 내지 않으려 하였으며 이를 실제 실천했다고 한다.

고00(지방 사립고, 22년, 남): 제 마음은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와 보면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 제가 얘기 하면 선배님들은 다 겪었을 것 같고 겪음
속에서 변화 만들어 가는데도 그런 것이라면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테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모르는 채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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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 묵은 장 맛처럼 내가 여기서 막 좌충우돌 하면서 배워 가면서 3년 후
부터는 내 얘기를 하겠다 이제. 교사로서 같은 동료 교사로서 내가 묵은 맛을
내어 보이겠다. 표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3년 동안은 선배 선
생님 위로는 막 정년 퇴직 정도의 선생님하고도 술을 마시고 제가 청해서. 배
우려고.

모든 입직 초기 교사들이 고00 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교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은 아
니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수준은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춘다.”는 의미는 개별 교사에게 인식되는 현 수준과 비교한 자신의 신임교사 시
절의 특성이다. 교사들은 신임교사 시절에는 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었
다.”고 인식한다. 이에 외부로 표출되는 신임교사로서의 특성은 개별 교사에 따라서 다
를 수 있고, 세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특히 경력 교사들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현
재 관찰되는 입직 초기 교사의 특성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신의
입직 초기 모습에 비해 현재 교사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경력 교사들은 이를 자신이
입직할 당시보다 경쟁이 치열한 교직 입직 구조로 인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교사들의 자
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부심이 강한”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
사들은 경력과 크게 관계없이 입직 초기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00(지방 공립고, 30년, 남) : 초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저거를 그래도 임용고시를
하고 또 이런 수업을 하시면서 오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오시
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보다 좀 선생님들이 그 뭐랄까?
자기 자부심이 높아서 선배 선생님들 얘기를 잘 안들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고.... 잘하시는 거 같애요. 그래도 많은 경쟁을 뚫고 오셔서 하기 때문에.

천00(지방 초, 7년, 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조직사회에
가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낮춰져야 되고 윗사람들이고 관리자고 높은 분이
시고 선생님이시고. 내가 낮추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내가 작아져야 되겠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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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거죠. 때로는 이제 조직사회 아닌 다른 일원으로 간다면 더 내가 바깥에서
더. 조금 다른 (바로 입직한) 선생님들하고는 다르죠.

2) 자립기
: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긴다.
입직 초기 주어지는 일 처리에 급급하던 교사들이 교직 경험을 쌓으면서 학교가 움직
이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교사들은 점차 자신이 수행할 역할의 종류와
내용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의사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누가
어떠한 일을 왜 담당하게 되며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일이 왜 맡겨지는지 등과 같은 다양
한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00(서울 사립고, 4년, 남): 보통 사립학교가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두 부서 사이
에 제가 한번 껴 가지고요 제가 그 뭐라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러시지 선생님들
이 교사인데 애들 보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근데 그런 시각으로
학교를 바라 보니까 어딜 가든 간에 사람 간의 조직이라 정치적 부분인 게 있
겠죠. 근데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적과 악으로 구분이 되는 거에요. 저 선생님
은 누구 사람, 누구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내에서 단합 안되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배울 만치 배우고 하려고 하면 착한 사람들이라 하면
잘하는데 뭐가 하나 틀어지면 이제 누구다 누구다 이게 좀 있는 거 같아요 알력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안과 관련하
여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갖게 되고 때에 따라 그것을 표현한다. 입직 초기 교사의 특징
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싹싹하게” 순응하는 것이라면 점차 경험을 쌓을수록 “자기 스타
일을 드러내게 된다.”고 교사들은 그 변화를 설명한다.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신규 때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아아 네에
그렇게 되고, 사실 두 번째 학교까지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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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이 없어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래요? 네에 그랬었는데 점
점 교직 경력이 쌓이니까 저도 제 입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딪치는 일도 실제
로 생기고... 제가 경동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이번에 이 학교에 왔는데
경동에 있을 때는 ....되게 싹싹하고 그랬던 선생님이었는데 여기에서 만났더니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구
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 스타일이
이제 생기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 가장 어려운 것이 동료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기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적응할 때보다 조직 내의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시간만 할애하면 되는 일을 맡기보다 종종 다른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야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동료 교사와의 관계 설정에의 어려움을 더 명
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일 처리에 급급했던 입직 초기에 비해 이 단계 교사들에
게는 점차 다른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린다. 다시 말해 이 단계의
교사들은 학교 업무 수행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료와의 관
계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00(서울 공립고, 13년, 여): 그러니까 딱히 못 지내거나 그런 거라기 보다도, 뭐가
있을까. 작년에도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는 다른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같은 학년 담임하는 선생님들이랑 의견이 안 맞거나
뭐 그쵸.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점점 선생님들이
어렵다... 말이 너무 많고......신규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설문을 했었는데 다음
중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일번, 담임 역할 이번, 교과지도 삼번, 동료 교
사와의 관계 사번, 몇 번, 몇 번 있었는데 답이 동료 교사와의 관계였대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왜?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구나... 그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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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수행하기 어려웠던 업무는, 제가 수업계인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 상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연구자: 시간표 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 시간표는 차라리 제가 혼자 스스로 짜는 거라 괜찮지만 보강 넣고 수업 변경
하는 데 협조 안 해주시는 나이 드신 선생님들 때문에...
연구자: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럴까요?
선생님: 힘드시데요. 힘들어서 보강 못하고 가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사립학교에서 동료와의 관계 문제는 공립보다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부각된다. 구성
원 이동이 별로 없는 가운데 한 조직에서 수 십년을 함께 하는 교사들 사이에는 친화 못
지않게 갈등이 상존한다. 누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맡을 것인지 업무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학교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관
점, 취향, 의식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 혹은 이면에서 매우 다양한 갈등들이 복잡한 양
상으로 발생한다.

현00(서울 사립고, 4년, 남): 근데 저도 동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집단
에. 막 이삼년 정도에는 제일 치중 했던 게 생활지도지만 생활지도가 안되고서
는 입시가 좋을 수 없고 아이들 성적향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에 또 관심이 빠져 들었냐면 학교행정업무 그 다음에 동료집단과
의 관계, 공립학교하고 틀리게 또 사립학교는 좀 분위기가 좀 틀려요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기도 하고 어쨌든 고참 쫄다구 관계 인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생활지도 외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에만
올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른 일들도 막 엮여가는 느
낌을 느껴요.

: 학교 일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의 주요 업무에 크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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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이는 승진과 관련한 교사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ʻ승진ʼ은 언
젠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나 교사는 누구나 학교 업무보다는 가르치는 일이 우선
이라는 일반적 인식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일부 “소신” 있는 교사들 외에는 ʻ승
진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이는 없으므로 학교에서 소위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사
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 일을 하면 “나대는” 것이 되고 일을 안 하면 “조직
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교사로서의 관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일도 그것이 현재 주어진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면 ʻ승진ʼ을 준비하는 것
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은 자신이 그렇게 이해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교과연구가) 처음에는 저에게도 그렇게 어렵고 부담
스러운 일이었지만 니가 뭐 다른 연구점수가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식
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왜 하냐고, 너 왜 해 그거? 애
키우기도 바쁜데 그거 왜 해? 그래서 그냥 자료집 만들려고 해요. 그냥 좀 남
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산지원 받으면 책도 좀 사보고 선생님들이랑 협의도
하고 그럴려고 해요. 저는 이유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런다고
생각 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네명 같이 해야 해서, 한 명은 같
이 하자고 했더니 자기는 절대, 정말 같이 안하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같이 하
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꼭 끼워달라고 먼저 그러시더라구요. ... 누가
군계일학이 있어서 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다가 상황이 되는 사람
이 부장을 하고 그럴텐데. 뭘 하려고 하면 나댄다고 그러고,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승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교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위치에 있다. 이들은 언젠
가 승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아직은 그럴만한 연령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젊을 때부터 승진을 적극적
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승진하지 않고 평교
사로 50대 이상까지 계속 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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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 뭐 그 많은 선생님들이 경력을 쌓아 가시면서 승진을 생각하시는데 선
생님은...?
강00(서울 공립초, 13년 여): 음. 아직은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
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자: 뭐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건?
선생님: 지금은 특별히 준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자:다른 계획도?
선생님: 그냥 지금은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고 싶은 거.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선생님들이 사십대 초반에 한번 결정할 때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저는 사실 아직은 정확하게는 생각해본 적이 아
직은 없어요. 잘 생각이 안되더라구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그 정
도로 밖에, 그걸 꼭 해야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구체화되지
는 않더라구요. 그 때 선생님이 사십대 초반에 부장 제의가 한번은 온다. 근데
노선을 정해야지 그것을 할지 말지. 그럼 그 이후에까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자신은 없어요. 부장 교사를 하면서...
연구자: 어떤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그냥 한 사십대 후반까지는 담임을 하면서 평교사로 지내다가 오십대 부장
을 하면 근데 어렵잖아요. 여자선생님들은... 그냥 정말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출세를 할 생각을 하면 사십대부터 부장을 하거나 그래야 하
나 보던데... 근데 저는 담임을 하고 싶어요. 한 사십대까지는. 근데 오십대
에는 담임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런 오십대까지
도 애들하고 잘 맞추면서 그렇게 선생님을 하시는 좋은 여자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또한 학교가 움직이는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서 학교 조직 내에 주도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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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수행하는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역할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의식하게 되는 것
도 이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확실히 승진을 준비할 것이 아니면 여러 종류의 갈등
에 휩싸이게 되는 학교 일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다.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학교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나서 남들한테 애매한 소
리를 듣는 거에요. 정말 출세가 목표인 사람은 그런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덜
억울할 것 같은데 그냥 학교 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아직
교장, 교감이 목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부장을 하면서 그
런 욕을 뭐 하러 먹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장이라는 자리
가 요구 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을 아우르기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수
업도 해야 하니까,

3) 승진 고려기
: 본격적으로 승진을 준비해야 함을 의식한다.

“승진 지향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을 금기시하는 교직 사회에서도 누구나 일정한 연
령이 되면 승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 “나이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
다.”는 세간의 말이 갖는 의미가 나이가 들수록 교사에게는 보다 크게 부각된다.
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근데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사들이 월급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승진이 안되면 젊은층이 좀 불편해 하죠. 불편해 하고 또 나이 드
신 분들은 일을 시키자니 뭐 잘 따라오지도 않고 부리기가 힘들죠. .... 저희 아
버지가 교장되라고 유언하고 가셨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
어야 한다고...

입직에서 퇴직까지 승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사
들은 승진을 고려해 본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교사는 입직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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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초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일정 연령이 되어서 주위
권유나 분위기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기도 한다.

성00(지방 초, 38년, 남): 그러니까 지금 00 있잖아요 그 안에 그때 학교가 있었거
든요. 그래서 초임이 거기였는데 거기서 초임 때 우리 1년 선배하고 우리 동기
들하고 한 17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 교직원들끼리 엄청나게
잘 어울리게 되잖아요. 동기고 1년 선후배 상관이니까, 그래서 00에서 제가 20
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저 애들하고만 즐겁게 살고 그러다가 이제 화순군
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화순군에 오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구요. 굉장히 선생님
들이 승진에 신경을 썼고 엄청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벽지점수를
따기 위해서 탄광지역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 했죠.
연구자: 20년이 지나서요?
선생님: 네네, 20년이 지나서 미리 다른 친구들은 미리 섬에를 갔다 왔는데 나는 이
제 그 화순에 들어와서야 그제서부터 점수 따기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래
가지고 연구보고서도 쓰기 시작 하고.......

마00(서울 초, 38년, 여): 한 10년 쯤 됐는데....아이들을 학교에 다 보내면서 나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그래서) 대학원을 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승진 준비를 좀. 승진을 해야 되겠
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승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그 변화가 제일 많았다는 거라면 그거였을 것 같
아요.

: 승진 점수를 확보하려 한다.
승진을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짜
고 접근 가능한 것을 준비해 나간다. 승진 고려기에 승진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매년 방학 때마다 쉬지 않고 연수를 받아 연수 점수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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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00(지방 초, 38년, 남): 제가 연수를 엄청나게 전라남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
을 꺼예요 60시간짜리 생물연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어도 바로 실기 말하자
면 편성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컴퓨터 같은 것도 전문 과정까지
120시간 짜리죠. 그것을 240시간 전문 과정까지 다 마쳤고 영어도 심화 과정
120시간 짜리 2번을 받았거든요 기본과정 120시간 심화과정 120시간을 마치
고 지금 연수 받은 횟수가 한 50회가 되요 그러니까 방학 때 방학이 길다고 생
각하거든요. 한 열흘 정도는 책상에 가서 앉아 있을 만해요 그러면 60시간 되
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로 연수를 방학 때는 꼭 최소한 1년에
하나라도 그 다음에 1년에 3개까지 받은 해도 있거든요. 연수를 꾸준히 받고
그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 저기 00대학교 상담학과를 1년 간 다녔어요. 상담
학과를. 그래서 상담학 자격증을 획득을 했고 연구학교도 도서관 지정 연구학
교를 2년, 그 다음에 도지정학교를 과학교육 1년, 사회교육 2년, 그 다음에 정
책연구학교 교과서 적용하고 하는 거 재량활동 2년, 그 다음에 연수원 연계학
교 1년 했으니까 이미 연구 점수도 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딴 것은 없
어 안 딴 것은 없는데....

도서벽지 점수가 있는 지역은 도서벽지 근무가 승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부분 승진을 고려하는 교사는 도서벽지 근무를 자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벽지
근무를 여러 번 하기도 한다.

연구자: 도서벽지에 몇 년 계셨어요?
채00(지방 초, 40년, 남):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연구자: 오래 계셨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생님: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어떻게 한 80년(경력 9년
차)부터 83년(경력 13년차)까지 있다가 또 85년부터 6년까지 있다가 또
90(19년차)년부터 92년(21년차). 그 다음에 2000년(경력 29년차)부터 2002
년(경력 31년차)도까지 살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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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다른 분들도 대체로 이 수준으로....
선생님: 그렇죠.
연구자: 도서벽지에
선생님: 나이드신 선생님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또 승진을 하려면 그 점수가 또 있
어야 하니까. 그 도서벽지는 한번씩 다 갔어요. 거의 갔어요.
연구자: 선생님께서는 거의 네 번 가셨어요. 네. 자주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선생님: 네. 세 번은 승진을 위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가고 한번은 이제 타의에 의
해서.

장학사로 진출하는 것도 승진의 주요 통로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빠른 승진 통로
이지만 장학사로 진출하게 되면 교사처럼 퇴근 후의 시간을 쉽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승진을 고려하는 여교사들은 장학사로의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

금00(지방 초, 19년, 여): 이제 그 전에는 솔직히 하도 전문직 장학사 하는 분들이
다 잘나가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시험을 보려고 준비도 해 볼까 하고 사다
놓고 했는데 남들이 해 봐라 해 봐라 하니까 정말 해 봐야 하나 보다 그 생각
을 하고 있다가 애들 때문에 저는 안되죠. 애들을 버리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남편도 애들을 못 보는데 내 인생에 애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내가 제 동기들이 이제 승진을 하고 하는 시기가 12년
이거든요. 그러면은 남들 보다 조금 먼저 하기는 하되 애기들 먼저 키워 놓고
전문직을 연수가 많이 남으니까 교감이 되면 해 보려고요.

승진에 필요한 점수들을 확보한 교사들은 우수한 근무평정 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무 부장을 하게 된다. 관례적으로 근무평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교무
부장은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리로서의 의
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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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지방 초, 19년, 여): 애들 지도하면서 성과도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새 점수가 다 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년 전까지는 여기 섬에 있
기 전까지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그냥 그런 점수 상관없이 살았
어요. 자꾸 옆에서 선배들이 너 점수 다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근평 관리 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해야 되나 보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
르게 비중이 좀 커져 버린 거예요.
연구자: 언제부터.
선생님: 작년 그 작년부터. 그래 가지고 근평 관리가 되면은 나도 2012년에는 승진
하겠다. ... 한 번도 계산을 안해 봤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저희 지금 동기들이 다 거의 그 시기에 맞물려 있고요.

학교 내 선임 부장이라 알려져 있는 교무부장 역할은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특히
점수를 위하여 교무부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역할은 더욱 어렵다. 이 경우, 교무부장
은 흔히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학교 교사들을 아우르며 학교 “관리자”의 주문을 관
철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자신의 근무 성적을 평가할

“관리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사
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 등은 이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직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기도 한다.

금00(지방 초, 19년, 여):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어
느 순간에 오다 보니까 내가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럴려면 교무
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점수를 따야 하니까. 그러면 나는 꼭 참고
열심히 했는데 ....관리자들의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니가 그렇게 점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내가 시키면 다 해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
고 해라. 그런 압박감. 저는 뭔가 하면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굉장한 반
응이 와요. 이상한 반응이 와서. 입을 다물죠. 불만이 저는 그거예요. 중고등학
교 가면 그런 게 덜 하거든요. 초등일수록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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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교무부장 하시면서?
선생님: 그렇죠.
연구자: 그전에는 한 번도?
선생님: 그전에는 힘들어도 일이 많아도요. 교무를 하지 않으면 살기는 편해요. 이
유가 뭐냐면요. 교무를 하면 모든 인간 다 아울러야 되요. 거기서 모든 선
생님들이 와서 다 똑같이 기분도 맞춰 주고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고 일
만 있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면 일을 하나하나 끝내가는 재미도 있고 아이
들하고 생활하면 교직은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런데 그런 신경들을 쓰고 산
다는 것이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그만 둔다는 생각이.

4) 퇴직 준비기
승진에 성공하여 교감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평교사가 아니다. 교감은 “학교
관리자”로 분류되면서 교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1)
이러한 승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교사는 준비 초기부터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교사는 대부분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도서 벽지 점수와 같은 결정적으로 경쟁에서 유리
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포기하기도 한다. 아니면 모든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도 바뀌
는 관련 정책에 의해 경쟁에서 밀리기도 한다.
경력 24년의 서울 공립고 한00 교사는 이제껏 승진을 고려하지 않다가 최근 장학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00대학교 파견을 신청하여 합격하지만 1년을 공부하다 포
기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공부하는 과정의 어려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료학생들과의
관계 문제 등이 포기의 주요 이유였다고 한다. 경력 30년의 지방 공립고 서00 교사는
역시 14년 전에 승진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포기하였다고 한다. 승진을 준비하다 포기한 교사들은 한결같이 보다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점을 후회한다.
그러나 일찍 준비한 교사라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력 40년째인 지방

1) 본 연구 대상은 평교사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승진 고려기에 교감 혹은 장학사로 승진한 경우에 대한
사례 분석은 하지 않았다.

80 ｜

Ⅲ. 교사의 생애단계

초등학교 한00 교사는 경력 10년이 되기 전부터 도서 벽지 근무를 승진을 위해 자청하
여 이제껏 총 4번, 10년을 근무했지만 승진에 실패했다.
승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교사들이나 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이나 일정한 단계가
되면 퇴직을 의식하게 된다. 교사들이 승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일정한 연
령이 되면 학교 내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서나 학생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의식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젊은 교사에게는 승진에 대한 관심이 금기시
되지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승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가 된다. 이에 승진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진 시점부터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

유00(서울 초, 22년, 남):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못할 거다. 또는 약간 좀
무능하다 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싫어하는 경향도 있는 거 같
아요. 말은 안하지만. 그래서 저도 느낀 게 나이를 먹으면 승진을 해야 되는 이
유가 있기는 있구나. 같은 교사들도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저 사람은 왜 승진도
못해 그러면서 약간 씩의 그런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저희학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언뜻 보
면 승진 못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또 후배가 나보다 빨리 승진하면 내 자
존심이 막 상해 갖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승진하지 않고 나이든 교사”로 표현되는 이 단계의 교사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
다. 하나는 각종 여건이 마련되면 승진을 준비할 수도 있었으나 그것에 주요 비중을 두
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력을 축적해 온 교사들이다. 이들은 교과서나 그 밖의 책 집필에
참여, 대학 강사, 교사 연수 강사 등, 학교 밖에서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 다른 하나는 승진 준비를 해오다 현실적 조건에 의해 포기한 후 나이 들어도
존경받는 교사로 남기 위해 의식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
은 승진을 못했으므로 “도태되지 않고”, “나이 들어도 아이들과 호흡을 맞추는 교사”,

“나이 들어도 참 괜찮은 교사”가 되기 위해 수업뿐만 아니라 외모 등에도 부단히 애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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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이제 수업을 할 때 내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무
진장 노력을 하는 거고 내가 남은 10년을 다른 사람보다도 열정적이지 않으면
나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기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
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제가
저를 테스트 하는 거에요. 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수업을 아이들하
고 호흡을 맞춰서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서도 수업도
못하고 저렇게 있어도 되냐 이제 이런 소리 안들을려고.
----- 이제 힘드니까 어떤 거냐면 다초점 렌즈도 다 맞춰서 이렇게 안경 벗었
다 꼈다. 안하려고 노력하고. 또 젊게 보이려고 또 옷도 또 신경 쓰죠. 그냥 그
나이 먹기도 힘들었는데 정말로 내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품위 있으려고 좀 무진장 노력해요. 제가 이제 옷에 투자도 하고. ....아니 왜냐
면 아줌마 같은.. 그 아니 할머니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면 안되
니까 내가 좀 더 세련되 보이려고 염색도 이제.. 염색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어
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아이가 와서 그러더라구요.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친
다면서. 아부하지 말고 말해 이랬더니, 아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유형은 계속 준비하던 승진이 불가능함을 확인하면서 삶의 활력을 잃는 경우
이다. 승진에 초점을 맞추어 지내온 이들에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은 자신이 “나태해지고”,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00(지방 초, 40년, 남): 승진을 뭐 (준비하던) 기간에는 아무래도 학교생활이나 뭐
든 것이 열심히 해 졌죠. 책도 더 봐주고 보고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해 버리니까 조금 학교생활에는 좀 나태해지고 애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
런 시간을 가졌죠. 내 자신한테는 뭐랄까. 좀 투자를 못 해 버리고 애들한테만
완전 그런 것이 됐죠.

퇴직준비기 교사의 유형별 활동 범위와 내용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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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이 든 교사”로 분류되는 교사 대부분은 학교 조직 내에서 자신의 ʻ자리ʼ를 쉽게 발
견하지 못한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와의 관계 어디에도 내 ʻ자리ʼ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들의 인식은 정년을 하기 훨씬 전부터 퇴직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려하게끔
하며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 학교 내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교사들은 내가 맡게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나이가 많다.”는 이
유로 싫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초기부터 승진을 고려하지 않다가 승
진을 준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든 교사를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것이라고 교사들은 말한다. “승진하지 않은 나이 많은 교사”라는 타이틀이 그 위치에 있
는 모든 교사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마00(서울 초, 38년, 여): 글쎄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가르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는 그냥 저기 뭐야 학부모들이 싫어하지만 않으면 나가지 말고 애들만 가르칠
까.
연구자: 왜 학부모님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나이 많아서.
연구자: 정말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아닌데 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00(서울 초, 22년, 남): 오히려 외국처럼 오래되면 더 될수록 더 진짜 이게 되야
되는 데. 저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게
마음이 아파요. 못 가르칠 거다.
연구자: 선생님 직접 안에서 보시기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렇죠. 진짜 유능하시고 진짜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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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00(지방 중, 20년, 여):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아이들
이 저에게 거부감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먹고 들
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저. 거저 애들이 좋아해 주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지
금은.. 아직은 애들이 자상하다고 느껴주는 게 고맙다..

학교 조직 내에서도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은 스스로도 그 위치가 불편하고
젊은 교사들에게도 불편한 존재이다. 그들은 자신보다 젊은 교장과 함께 외부 인사를 만
나게 될 경우, 자신을 교장으로 오인하는 사태를 종종 경험한다. 학교 내에서는 승진을
포기했으니 점수가 주어지는 부장직을 딱히 맡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가 부장을 맡게 되면 상호 간의 관계 정립이 쉽지 않다.

성00(지방 초, 38년, 남): 손님이 오면 내가 먼저 안나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참
을 한번 당했어. 교장선생님이 뒤에 계신데 내가 교장선생님인 줄 알고 정중하
게 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나 교장선생님 아니라고 이 분이 기라
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디 교육장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옛날에 장학사
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고) 지금 어디 가 있는가. 어디 교장인 줄 알아.
저 승진 안했습니다. 그러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러잖아요. 자네 같은 사람이
안되면 누가 되?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젊은 교사 입장에서는 보면 “승진하지 않은 나이든 교사”는 “일을 알아서” 하기를 기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일을 시키자니 잘 따라오지도 않는” 상황을
힘들어 한다. 나이 든 교사 입장에서는 “나서고 싶을 때도 있지만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
일까 조심스러워” 한다. “너무 나이 든 사람이 열정적이어도 보기 안 좋다.”는 인식 가
운데 이들은 학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찾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새로 도입되는

“교사 연구년”을 신청하려 해도 “젊은 사람들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학교장의 반응
에 기대를 접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 안할 때 자원해서 이미 많은 연구를 하고 연수를 이
수했으나 현재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과급에서 “제일 마지막 등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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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그 해에. 그러면 그 나이 때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
은 좋은 등급을 받겠죠. 그러면 회사에 가면은 다 놓고 안하잖아요. 등급별로
요 선에서. 뭐 요선에서 요 등급선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 고
려하지 말라는 거가 첫 번째 요구에요. 저 위에서 오는 요구가. 그럼 나이 많은
게 죄가 되나요. 내가 억울해서 그런 거에요. 내가 못살아 이제 이러면서. 내가
정말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음.. 2등급을 받았어요.

: 일이 부담스럽다.
학교에서 요구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이 다양한 이유로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
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역할
들도 부담스러운 일들이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많은 고학년
담임이나 훨씬 오랜 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인가 하는 차원을 떠나 주어지는 일의 종류에서

“젊은 교사들”과 자신이 구분되지 않는 풍토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교사평
가나 세대의 변화로 인해 수업시간이나 학교업무 등에서 교사 연령을 고려하지 않게 된
분위기는 “나이 든”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이들도 “실험도구에 라벨을 붙이는” 일이 요
구되면 해야 한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업무 분장은 항상 새로운 학습을 요구
하지만 일정한 연배에 이른 교사가 신규 교사 때처럼 “물어서” 일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각종 일들이 부담스럽다.

“조직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일이 부담스럽다”는 점은 상호 모순적인 것처
럼 보인다. 전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의지가 있고 할 수 있으나 기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스스로 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양자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부담스럽다.”는 것
은 자신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일에 대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00(지방 초, 38년, 남): 이제 제가 52년생이니까 예순이 다 되니까 어떤 점이 있
냐하면 고학년은 힘들어요 고학년은. 올해 3학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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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했었거든요. 5학년을 하니까 오후시간에 조금 힘들어 아무래도. 그런데 젊
은 사람들이라고 맡아서 고학년 하라는 것도 없잖아요.

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이 나이에 아직도 과학 실습도구에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해요. 우리학교에는 과학보조가 없어 안할 수는 없지만 이 나이에 그걸
하고 있으면 그 굴욕감, 이것이 승진하지 못한 댓가라는 생각......

: 퇴임 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
젊었을 때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연수를 앞장서서 받고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
르쳐 왔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승진하지 않은 나이 든 교사”의 범주에 들
어 버린 교사들은 계속 눈을 학교 밖으로 돌린다. 언제까지 자신이 학교에 머무를 것인
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학교 밖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이는 수업이나 학
교 업무 등, 자신의 역할에 이전보다 “더”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교사이든 삶의 활력을
잃고 교직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교사이든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다.

이00(지방 공립고, 28년, 여): 이제 또 너무 나이든 사람이 열정적이어도 보기 안좋
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적극적이어야 하는지 잘 못 찾겠어요 저희
는. 너무 설치는 것 같고. 이제 좀 또 나이든 사람의 배려가 이 사람이 이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없고...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밖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밖에는 또 저 정도면 굉장히 고급인력인데....이
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선 없으니까,
이제 저는 눈을 돌려서 이제 좀 나를 찾는 데가 없을까.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는 교사에게 퇴임 후 준비를 잘한 동료들이 가장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교사로서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보여 평소에 그렇게 높이 평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퇴임 시에 퇴임 준비를 잘하고 떠나는 동료가 이 시기
교사에게는 훌륭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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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00(지방 사립고, 30년, 남): 지금 제 2의 인생을.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명예 퇴직
도 아주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래 퇴직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직을, 가
르치는 것을 놓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에 어떤 또 다른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행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연구자: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선생님: 구체적인 준비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왜
그러냐면 어떤 선배 선생님이 물러나면서 이제 여기 이 학교에 있을 때 박
사 학위를 받고 대학강사가 됐어요. 퇴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퇴직을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나는
퇴직한다고 생각도 안 한다. 사실 그 선생님의 인격을 전 별로 존경하지 않
았던, 학교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자기 과목도 또 교련
이예요. 교련. 참 생각이 많이 다른 분이었는데 훨씬 자기 공부 많이 하고.
교련이라는 과목이니까 또 수업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 혼자 공부를 하더니
박사 학위를 하더니 이제 지방 대학에 시간 강사. 맞다. 저게 다는 아니지
만 정말 본 받아야 되지 않나.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교직에 있으
면서 제가 성취의식도 느낀 적도 많았지만 어떤 좌절을 느낀 게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역량의 한계 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학교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또 정말 아이
들하고 추억도 참 재밌고 그 일들이 뿌듯한 것은 있으나 이거는 아닌데 싶
은데...

이 단계 교사들의 퇴직 후 준비의 구체성 수준은 교사마다 다양하다. 어떤 경우에는
막연히 여러 가지를 상상하는 수준에 그치고 어떤 교사는 여러 자료를 수집하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후를 대비하여 자격증을 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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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00(지방 사립고, 30년, 남): 어디 한번 학교장 초빙 하는데 있으면 한번 해 볼까.
평교사지만.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지만. 제가 기획력은 좀 있지만 그렇게
리더쉽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유치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관련된 서적을 10여권을 읽
었던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떠오른 많은 내용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도. 아니면 무슨 양로원을 할까. 그런데 그건 교육하고는 관련이
좀 없어서 뭔가 돕고는 싶은데...고민했는데 그쪽 보다는 나는 자꾸 교육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대안학교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제가 이제 과천과학관에 가 보았더니 학교와 연계되
면 좋겠더라구요. 제가 시애틀을 가 봤는데 거기는 그게 학교하고 연계되어 있
어서 정말 과학수업하기 좋더라구요. ....과학관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가서 아
이들하고 설명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과천 과학관에 연구사님이 그런 교
사도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집도 가깝고 또 정년퇴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10년을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작년 이제 계획을 세운거죠. 10년 동안의
계획을. 그 10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정년을 마치고 멋지게 퇴임을 좀 해볼
거고.

이제까지 기술한 조직에서의 역할 변화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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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직

퇴직

적응기

자립기

- 학교 일을 거의 맡지
않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는다

-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긴다

- 학부모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상황별 대처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다
- 스스로를 낮춘다
(“토를 달지 않는다”)

- 가장 어려운 것이
동료와의 관계임을
깨닫는다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

- 본격적으로 승진을
준비해야 함을
의식한다.

- 학교 내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

- 승진 점수를 확보하려
한다.

- 퇴임 후의 일을
구체적으로 고려한다.

- 학교 일에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

- 일이 부담스럽다.

[그림 Ⅲ-1] 조직 내 역할 변화 차원 교사 생애단계

나.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ʻ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ʼ 차원의 생애단계는 교사가 수업이나 학급 운영 등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에 어떻게 접근하며 자신의 역
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교사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입직 초기 교사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며, 또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정을 쏟는다. ʻ열정기ʼ로 명명될
수 있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사는 자신이 쏟는 열정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경력 교사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교직을 떠나기도 하는데 점차
경험을 쌓아가는 교사들은 수업에서나 학급운영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졌다는 “자신
감”을 지니는 ʻ성숙기ʼ에 이른다. ʻ성숙기ʼ를 넘어서 ʻ성찰기ʼ에 이른 교사는 성숙기의 “자
신감”이 교육의 핵심을 놓친 “노하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식한다. ʻ성찰기ʼ 교사는 아
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며 모든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자신
이 “놓았던” 아이들을 기억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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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정기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적하는 처음 교직에 입문한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열정이 넘쳤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회고하는 대부분의 교사가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열정
만 넘쳤다.”,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
려 한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되도록 많이 가르치려 한다. 어떤
학년, 어떤 수준의 학생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 학교업무는
주로 “물어서” 하는 교사도 수업이나 학급운영은 자기 소신대로 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이 쏟아 붇는 데 비해 그 결과는 종종 기대한 것처럼 얻지
못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쏟는 열정이 큰 만큼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
부정적 반응으로부터 일희일비하는 가운데 자신의 교직 적성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한다.
입직 초기 교사의 이러한 특성은 이 단계를 ʻ열정기ʼ라 명명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
의 교사 열정은 내용 측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생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하지 않은 교사의 관점에 기초한 열정이라는 점에서 오래 지속되기 어
려운 열정이다. 열정을 발휘하는 만큼 그것에서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차츰 경력 교사들을 이해하게
된다.

: 되도록 많이 가르치려 한다.
입직 초기 교사들의 열정은 되도록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녀교사, 집을 떠나 직장을 위해 타지로 와 있는 초임 교사들의 경
우에는 자신의 시간을 오롯이 학생들에게 쓸 여건까지 갖추고 있다.
이들의 특성은 수업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내용들도
찾아 가르치고 싶어 한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 시간,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
에도 가능하면 아이들과 함께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것은 수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성품도 자신의 지도에 의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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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00(서울 초, 38년, 여): 학교에서는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
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교과
서만 가르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뭐 막 문제집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 보다 양은 더 많이 가르쳤는데....

김00(서울 중, 3년, 여) : 네. 잘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애들
을 가르쳐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해 주
고 싶은 것도 많고. 애들 반응 하나 하나에 민감하고. 그것에 그날 기분이 좌지
우지되고.

견00(지방 공립고, 23년, 여):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모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도 또 아이들도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해서 성적도 좋은 성적 내고
그런 욕심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학교 오라 그러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교장선생님들은... 우리는 그냥 오라고, 오라고 해서 그냥 가
르치고 애들 지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00(서울 초, 4년, 여) :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제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변화된
다고 믿었었어요. 처음에 교직에 왔을 때는 나 하나가 무슨 빛과 소금인 마냥
내가 내 몸 바쳐 아이들에게 헌신을 하면 아이들이 정말 이런, 어 정말 그러니
까.. 뭐 문제아인 아이들도 정말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개과천선하는 줄로 믿었
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했어요. 애가 잘못되면 걔를 어떻게든 변화시킬려
고 걔를 잡아서 야 그럼 안돼지. 그래서 막 주입하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고쳐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였던 거 같아요. 학습종류도 어떻게든, 진짜 알게
하려고 잡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계속 반복시키고.... 그 당시에는 어
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제가 가르친 후에. 그리고 하나는 인성 쪽으로 좀 성숙했
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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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00(서울 공립고, 30년, 여): 그때는 집에를 일찍 안 갔어요. 8시고 9시고 애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남아서 환경미화도 같이 하구요.. 청소도 같이 하구요....선
생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애들 고민 많이 하구요. 어떻게 해야 애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 뭐 이러면서 집에 안 가고 고민
많이 하다가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거든요..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 내 관점에 서 있다.
이 단계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학생
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 즉 연령이나 배경 등과 상관없이 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교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만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 교사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을 담당하게 된
초임 교사들에게서 그러한 상황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교사에게는 초등학교 저
학년 수업에서 자신이 가르쳐야 할 내용은 “너무 뻔해”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가 만들어내는 수업 분위기에 적응하기도 어려워
한다. 여러 번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교사에게는 답답하기만 느껴지고 아
이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이 문제는 경력이 많은 초등교사가 자신의
초임 시 경험을 설명할 때나 저 경력 교사가 자신이 최근에 부딪쳤던 문제를 설명할 때
나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마00(서울 초, 38년, 여): (처음) 나갔을 때 1학년을 줬어요. 그런데 1학년에 대해서
는 교생 실습 때나 이런 때 애들을 다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용어
를 너무 어려운 것을 쓰고 애들은 못 알아듣고. 이런 애들하고 눈높이에 맞춰
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생
태를 그러니까 생태라던가 그 특성이라던가 아이들의 그 상황이라던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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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애들한테 어떤 말을 전
달할 때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와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전달을
해 줘야 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눈높이에
서 용어로 말하니까 아이들은 못 알아듣고. 나는 답답하고. 그렇죠.

유00(서울 초, 22년, 남): 제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했던 거 같아요 왜 이걸 모를까...
근데 왜 모를까 하면서도 사실은 그걸 찾아서 아이들이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잘 생각해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모르면 진짜 그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근데 나는 다 아는데 쟤들은
왜 모를까 그러고선 한 두 번 가르쳐주면 왜 모를까 이런 게 되게 컸어요. 그
게 사실은 그게 이제 교사로서의 자질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되게 컸던 거 같아요. 그게 바로 실패의 원인이고 그걸 찾으려고 하진 않고 해
결하려고는 노력도 안했었고 사실은. 그게 그냥... 그랬었던 거 같아요. 지금 와
서 생각해보면... 뭐 그 당시에는 제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크게 득이 되지는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노00(서울 초, 4년, 여) : 예. 그 반 선생님이 휴직을 하시게 되면서 그 공석이 된
자리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어요. 이 학교에 당시에. 이제 저는 당연히 교과
나 학년을 해도 고학년을 할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2학년이었던거죠. 예,
참 좋은 학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당시에는 2학년이 굉장히 아이들에 있
어서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높이가 안맞은거
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특히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레포형성이 안됐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전혀 안맞
으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 했는데 애들은 반항하고 막... 제 틀에서 벗어날려고
그러고. 굉장히 학급 질서, 학급의 어떤 질서가 잘 안 됐어요. ... 그랬던거 같아
요. 제가 정말 어려웠던거는 교과든 뭐 그거는 제가 어쨌든 대학에서 학교 커
리큘럼을 거치면서 그 수업내용이라든지 학습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배웠잖

｜

93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아요? 그래서 사실 뭐 교과내용을 초등학교 내용이 아주 심도 있는 내용도 아
니고 제가 전공자니까 그 자체에서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전달하는 방식에서
그 고려를 조금 학생 수준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흥미라든지 그런 관심이라든
지, 이런 거 고려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교수학습적인 면에서 전달하는 방법
상의 오류는 있었는데 뭐, 그 학습내용 자체를 파악 못하고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이제 진짜 학생, 학급의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던거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수업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에서도 교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
고 아이들은 잘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교사는 자신이 지닌 이상적인 학생상을
아이들에게 기대하지만 실제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방00(지방 중, 22년, 여): 아이들을 잘 지도해서 자립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나중에 하루를 점검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을
꾸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한 10년 정도 한
거 같아요. 그게 아이들 편이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인 줄 알면서 그렇
게 지도를 하게 되죠.

마00(서울 초, 38년, 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딱 어떤 고정된 틀이 있
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는 딱 이래야 되고. 모범생. 그러니까 내가 교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모범생 있잖아요. 그 틀에 박힌 모범
생. 사람은 그렇게 해야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요.

고등학교에서는 입직 초기 교사가 갖는 이러한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덜 나타난다. 새
로 입직하는 교사와 학생 간 연령 차이가 크지 않고 교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들이 상대적으로 학생들과 “눈높이 맞추기”에 큰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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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지 않을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흔히 “젊은” 고교 초임 교사들은 “친구 같은 선생님”
이미지로 학생에게 다가간다.

양00(지방 공립고, 2년, 남) : 학생 같은 교사요. 학생하고 계속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교사? 별개라기보다 물론 뭐 어떤 지켜야 될 선은 있겠지만 애들이 편하
게 생각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뭐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애들이 알겠죠. ... 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운동하는 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같이
하다보니까 애들이 또 좋아하고 같이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친해지고 얘기도 나
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들은 우리 선생님이 같이 이
렇게 해 준다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피씨방 가서 오락도 하고 이러면 애들
은 또 나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다른 반
에 가서 자부심도 느끼고 부모님들한테도 자랑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
고요. 저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고 그런 애들은 또 더 잘 따르려고 노력하고 저
도 그런 애들 더 이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 같아요. 어떤 계
기가 있고 누가 알려 줘서 그렇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같은 선생님” 이미지는 여전히 교사의 기준에 잘 부합하
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미지이다. 학교에서 소위 “모범생”의 기준에서 멀
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입직 초기 교사가 “강심장”을 가지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존
재이며, 그들에게 맞는 “모범생”은 여전히 자신의 수업 시간에 “바르게 앉아서 책을 펴
고 설명을 들으면서 칠판과 책을 함께 보는” 학생들이다.
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이게 보통 강심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때, 교
사는 모범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범생들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온실
속의 화초라든지 부모가 떠받드는 자녀가 많은데 교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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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많아질 거라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이 아이들에
게서 상처를 받으면 과연 (교사들이)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갖
게 되다 보니까... 수업 듣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눈에 거슬리는 거죠. 참
저도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폐해인데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바르게 앉아서 책을 펴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칠판과
책을 함께 보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모든 것을 잘하려 하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점차 방어적으로
변화한다.
이 단계 교사들은 학급이나 수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한다. 그
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 행복해 하고
아이들의 거부 반응에 부딪치면 좌절한다. 매일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들에 의해 교사의
행불행이 극단적으로 좌우된다. 아이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경우에는 수업을 들어
갈 수도 없을 만큼 힘들어 하다가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관심을 가지는 다른
아이들에 의해 이러한 감정은 또 다시 쉽게 극복되곤 한다.

차00(서울 초, 4년, 남): 그 당시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져야 되는. 일단은 애들. 공부를 시켜야 되고요.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제가 가르친 후에. 그리고 하나는 인성 쪽으로 좀 성숙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런 책임이 있지 않나.

김00(서울 중, 3년, 여) : 예전 보다는 폭도 더 줄어들었고요. 안정적으로 된 거 같
아요. ....애들의 그 한마디에 하루종일 기분이 안 좋고요. 잠도 못 잔다거나 눈
물을 흘리고. 불만적인 말과 행동을 고쳐 보려고 했는데요...

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그러니까 한 번씩 실제로 얼마 전에 학생이랑 되게 안
좋았는데 일 교시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삼 교시 수업을 못 들어갈 정도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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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를 받았는데 사 교시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떤 학생이,
그 수업에 들어가야 하는 학생인데 어디를 가려다가 제가 올라오는 걸 보더니
어 선생님, 마중 나왔어요. 선생님 힘드시죠. 사 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
습니다. 이러면서 책을 딱 받으면서, 책을 딱 들고 교실로 들어가서 교탁에 딱
올려놓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웃음) 그래 이래서 교사 하는 거야, 그렇게 행
복했어요.
연구자: 하루에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는...
변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싸이코가 되지는 않
을까... 정말요. 제가 이러다 진짜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
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이렇게 업 됐다가 막 다운 됐다가 그러니까.

특히 모범생으로 자랐던 교사들은 자신의 기준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든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하는 등과 같은 아이
들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입직 이전 자신과 비슷한 아이
들과 함께 하는 교직을 상상했던 교사들은 자신의 상상과 전혀 다른 학생들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로 인해 교직 선택 자체를 회의하게 되기도 한다.

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그렇게 상처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정말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시험을 봐서 학교에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겁게 지내는 교사는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약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잔디밭에
앉아서 같이 빵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상상했었는데.

진00(서울 중, 25년, 여) : 굉장히 저는 잔소리를 안 듣고 살았고 저도 누구한테 막
간섭하거나 그런 성향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잔
소리하고 막 간섭해야 하는 것. 애들한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 가지
고 다른 거를 할까 하고 끝나면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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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있었는데 주위에서 다 말리면서 하는 말이 3년까지는 해 보고 결정하라고.
그 3년. 지나면서 제가 계속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번 그런 고비가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했던 교사들은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
는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오히려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아
이들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종종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곤 한다. 이러한 “상처”들에 대
한 경험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교사의 “방어적”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게끔 하는 거죠. 스스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나서 자는 아이를 깨웠
는데 그 학생이 쌍욕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너무 받아들여지
지가 않아서 학생이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선생님한테 뭐라
고 그런 거냐고 그랬는데 그게 점점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해도 잘 넘겨요. 안
들려~ 크게 얘기하던가. 자신 있으면 크게 얘기해봐 그러고요. 넘길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그런 말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방어
하는 기술도 생기게 되고, 쟤가 엄청나게 싸가지가 없는 애다 라고 생각이 되
면 아예 상종을 딱 끊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약간 배제를 시켜버리죠 눈에
서. 그렇게 방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차츰 경력 교사들을 이해하게 된다.
입직 초기에는 경력 교사들이 해 주었던 조언들이 거의 들리지 않았으나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설명한다. 초기에는

“젊은” 자신이 경력 교사보다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믿었었으나
차츰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경력 교사가 가진 “여유”
와 “노련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차츰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해는 그들로 하
여금 “젊은” 자신이 경력 교사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사일 수 있다는 자신의 기
존 판단을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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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00(서울 초, 4년, 여) : 예. 선생님들이 말씀은 해주셨어요. 욕심을 버려라, 선생님
이 아무리 100을 해도 아이들은 50도 채 못 받아들이니까 다 해 줄려고 하지
말고 아 내가 무조건 다 해줘야지, 얘네들을 어떻게 (단시간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정말 처음에는.

변00(서울 공립고, 5년, 여): 젊은 선생님이 꼭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
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
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은 다 해주거든요. 이
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해주는데,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
서 환경 미화를 예쁘게 해놨어요. 시간표도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선
생님 이름 파놓고. 지네가 싫어하는 선생님 이름 파놓고.

허00(서울 사립고, 5년, 남): 다 알고 이해하고 나서 그런 걸 융화시켜서 그 담당 교
과목 교사라던가 담임을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너무 그냥 막 열의만 가지고
서 부딪힌 게 아닌 가 싶어요. 노련하다는 게 교직이 경력이라는 게 노련한 교
사는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소리가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대학원
에서 그런 것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2) 성숙기
교직 3년 내에 교사로서 경험할만한 것은 대부분 경험하게 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3년 쯤 지나면서 기존에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교직 생활에 회의하기도 하고 “매일 최
선을 다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 지치기도 하면서
교직을 떠나는 교사도 나타난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학생에 익숙해지면서 교사로서
의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열정기 교사는 수업에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
치려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반면, 이 단계 교사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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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절히 가려내어 학생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여유 있게 수업한다. ʻ열정기ʼ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을 최고로 만들고 싶어 하고 아이
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다 해주려 하는 반면,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아이들에게서 일정한 거리
를 두려 한다. ʻ열정기ʼ 교사는 교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려 하는 반면, 성숙기 교
사는 “무조건 쏟아 붙기”보다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보다 집중해야 한
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를 ʻ열정기ʼ와 비교해서 ʻ성숙기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
다. 무조건적 열정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현실적 상황과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
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가운데 수업에서나 그 밖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가지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 단계 교사는 보다 ʻ성숙ʼ한 교
사라 할 수 있다.

: 수업과 학급 운영 관련 노하우와 여유를 가진다.
교과의 주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모두를 가르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가르치려 애쓰던 입직 초기 교사들은 점차 교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 이들에게 오는 가장 커다란 변화는 교과 내용의 세세한 부분에 집착하기보
다 단원의 목표를 보고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눈
이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 교사들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에 맞는 내용을 찾을 수도 있게 되며 수업 내용별로 유용했던 수업 방법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노00(서울 초, 4년, 여) : 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마의 3년, 3년이 정말
지나니까 조금 눈이 트였다, 건방질 수도 있는데 경력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
짜 제일 큰 거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쫓기질 않아
요, 정말 옛날에는 교과서 딱 보면은 아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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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다 끝내야 되는데 이번 시간 안에? 이게 너무 너무 급했던 거에요, 그것도
모든 애들이 다. 예를 들어 쓰는 거면, 완벽하게 끝까지, 다 검사를 해줘야 되
고 틀린 거 고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 계속, 매 수업이 스트레스였거든요. 수
업준비도 많이는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였어요, 전혀. 그
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감히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학습지도 많이 남발했지만 결
과론적으로는 종이낭비였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공책에다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방식이 충분히 많았는데 오
로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학습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애들한
테 화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다 좋은 수업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했다면, 다
시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서 아- 이 부분은 저 적
당히 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좀 들어온거 같
아요.

장00(지방 중, 22년, 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면에서는요. 처음에 초기에는 엄청 많
은 양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중요한 것을 천천히 아이들한테 아
이들의 학습 능력과 속도와 그것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거요. 가르치는 것
은 그것인거 같아요.

허00(서울 사립고 5년, 남): 일년차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구요. 솔직히 말해서 그
때는 과목 따라가기도 바빴고... 점차 저만의 수업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아, 난
이런 식으로 수업에서 이것을 인용해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
예인이라던가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 아니면 광고 본 따 가지고 비유를 해서 설
명해 주면 애들이 좀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열정기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교사는 학급을 운영할 때에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
지게 된다. 그 여유는 반복되는 경험에서 오는 익숙함과 여러 성공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한 경험, 특히 대다수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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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하는 상황을 무난히 극복해 낸 경험을 한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학년, 다양한 성향의 학생, 학급을 맡아
본 경험은 향후 자신이 부딪치게 될 여러 상황에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강00(서울 초, 13년, 여): 제가 합리적으로 애들한테 규칙을 딱 정해주고 그거에 대
해서 합리적으로 하면 아이들도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라
고 무시하고 너네는 내가 교사고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시키는대로 이러 이렇
게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면 아무리 어리지만 걔네들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교사가,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한 두 번째 학교, 오륙년차 그때 제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은 그 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번째 학교
는 거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 그 학교에서 두 번째 해 담임을 하면서 모
두가 혀를 내두르는 좀 힘든 반이었거든요. ...애들이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안 했으나... 그 때 제 옆에서 00공고에서 오신 남자 선생님이, 너 이학
년 오반 담임도 했으니까 00공고 가도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 정말 00공고 가도 되나 보다. 나 정말 잘 하나보다.

이 단계 교사들이 갖게 되는 여유와 자신감은 자신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몇
몇 학생들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
하고 경험함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
할이 큰 의미가 있었던 학생들이 존재했음을 교사들은 종종 알게 된다. 수업에서 눈을
빛내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들, 수업이 재미있다고 말해 주는 학생들, “선생님 덕분
에.... 감사하다.”는 학부모의 편지, 아이들의 일기, 심지어 몇 년 전 담임했던 아이나
그들의 어머니가 보내는 문자나 편지 등을 받는 경험은 교사로 하여금 현재 “내가 교사
로서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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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0(서울 초, 13년, 여): 몇 년 전에 담임 했던 아이, 거의 5~6년 전에 담임했던 아
이들도 어머니들께서 가끔 편지나 문자를 주세요. ... 작년에도 어떤 경우가 있
었냐면... 가정이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고 아빠가 돈을 못버니까 엄마가 혼자
버는데 애는 똑똑해요. 애는 똑똑하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던 집이었는데 가
세가 기울다보니까... 제가 늘 그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졸업할 때 어머니가 편
지를 써줬어요.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 글이 아이한테 큰 힘이 됐고 아무것도
선생님한테 할 수 없었고 정말 마음은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형편이 어렵
고 먹고살기 힘든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우시면서 편지를 그 전날 주셔 갖고 우시는데 아, 너무 저도 감동을 받고
아 이럴 때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구나. 내가 교사를 하길 정말 잘했다.

지00(지방 초, 7년, 여): 일기장을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장을 갔어
요. 우리 반 남학생이 공부도 못 해요. 그런데 항상 이쁨이 있는 친구예요. 8시
30분이다. 선생님이 안 오신다. 유리창에 선생님이 보이신다. 교장선생님이 들
어오신다. 우리 선생님이 출장이시다.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도 선생님한테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게 일기예요....몇 줄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선생님이 익숙해서 좋다. 나는 우리 선생님이 오시면 좋겠다. 나도
너를 좋아 한다.라고 써요. 그 일기를 보면 진짜 흐뭇하죠.

: 아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수업과 학급운영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십 명과 함께 해야 하는 담임학급, 중･고등학교
의 경우, 자신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
생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애써 시도하던 열정기 교사에 비
해 이 단계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려 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과 하고 있는 일의 성과를 우선 바라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굳이 부딪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가정사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려 하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너무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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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 한계만
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애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별로 안 물어봤는데도 가
정사를 말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감당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집에 정신 분열인 형이 있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
주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감당이 잘 안되서 물어보지 않으면 깊은 대화를 하
는 건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올해도 상담하면서 이혼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가 치민다.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인상만 편한 거지 편안하
게 그런 얘기를 다 감당해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람은 아닌데 좀 그런 문제가
어렵더라구요. 너무 결손가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초창기 때는 물어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직업도 물어보고, 가정형편도 물어보고, 요즘에
는 물어보지는 않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알고 나면
해결을 해 줄 수도 없고, 상담도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고. 그냥 힘들겠다. 그
정도니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아이에게 거기까지만 얘기할래? 그런
마음이 좀. 어떤 애가 부모님 이혼 하신 얘기를 하면 우는데 제가 막 가만 있
었더니 왜 선생님은 집에 빨리 가려고만 하세요. 나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얼굴에 다 써 있거든요. 막 지는 울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도 마음인데 어떻게 해줘야할지 몰라서 좀 그랬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 나를 챙긴다.
어느 정도 수업이나 학급운영에서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보람이 축
적되면서 갖게 되는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재충전 요구로 이어진다. 수업이나 학급운영
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104 ｜

Ⅲ. 교사의 생애단계

분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은 뚜렷이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단계 교사에게 ʻ가르친다는 것ʼ은 비슷한 수준, 비슷한
종류의 일을 서로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ʻ반복하는 일ʼ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고갈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한다.
인00(서울 사립고, 28년, 여): 한 때 쇼핑 중독 같은 것에 걸리고 그랬어요. 주말마
다 백화점 돌아다니고, 그것 다 덧 없더라구요. 어디다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몰랐어요.... 10년차에 근속상 타고 그러면 되게 서글퍼요. 누구나 썰렁해 해요.
교직은 계속 “쏟아 붓는 직업” 이잖아요. 그런데 차고 넘쳐야 부을 수 있는데
계속 붓기만 하면 고갈되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 안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자신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
로 더 인정받는 교사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나를 챙겨야 한다.”, “공부를 더 해야만 한다.” 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서울 공립고에서
13년째 수학을 가르치는 박00 교사는 1년 전 셋째 아이 임신 중에도 2학년 담임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세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이 작년에 맡았던 학생들을 계속 맡고 싶어
올해 고3 담임을 하고 있다. 게다가 3년째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년 단위 교과연구를 동
료교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육아와 학교 일 중에 후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이 교
사는 육아와 가사 때문에 20대 교사들에 비해 학교 일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항상 의식한다. 그의 수학보충 수업은 항상 학생들의 선호도
1위 수업이다. 그런데 그가 작년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근 온 동료 수학 교사로
인해 슬럼프를 겪었다. 이 교사는 수학을 학문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학계
에 이름을 올린” 교사이다. 그는 수학 관련 교재, 교양 서적 등을 출판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학년을 가르치는 두 교사 중 학생들이 수업에서 선호하는 교사는 박 교사이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교사는 그 교사와 비교하여 자신이 자기 영역을 구축하지 못
했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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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0(서울 공립고, 13년, 여) : 어떻게 보면 좀 어렸던 것, 오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충수업 같은 것을 선생님 이름을 걸고 하면은 선생님들의 인기나 실
력이나 이런 게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고등학교에 가서...한번도
밀렸던 적이 없었던 거에요. 그게 저의 자랑이었던 거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혼자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뿌듯해하고, 내가 굉장히 잘하
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그
때 처음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였어요. 애들이 내 수업
을 많이 선택하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내 보충을
많이 듣는다. 라는 걸 어디 가서 자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교
사로서 이렇게 내가 나만 가진 영역이 없다는 것이 그런 거에서 시작된 거였는
데, 그런데 이제 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이랑 제가 지금 삼 년
째 교과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제가 가치를 안 둔 거죠.

혹은 학교 밖에서 다른 교사나 다른 분야와 관계된 이들과 부딪치면서 교사들은 새로
운 자극을 받기도 한다. 자신이 교사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는 인식이 학교 밖에
서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한다.

추00(서울 공립고, 18년, 남): 교과부 주관에서 하는 전국교과회를 주도했는데, (그
걸 해 보니)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아, 내가 옛날에는 잘난 줄 알았는
데 전국에 그 유명한 사람들, 잘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회의도 하
고, 발표하는데 ʻ아,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ʼ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구요.
그 다음에 사기업체의 사람들을 애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만나면서 그 사람들
이 교육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ʻ아, 공공의 적으로..ʼ 그런 정도까지 그 사람들
이 느끼고 있다는 것. 소위 말해 철밥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
들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모전을
통해서 능력을 계속 개발시키면서 활동했던 것은 (그런 자극들 때문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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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00(서울 사립고, 28년, 여): 교육청 교과연구대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학교 안에
서는 선생님들 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들은 너무 훌륭한 거
야. 제주도 프로젝트에서 제가 한 꼭지를 했는데 그 때, 지금은 보편화되었지
만 과학 수업 모형을 A형, B형, 만든 거에요. 이것이 호응을 받아 학술대회에
서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그것을 계기로 교과부에서 외국 연수 한달을 보내
줬어요. 그 때 만난 선생님들은 대단했어요. 같이 연수를 갔는데 그 선생님들
이 모두 영어를 다 하는 거야. 나는 못해서 통역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욕구는 대학원 진학, 교과 연구회 참여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단순히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가 아닌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한 대학원 진학은 교사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도 한다.

나00(지방 공립고, 28년, 여): 뭔가 재충전이 필요하다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지. ....
이래서 그래서 재충전을 하러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학교, 집, 학교, 집,
하다가 이게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근데 늘. 탈출, 화려한 탈출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재충전을 했죠. 재충전을 하고 이제 글쓰는 법을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에요.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죠.

많은 경우, 교직사회에서 대학원 진학은 공부를 위한 목적보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
보의 의미로 부각되기도 한다. 승진을 위한 준비로서의 대학원 진학과 이 단계 교사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 기회로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한 교사는 “공부를 꼭 하고 싶어서 대학원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졸업장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쓸 필요도 없고”, “돈만 주면 되는” 대학원에 들어가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승진을 위한 진학과는 달리 교사 자신을 재충전하기 위한 대학원 진학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학원을 자비와 시간을 들여서 다니는 사례로도 나타난다. 지방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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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어 담당 경력 12년째인 소00 교사는 6년 전에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도한 대안
교육대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교사모임에서 만든 교육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대학원 수
업을 들으며 교과교육에서 교육목표 설정의 중요성, 곧 교수방법보다 ʻ무엇을 가르칠 것
인가’의 문제가 수업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 교사는 그것이 자신의 공식적 교사
경력에 포함되지도 않지만 자신의 교직생활의 분수령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지방 공립중학교 경력 20년의 방00 교사도 역시 같은 대학원을 다닌 경험을 강조한
다. 그는, 이제까지 “대학에서 배운 것, 성장 과정에서 공부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아
이들을 만났”는데 “나이 마흔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밑천이 딸린다.”는 자각이 이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역시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를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그 대학원 공부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방00(지방 중, 20년, 여): 그게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 국어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데서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대학원을 준비해서 가면 국어
과 또는 문화, 철학, 교육학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걸 2년 전에
마쳤거든요. 그거를 제가 마흔 살 정도 되면서 연구소를 찾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밑천이 딸린다... 대학 때 배운 거, 내가 성장과정에서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아 이젠 수혈이 필요하다. 이런 생
각, ...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을 수업을 하면 이제 조망이 되는 거 같아요. 교
과서에 나오는 단원이나 학습목표가 어떤 종합적 테두리에서 설정이 됐는가,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육과정 상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교육목표 상... 이런 것들이 잡혔던 거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구요.

대학원이 아니라도 교사들의 관심을 끄는 연수들은 많다고 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
도를 하는 대안학교 프로그램이나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자비를 들여
참여하는 교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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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00(지방 사립고, 30년, 남): 그냥 이 학교에 하나에 소속된 한 교사로서 어쩔 수
없이 아닌데도 쫒아 가야 되는 그런 처지.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아쉽고, 기회가 되
면.... 그전부터 사실은 그 산청에 있는 간디학교 처음 개교 했을 때 90년대에 개교한
다음 해였던 거 같은데 졸업생을 안냈을 때니까.....거기를 ...그 먼 데까지 찾아 갔던
기억이 있고, 그 뒤에도 뭐 풀무학교라는데 푸른 꿈 학교 거기도 찾아 갔었고...생각해
보니까. 네. 발도로프 학교 그런 연수 같은 것도 있었고. ....

3) 성찰기
성숙기 교사들은 교과수업에서 수업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별해 낼 수 있고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여유 있게 가르치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흥
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수업방법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교사
로서의 자신감과 여유를 갖게 한다. 교사에 따라서는 “눈을 감고도 가르칠 수 있는 수
준”이 된다고 이 단계를 표현한다.
그러나 교직 경험을 더 쌓아 가면서 교사들은 ʻ교사가 된다는 것ʼ이 수업 기술, 학급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여기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수업에서 뭔가 본질적인 것이 빠졌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ʻ버
린ʼ 아이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며, 학생이나 교사들을 자신의 기준에 의해 ʻ평가ʼ하는 데
익숙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등의 변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를 교사들은 “철든다.”
고 표현한다.
이 단계를 ʻ성찰기ʼ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 단계 교사가 이전 자신의 모습을 되돌
아보면서 “자신 있게” 해 왔던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의식하
게 되는 시기라는 점 때문이다. 이 단계 교사는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
특히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을 둘러싼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아이들도 “끝
까지 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ʻ성찰기ʼ 교사에게 이전에는 단지 ʻ이론ʼ
에 불과했던 각종 교육학 논의들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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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녹아드는 수업이 가능하다.
교직 경력이 쌓이면서 교사들은 자신이 가졌던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짜집기를 잘하
는 능력”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의 능력이 수집한 자료들
을 나름대로 소화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수준 이상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다. 그에 비해 현재는 교과와 관련하여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아이들
의 삶과 연결시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된다. 이는, 어느 특정한 시
점, 특별한 계기에 의해 나타나는 인식이기보다 어느 시점에서 현재 자신의 수업 특징을
이전과 비교하여 반추해 보는 가운데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석00(지방 사립고, 30년, 남): 5년쯤 되면서는 이제 짜깁기를 잘 해서 애들한테 효
과적으로 전달을 했었죠. 저 나름대로 완벽한 수업.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섞
여 있는 것이고 짜깁기를 잘 해서 효율적인 수업을 했던 것이고 정확하게 본질
이 뭐고 비본질적인 것이 뭔가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걸 나
름대로 해석을 해서 아이들 삶 속에 (어떻게) 용해시킬 것인가 이런 것은 20년
쯤 지나고 나서. 그런 쪽 수업 능력으로 본다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이 낫지 않나. 낫지 않나가 아니라 훨씬 낫죠.

성숙기의 교사 역시 교과의 핵심 내용을 구분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인식하
기는 하나 성찰기의 교사가 되돌아보는 성숙기의 능력은 교과서나 참고서, 그 밖의 참고
자료의 내용을 나름의 기준에 의해 엮을 수 있는 능력에 불과하다. 성찰기의 교사는 이
제야 비로소 교과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더 이상 수업 내용이
아이들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용해된”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 느낀다.

: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다.(사고가 유연해진다.)
성숙기의 교사가 지녔던 자신감은 열정기 교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신이 가진 기
준에 터한 것이었음에 비해 이 단계의 교사는 자신과 다른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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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건드려 주는”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의식한다. 그리하여 이제껏 일정한 노하
우에 의해 진행하던 수업이나 학급운영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아이들이 누구인지, 자
신과 다른 기준,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의 능력과 관심을 자신이 키워주지 못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자신과 다른 관점을 지닌 이들의 판단이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교육
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교사 스스로 아이들을 위
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이 실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교사의 사고는 전에 비해 보다 “유연해진다.”
유00(서울 초, 22년, 남):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
나 그 아이의 마음들을 건드려주고 그 아이의 어떤 잠재성을 건드려주고 그런
능력이 사실은 교사로서 더 필요한 건 그거인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게 조금 능숙했고 많이 접했다
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
데 그게 갈수록 조금씩 제 자신이 나아진다(고 느끼)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다
룰 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어. 많이는 아니
지만 그런 거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다 보니까 너
무 오래 걸려요.

배00(지방 중, 22년, 여): 그 전에는 제 생각이 옳으면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
런데 이제) 내가 나의 주장을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애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가? 무엇이 교육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애들은 저마다 흡수하는 게 달라서 내
방식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방식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라든가
뭐 이런 유연함? 다양성 인정 이런 게 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연구자: 뭔가 계기가 있으신가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 같아요. 저하고는 생
각이 다른 주장이 그 당시에 글쎄요, 교복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자율학습에 대
한 이야기였는지 뭐 이런 거 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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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아닌데요, 그 당시에 학교 학생들 이름표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
래서 우리는 한글로 고쳐야 한다.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이
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선배들이 자기 이름을 못 봐서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예요. 선배한테 찍힐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름 때문에. 이름을 모르니까. 이것
도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교복에서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식
으로 하다보니까 아 다른 생각도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마00(서울 초, 38년, 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딱 어떤 고정된 틀이 있
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는 딱 이래야 되고. 모범생. 그러니까 내가 교직에
처음 내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딱 모범생 있잖아요. 그 틀에 박힌 모범
생.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자기 개성이나 특기나 그 애 만의 독특한 능력 같은 것
그런 것을 찾아서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틀에 딱
하면은 사람은 이래야 되. 기계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는 이런 점이 좋
은 점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다 아이들마다 지향점이 다른 거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이 보인다.
아이들과 오래 함께 한 경험은 교사로 하여금 아이들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표현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그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한다. 이 단계의 교사
는 어떤 아이와 잠깐만이라도 대화를 해 보면 그 아이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성숙기 교사는 아이들의 복잡한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이 자신의 한
계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아이들과도 ʻ거리를 두려ʼ 하는데 비해 이 단계
교사에게는 아이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포착된다. 교사는 이제야 아이들과 “마음이 통한
다.”는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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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00(서울 초 38년, 여): 이제 나이가. 좀 경력이 좀 쌓이니까 아이들이 웬만큼은 보
여요. 딱 보면 어떤 행동을 할 때 쟤가 쟤 자체에 문제가 있나 가정에 문제가
있나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나면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죠. 해 보면 거의 맞아요. 이제 학교 선생
님들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반 점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애들을 딱 보면 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알아요. 그
게 좀 빨리 캣치가 되죠 다른 사람들 보다.

견00(지방 공립고 23년, 여): 아이들 하고 관계형성이나 마음이 통하고 이런 것은
지금이 더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냥 열정? 이런 거는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그런 관계는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어
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걸
파악하는 눈? 그런 게 부족했던 거 같애요, 지금은 애들 표정이나 이런 걸 보
면 지금 얘가 힘들어하는구나 느껴지는데, 인생경험 같은 것도....

: 어떠한 상황의 아이라도 끌어안는 ʻ부모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만
나게 된다. 가출, 폭력, 도벽 등,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그들이
다. 교사들은 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은 모두 취
해 보다가 결국 다른 학교로 보내거나 자퇴하도록 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소00(지방 공립고, 12년, 여):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요. 엄마 아빠가 일단 이혼을
했고 엄마는 딴 남자랑 살고 아빠는 주거지가 불분명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
면서 그냥 사는 분이예요. 그리고 친척들이 작은아버지....들이 동네에 살지만
안 챙기고. 그리고 엄마가 데리고 살았지만 말썽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 그래요, 아, 나 그 년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 사람이니까....나
한텐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니시지 않느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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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담임은 진짜 무슨 죄냐고, 그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 애 아빠를 찾든지 말
든지 맘대로 해가지고 하고 나한테는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고 탁 끊고 막 이래
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저히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전학만 다
니고 있는 중이예요, 일 저질러서 전학가고 일 저질러서 전학가고. .... 저지르
는 일의 종류는 뭐 다양하구요, 그 먼저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데리고 있었을 때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잘 안 오고, 학
교를 잘 안와서 왜 안 오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온다, 그래
서 이제 차비를 하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쥐어주면 그걸 가지고 뭐 담배사서
피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또 안 온다던지, 그래서 이제 승차권을 끊어 가지고
갈 때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2장씩 줘요 매일. 그러면은 한 며칠 나오다가 또
말고. 그러면은 또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와요,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되
니까 담임이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경찰서 한쪽 구석에 손들고 서있고.
근데 경찰서 한쪽 구석에 손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경찰들 교대시간
이 된 거예요. 근데 경찰들 잔뜩 들어오면서, 다 우리 애랑 애 친구들한테 막
인사하는 거예요, 야 너 또 왔냐? 거기서 굉장히 유명인사인 거예요. 그래서 물
어보니까 늘 이제 슈퍼를 편의점 이런 데를 가 가지고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
서 먹는 거 그런 거 훔쳐서 먹고, 그리고 후배, 애들만 사는 집, 부모랑 따로
떨어져서 애들만 사는 집 가 가지고 지네 집인 양, 거기 가 가지고, 막 담배 펴
서 뭐 바닥에 다 그을려서 장판바닥 난리 쳐놓고 이것저것 다 꺼내다가 이제
해먹고 그냥 막 다 쌓아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뭐 야생아예요. 차라리 말 안하는 야생아 면은 모르겠
는데, 말도 하는 야생아니까 완전히 이제 미치겠는 거죠. 그래 가지고 진짜 그
당진 읍내에서 추격전도 벌였어요. 잡아서 집에 데리러 가야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출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잡았는데 시내 한복판에
서 막 놓으라고 왜 잡냐고 자기 내버려 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어, 근데 참 창피하다는 느낌보다는 아이가 놓으라고 막 뿌리치고 난리를 치는
데 손이 스르르 놔 지더라구요, 놔지면서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정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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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가 굉장히 많이 아파
가지고 가서 치과를 다녔는데 원인은 알 수 없고 그러면 이 안 쪽을 다 뜯어봐
야 된다, 근데 이제 한 번 뜯으면 그건 이제 회생할 순 없으니까 그건 이제 신
경치료 해가지고 신경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금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
겠느냐, 근데 이가 너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밥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하
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경성에서 온 거였기 때문에 깨끗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이제 완전 다 뽑아내고 금 박고 금으로 씌우고
그렇게 해 논 상태였어요. 그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하던 당시의 교사는 학생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교
사 자신이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행동에서 그들 삶의 다양한
반경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버린” 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된다.
자신이 이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는 자책으로
다시 회상된다. 이 단계 교사는 이제는 어떠한 아이라도 부모처럼 품어 안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견00(지방 공립고 23년, 여): 초기에 어려움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물건
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때만 해도 저는 아이들이 누군가가 가져간 것처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루는 면이 미숙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
게 안 했을 거 같은데. 그리고 어떤 아이가 어려웠는데, 어떻게든 학교를, 지금
생각하면 걔를 다니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때 당시 자퇴를 한 학생이 있어
요. 지금도 내 마음에는 그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 걔를 계속 다니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미숙하고.
연구자: 그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자퇴한 아이들에 대한 경험들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이게 내가 좀 더 역량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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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금 당장은 그런 생각을 하실 지는 모르겠고, 한참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
런 생각 하실 거 같아요. 지금 당장 올해 자퇴를 시켰다 그러면, 올해 그런 생
각이 있었으면 자퇴를 안 시켰겠죠.
연구자: 근데 뭐가 그렇게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런 생각을 하게 하나요?
선생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계속 힘들지만은 않
고 또 다시 좋게도 바뀌는데, 그때 당시에 자퇴라는 게 걔가 힘들어서 조금 약
간 상담을 한다든가 환경 개선 뭐 이런 거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 줘 가지고 좀 더 그 기간을 잘 겪고 나오면 더 계속 학업도 계속하면서
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때는 이제 그 상황만 보고 그냥 자퇴를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상대적으로 젊은 교사들이 그러한 아이들의 문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 단
계에 있는 교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나 그들이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전혀 문제 해결책도 위로도 되지 못한다.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아이들을 학교가 계속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성찰기 교사의 그러한 판단
은 일부 교사의 주장으로 이해되곤 한다.

소00(지방 공립고, 12년, 여):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글을 하나 남겼
어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힘들다 했더니 어떤 선생님
이 .....오프라인 모임인데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랬더니, 어
떤 선생님이 우리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단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막아놓지만 말아라. 근데 (그것이)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긴 한데 위안이 안되요.

석00(지방 사립고, 30년, 남): 그때 나이가 전 젊었었고 그런 문제를 깊이 다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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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족했지만 또 남자교사고 연륜 있었던 어느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 선생님
이 계셨는데 그 분께 상의를 했죠.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걔 큰일 났다
고 그러면서 사실은 당신이 서울로 걔를 데려가서 1학년 때 임신중절 수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또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걔네 부모도 모르게 그렇게 했
다고, 그래서 집이 여기서 먼데인데 버스 타고도 한 30~40분 가서 걸어서 1시
간 걸어 들어가야 하는 거기를 찾아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기회
를 얘한테 뭔가 그런 아이들하고 만나지 않게 물리적으로 뭔가 좀 그런 상황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냐 휴학을 시키십시다. 00에 두지 말고 다른데 가 있으
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름방학 가까이 되서 편지가 온 거예요. ...또 문제
가 있다고 하는 다른 애한테. 잘한 일은 아니지만 (편지 받은) 걔도 상당히 문
제가 많은 애거든요. 제가 그 편지를 뜯어서 봤어요. 여름방학에 동해안으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경비는 어떤 자기가 아는 아저씨가 낸다.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 아이의 여기서 그런 것을 봐서 무척 심각하구나 (판단하고) 그것을 그
학생에게 주지 않고 다음 3월에 복학을 하러 왔는데 엄마랑 같이 왔었죠. 제가
그 편지를 내놨죠.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얘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건데
아이 변화가 없습니다. 복학을 시켜주지 못하겠습니다. 전학을 보내십시오. 그
런데 (그것이) 저한테는 교직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뭐라고 해야 할까 트라우
마라고 해야 하나 상처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를 가다 보면 걔하
고 비슷한 아이가 보이면 우두커니 쳐다보고 한번은 언젠 간 너 누구 아니냐고
3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지금도 이름도 생각나요. ....그 뒤에는 저는 제 반 애
들을 자퇴나 전학 보낸 적이 당연히 없었고 다른반 애도 상담하러 오고 하면
어떻게든 끌어 안으려고 하고 사실은 몇 년 전에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욕도 좀
먹었어요. 왜 모든 선생님이들 다 쟤는 희망이 없다 버려야 한다. 퇴학시켜야
한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만 그렇게 받아 들이냐 아주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것
도 좀 상처가 되더라구요. 결국 그 아이도 우리 학교를 떠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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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의 의미가 포착된다.
입직 초기 교사에게 대학 시절 공부했던 교육학은 단지 임용고시 준비 공부에 불과하
다. 그들은 입직 초기의 교직 경험에서 교육학이 실제 자신이 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되
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양00(지방 공립고, 2년, 남) : 사실은 배울 때는 이제 뭐 교육자가 되기 위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교사가 되기 위해
서 교육학을 꼭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는 잘 저는 별로 학교 와서는 별로 도움
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교육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철학이나 이
런 거는 직접 교육현장에서 써먹고 이러는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냥 학
교에 와서 부딪치고 애들하고 직접 하면서 느껴서 몸으로 체험해서 이런 게 많
은 거 같지. 실제 교육학은 그냥 시험 치기 위한 과목 같은 느낌.

그러나 경험을 더하면서 교사들에게 교육학 공부의 의미가 여러 차원에서 포착되기
시작한다. 특히 교사가 현장에서 자신이 가졌던 문제의식과 연결된 개념이나 이론을 만
날 때 그 학문의 의미는 두드러지게 다시 부각된다.

편00(서울공립고, 30, 여): 그냥, 그 전문직 시험 때문에 교육학 공부를 좀 해봤는
데.. 그 때 하면서 새롭게 많이 그런 걸 .... 교육학 이런 거, 여기에 적용하면
좋겠다.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근대 20대 때는 교육학 공부할 땐 임용고시 시
험 보는 데만 급했지....나중에 어느 정도 학교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부
했을 때는 아, 이거구나, 아 맞다.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참 도움
이 많이 됐어요.... (전문직 시험 때문에 학원을 다녔는데) 교육학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서 박사과
정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다니나 몰라요. 저도 그런 충동은 있었어
요. (교육학) 석사과정 한번 해불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만 하다가 끝났
어요.

118 ｜

Ⅲ. 교사의 생애단계

사실 교사들은 교육학 이론 학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
해 ʻ삶에 녹아드는 수업ʼ, ʻ아이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능력ʼ, ʻ아이들의 모습에서 그
들의 삶을 포착하는 능력ʼ, ʻ어떠한 아이라도 품으려는 의지ʼ 등을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갖게 되는 능력이다.

마00(서울 초, 38년, 여):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각자 자기 개성이나 특기나 그 애 만의 독특한
능력 같은 것. 그런 것을 찾아서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하
나의 틀에 딱 하면은 사람은 이래야 되. 기계처럼.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면 이 아이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
고 이 아이들은 다 아이들마다 지향점이 다른 거죠.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면 전환. 그런 것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
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신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계기는 뭐 딱 계기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나면서 그게 맞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좀 겪은 건데. 그러니
까 아이들이 이제 좀 별나게 행동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다. 쟤는 문제아다. 어
떤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실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 그런 애들
은 문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내가 걔네들을 나이 들면서 보
니까 걔네들 그 하나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뭔가가 장점이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학교에서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적용을
하는 것 때문에 걔가 문제아가 되고 이탈아가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틀에다가
얘들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삐져 나간 얘들은 이상한 애들이 되어 버
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조금 깊이 들여다보
고 문제를 찾아보고 이래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걔를 장점으로 발전시켜서
애들을 좋은 아이로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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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에서 교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ʻ성찰기ʼ에서 교사가 얻
는 것은 최종 지점에 도달한 자로서의 어떤 ʻ성취감ʼ이 아니다. ʻ성찰기ʼ는 매우 “오랜 경
험”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단계인 동시에 그 단계에 이르러서야 ʻ교육ʼ이 무엇인지 깨닫
게 되는 그런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교사로 하여금 전체 교직 생활을 통
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더듬게 하기보다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해 놓친 것
들을 찾아내게 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게 한다. 다시 말해 교사 생애단계의 최종적인
단계로 포착되는 이 ʻ성찰기ʼ는 사실상 교사의 교육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를 지닌다.

성00(지방 초, 38년, 남): 막 10년 15년까지는 도무지 의욕이. 의욕 가지고 문데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느끼고. 그것이 한 10년 그 다음에 20년 정도 되면 이
제 노련미가 생기죠. 노련미가. 어떻게 보면 참 교육 맛을 아는 것은 50살 넘어
서인 것 같아.

또한 교사들은 성찰기까지 이르는 생애단계를 보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성찰기 교사들이 얻게 되는 능력은 어떤 학문적 훈
련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
생들을 만나면서 “몸으로 느끼는 가운데” 자각하게 되는 그 무엇이다.
성00(지방 초, 38년, 남): 글쎄 그것은 단축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경험. 그
다음에 스스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어디서 책에서도 못 구하고 어
디서 실험할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몸에 배고 애기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
면은 그게 자기 내공이 생긴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큰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로 아무 도움도 없이 몸으로
느끼고 자기가 자각을 해야 한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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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교육적 관점 변화 차원 교사 생애단계

3. 집단 간 차이
모든 교사들이 같은 생애단계를 같은 기간 거칠 것이라 예상할 수는 없다. 위에서 기
술한 교사 생애단계는 한국의 교사들이 거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생애단계를 일반화해
본 것이며, 실제 개별 교사들이 겪을 생애단계는 교사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교사 개
인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과 교사 개인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교사 생애단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
다. 그러나 면담 자료는 공사립 학교 간 차이, 남녀 교사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어
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서는 공립과 사립학교 교사의 특성 차이와 교사
성별 차이에 의해 교사 생애단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그 가능성만 간략히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 공/사립 차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고등학
교급에서 공립학교와 함께 사립학교도 포함하여 면담 대상 교사를 선정하였다. 초, 중학
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중은 고등학교에 비해 매우 적고 중학교에서도 계속 공립학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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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특별히 사립학교 교사를 면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사 생애단계에서의 공사립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조직 내 역할 변
화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공립학교 교사는 순환근무제에 의하여 5년마다 학교를 이동
하므로 해마다 한 학교 교사의 약 30%가 교체된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에서는 사립학교
에 비해 학교 내 업무 분장이 자주 바뀌게 되며 그것은 교사들의 업무 수행 능력 축적을
어렵게 한다.

장00(지방 중, 22년, 여, 사립 고등학교 경력 21년 후 공립 중학교로 이동): 기존에
지금 끝까지 계신 ...분들은 거진 이십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처리나
그런 거에 있어서 막하지 않고도 알아서들 잘 자기 일은 슥슥슥 다 이렇게 하
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대신 저희가 업무는 거의
안 바꾸고 한 몇 년 만에 ...그 업무가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공문이 거의 비슷
비슷하게 내려오니까..

금00(지방 초, 19년, 여): 경력이 많아도 일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가 생소한
업무인 건 똑같아요. 초임하고.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승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는 학교 내에서 부장 점수
등, 필요한 조건 확보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연수 점수 확보, 도서 벽지 근무 신
청, 가산점이 주어지는 연구학교로의 전보 신청, 교육청 업무 지원 등, 각종 승진에 필
요한 조건을 찾아다닌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입직에서 퇴직까지 대부분
한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승진 경로는 연구부
장, 교무부장을 거쳐 교감이 되는 과정이다.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2) 결국 사립학교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들처럼 승진을 위해 연수 점수 등의 각종
조건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대신 교무부장 등, 학교 차원 업무 추진의 ʻ리더ʼ 역할을 하
는 교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갈 교사들을 “가르쳐 키운다.” 따라서 사립학교에서는 “키
2) 면담 대상이 된 두 학교 모두 교장은 외부에서 영입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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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는” 교사가 아니면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자신이 맡은 업무 이외의 학교 업무 내용
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장00(지방중, 22년, 여, 사립 고등학교 경력 21년 후 공립 중학교로 이동): 사립은
요. 계속 그야말로 제가 처음부터 큰 변화 없이 그 물줄기에서, 교감선생님만
정년 되셔서 가시고 새로 오시기는 하지만 그 분 조차도 기존에 교사로 있다가
승진하시고, 이런 케이스라서 처음에 교무부장님이나 누가 체계적으로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일을 잘 모르는 것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구00(서울 사립고, 28년, 남): 예를 들면 영역별로도 자기가 교무부의 고사계를 담
당했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고사계에, 저도 몇 년 동안 고사계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역할의 특징 내지는 어려움, 고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아니 그럴 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매뉴얼처럼 만들
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적어서 올려놓으면 후임자가 누가
되든지 그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인계인수가 잘 안돼요. 인계인수가 안돼. 이
사립학교인데도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돼 이거고, 니가 경험해 봐라 이거
지. 그래도 나는 이걸 몇 번 경험하면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립학교 교사들과 공립학교 교사들의 생애단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승진과 관련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시작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 속에서 교사들이, 특히 여교사들이 승진을 덜 고려하게 되고, 특정
교사의 승진에 대한 관심은 그 교사가 재직하는 개별 학교의 특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나. 성별 차이
대부분의 기혼 여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육아 경험이 교직생활에서 자신이 가
르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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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가르치는 학생과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기 자녀가 가정에서 보이는 각
종 행동 양태나 심리적 특성에 기초해서 가르치는 학생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교사들은 강조한다. 자기 자녀가 전해주는 학교에서의 경험은 교사로서 자신의 행위 양
식이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를 돌아 볼 수 있게끔 한다고도 한다. 자기 자
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보여주는 긍정적,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에게 무엇이 더 강화
되어야 하고, 어떤 것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지00(지방초 7년, 여):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상처를 받았던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아이는 그 선생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그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죠. 나이도 많으세요.
연구자: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하고 애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00(지방초 7년, 여)::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해 줄 수는 없죠. 그 선생님이 왜 그렇
게 싫었냐면 아이한테 2학년 때예요. 애는 분명히 날마다 일기를 썼어요. 선생
님도 아세요. 그런데 어쩌다 애기가 일기를 안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마에다가 검자 도장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보라색 도장을. 그런데 애가 너
무 어려 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는 지도 모르고 이걸 안 지우고 저녁 때 나를
본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정말 일반 학부모라면 내가 항의 전화 하
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그 애들 인권 자체가. 그거 내가 봤을 땐 내
가 선생님만 아니면 교사만 아니면 얘기 아빠랑 그거 얘기 하면서 너무 속상했
어요.
연구자: 그런데 애는 좋아한다.
지00(지방초 7년, 여):: 네. 자기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과학을 엄청 설명을
잘 해주시고 애는 완전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됨됨이. 교
사가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들의 인권을 아동을 인격적으로 봐 줘야 되
잖아요. 개별 개별을.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죠. 아이는 좋아하는데.

진00(서울 중, 25년, 여): 특히 결정적인 것은 자녀를 키워 봤다는 거. 그것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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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그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 본다는 것은 이제 자
녀를 키워 본다는 경험은 정말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 하면 자기가 자랄 때는 모르지만 자녀가 자랄 때는
그걸 지켜 봤을 때는 애들이 이때는 이렇구나 저때는 저렇구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어떤 발달 단계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교사들은 대개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사
람이 많고 또 되게 안정적으로 교직을 택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대개 안정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실패라던가 뭐 모험이라던가 이런 것 보다는 대개 이제 편안
하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아닌 아이들에 대한 그걸 잘 모르는 거 같
아요.... 그러면서(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 수준에서 이건 어렵겠구나. 처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
고 중학교를 처음에 가르치니까 교과서를 딱 보니까 이거를 1년에 가르치다니
어떻게. 하루면 다 가르칠 것 같은데. 하루면 다 가르칠 것 같이 쉽잖아요. 그
런데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이것이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쟤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쟤가 뭔가 나빠서라던가
말을 어떻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대해서가 아
니라 애를 보면은 자기의 그런 것 있잖아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식으로 애
들을 보게 되니까 좀 이해를 못 할 아이는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장00(지방 중, 22년, 여):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아이들, 학생들 바
라보는 눈이 다른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학생은 학생이다였는데 자꾸
우리 아이가 요럴 때에 하는 그 행동하고, 학생들이 하는 행동하고 해서 학생
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그런 게 바뀌어진 계기....아, 그런데, 그 한 몇 년 전부터
한 오학년... 이렇게 애들이 크다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년하고 비슷해지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는 매치가, 그다지 매치가 되지 않더라구요.

기혼 남교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 양육 경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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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것은 여교사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가 있는지 여부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수행
한 역할 경험이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그들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승진과 관련한 관심의 표출 시기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가정에서 남녀 교사의 역할 차이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 남교사에게 승진은 비교적
초기부터 관련된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여교사에게 그것은 자녀 양육 부
담이 어느 정도 덜어진 시기에나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로 인식된다. 입직 초기부터
학교업무에 두각을 나타냈던 교사라 할지라도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일찍 장학사 시험
을 보는 길보다는 경력을 쌓고 난 후 교감으로 승진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차00(서울 초, 4년, 남): 음. (승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고. 주변에
서는 저하고 친하신 분이랑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다음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부장이라던지 그런 직책을
맡길 거다. 그리고 나면 부장도 하다 보면 나중에 교감으로 승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린다던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
직까지는 흥미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해도 그렇게 될 것 같기
보다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서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계획하는 것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마00(서울 초, 38년, 여): 제가 맨날 집에 혼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에 다 보내면서 나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
다 라고 생각을 한 게 대학원을 간 거고. 그때부터 이제 승진 준비를 좀. 승진
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승진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그 변화가 제일 많았다
는 거라면 그거였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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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지방 초, 19년, 여): 이제 그전에는 솔직히 하도 전문직 장학사 하는 분들이 다
잘나가니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시험을 보려고 준비도 해 볼까 하고 사다 놓
고 했는데 남들이 해 봐라 해 봐라 하니까 정말 해 봐야 하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애들 때문에 저는 안되죠. 애들을 버리고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남
편도 애들을 못 보는데 내 인생에 애들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클 때
까지 조금 기다리자.... 애기들 먼저 키워 놓고 연수가 많이 남으니까 교감이 되
면 전문직을 해 보려고요.

이와 같은 성별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ʻ승진 고려기ʼ의 여교사 비중은 적고 ʻ성찰기ʼ
여교사의 비중은 더 클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는 양적 분석을 통해
서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4. 논의
이상에서 기술한 교사 생애단계는 서울과 지방의 총 8개 초, 중, 고등학교, 서로 다른
경력(경력 5년 내외, 10년 내외, 20년 내외, 30년 이상)을 가진 교사 40명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생애단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교사의 자기 분석과 현재
와 비교한 이전의 모습에 대한 교사의 자기 분석을 상호 비교하는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을 하나의 생애단계로 추출하여 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급과 관계없이, 또한 스스로 만족스러운 교직 생활을 해 왔던 교사나 여러 가지 문
제로 힘든 과정을 거쳤던 교사나 관계없이 대체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반응을 추출한 것
이 이러한 생애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한 일련의 모든 생애단계를 모든 교사가 거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교사가 일정한 경력 대에 일정한 생애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교사는 특정 생
애단계에 오래 머물 수도 있으며 어떤 교사는 특정 생애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보여 주는 생애단계는 ʻ조직 내 역할 변화ʼ와 ʻ교육적 관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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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ʼ라는 두 차원에서 제시된 생애단계의 조합 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생
애단계를 하나의 정형화된 틀로 이해하여 특정 경력 범위의 교사를 특정 단계의 교사로
분류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낸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가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는 한 차원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선적인 구도로 나
타난다. 기존의 단계론적으로 접근하는 생애단계 연구들은 변화에 대해 단선적인 접근
을 하든, 변화의 복합적, 중층적 성격을 강조하든 한 종류의 패턴으로 교사의 생애단계
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교사 생애단계 혹은 발달단계 연구들에서 가장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ʻ생존, 성장, 성숙, 승진지향, 좌절, 안정･침체ʼ 등의 단계 구분인데(윤흥주,
1996; 김윤호, 2007; 백승관, 2003; 조대연, 2009 등), 이는 교사의 발달단계를 생존,
중간, 숙련 단계로 구분한 와츠(Watts, 1980)의 연구와 입문, 역량 구축, 성장, 좌절,
안정적 침체, 활동 축소, 퇴직 등으로 구분하는 버크 외(Burke et al., 1987)의 연구들
을 결합한 분류 방식으로 보인다. 비록 이 단계들이 선형적으로 진행되기보다 특정 경력
기간에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 연구들은 강조하고는 있으나3) 큰
틀에서 교사 생애단계가 하나의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가 보이는 공통적 특성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추출한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는
하나의 패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자립하는 시기, 학
교행정가로서의 역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를 거쳐 퇴직을 준비하기까지의 일련의 단
계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가르치는 내용 등과의 관계에서 겪는 관점의 변화
단계와는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애단계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나 두
차원의 각 생애단계를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조직에의 ʻ적응기ʼ, 교육에서의 ʻ열정기ʼ는 개별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교직 입문 시
기에 겪는 두 차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신임교사는 조직 내에서는 간단한 업무를 맡
으면서 배우는 위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
3) 윤흥주는 좌절 단계가 교사의 전 경력 구간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드러내었고 백승관(2003)과 조대연
(2009)은 성장, 안정･침체, 좌절 단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조대연(2009)은
성장, 안정･침체, 좌절 단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시기를 ʻ조정 단계ʼ로 명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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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 단계에 있다. 그런데 이 양 차원의
입문기가 끝나는 시점은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직에서의 ʻ자립기,ʼ 교육에
서의 ʻ성숙기ʼ의 출발점 시기가 교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끝나는 시기 역시 그러하다.
이는 달리 말하면 두 차원의 생애단계 사이의 관련성은 개별 교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교사는 ʻ자립기ʼ에 ʻ성숙기ʼ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떤 교사는
조직 내에서의 위치는 ʻ자립기ʼ에 있을 지라도 교육에서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ʻ열정기ʼ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 어떤 교사는 ʻ퇴직준비기ʼ 단계인 동시에 ʻ성숙기ʼ, 심지어 ʻ열정
기ʼ일 수도 있으나 어떤 교사는 ʻ퇴직준비기ʼ와 ʻ성찰기ʼ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
셋째, 양 차원의 생애단계가 갖는 비중은 개별 교사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교사 내에서
도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임교사에게는 ʻ열정기ʼ적 특성이 ʻ
적응기ʼ적 특성보다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신임교사에게는 그것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고연령 교사에게는 ʻ성찰기ʼ적 특성이 ʻ퇴직 준비기ʼ적 특성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고연령교사에게는 ʻ퇴직 준비기ʼ적 특성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교육에 대해서는 뚜렷한 관점이나 의욕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중등교사들의 여러 생애단계 유형을 분석한 오영재의 연구(2006)에서 강조한 생애단
계별 교사 유형은 아마도 이러한 두 차원에서 나타나는 생애단계의 비중이 개별 교사에
게 각각 다르다는 점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ʻ교과형ʼ, ʻ인성형ʼ, ʻ업무형ʼ, ʻ조
직형ʼ, ʻ투쟁형ʼ, ʻ유유형ʼ, ʻ승진형ʼ, ʻ자기형ʼ, ʻ소진형ʼ 등으로 구분되는 교사 유형이 평균
3.9년 주기로 개별 교사 수준에서 변화한다. 개별 교사에게 나타나는 그 유형의 변화에서
같은 유형을 되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순차, 복합적으로 그 유형이 분기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도 두 차원의 생애단계를 토대로 하여 교사 유형 분류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두 차원의 생애단계의 조합에 의하여 양 차원의 각 생애단계가 갖는 강약에 따라
특정한 이름을 붙여 유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ʻ적응･열정기ʼ에서 ʻ적응ʼ에 초
점을 둔 교사는 ʻ조직형ʼ, ʻ열정ʼ에 초점을 둔 교사는 ʻ교과･인성형ʼ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각 교사 유형별 요구에 초점을 맞춘 방안 모색보다는 교직의 전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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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이해하고 그에 터해 요구되는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큰 틀에서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방법일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본 연구가 ʻ발달론적 관점ʼ을 배제하고 한국 교사의 입직에서부터 퇴직까지의 변
화 과정을 탐색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 연구 결과, 한국 교사들의 생애단계
변화에는 일정한 ʻ발달ʼ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단계, 곧 ʻ열정기ʼ, ʻ성숙기ʼ, ʻ성찰기ʼ 등은 미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의
단선적 발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분명히 ʻ발달ʼ, ʻ성장ʼ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각각은 나름의 특장을 지니지만 전 단계에 비해 다
음 단계는 보다 발전한 단계이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 최종 단계인 ʻ성찰기ʼ는 교직 전문성 논의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ʻ성찰기ʼ 교사는 비록 이론적으로 무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학의 기본 이론에 실제적으로 가장 접근해 있다. 아이들 하나하나의 삶을 그들의 말
을 비롯한 다양한 행동과 표정 속에서 읽어 내고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을 그러한
아이들의 삶에 융해시켜 나가려 하며 모든 이들이 포기하는 아이도 품으려 하고 이전에

“버렸던” 아이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에 빚을 스스로 만드는 ʻ성찰기ʼ 교사의 특징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사 전문성의 핵심 내용이다. DarlingHammond(2006)는 교과 전문가와는 다른 교직 전문성이 ʻ다양한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들 ʻ모두를 위한 교육ʼ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찾는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교직 경험으
로 획득한 이러한 특성은 학교 내에서 사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한국 교사
생애단계 연구들도 교사 생애단계의 이러한 특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
점은 ʻ성찰기ʼ 교사로 하여금 교사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회의하게 만들어 일찍 ʻ퇴직준비
기ʼ로 진입하게끔 한다. 많은 경우, ʻ성숙기ʼ 교사가 가르치는 일보다는 승진에 보다 관심
을 기울이게 되는 것도 교직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ʻ성숙기ʼ 교사가 승진에 오랜 기간
집중하게 되면 ʻ성찰기ʼ로 이행하기 어렵다. 승진에 실패하여 교직에 심각하게 회의하게
되는 경우에도 교사는 교직을 마감하기까지 아이들에게 ʻ거리두기ʼ를 계속하게 될 수 있
을 것이다. 결국, 축적된 교사의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공유될 수 있는 방안들
이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130 ｜

Ⅲ. 교사의 생애단계

분석한 교사 생애단계에 따르면, 교사는 교직 입문 전에 교사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교
사로 길러져서 교직에 배치되기보다는 교직 입문 후 “오랜 경험”을 통하여 교사로 성장
해 나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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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이 장에서는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 이해의 다른 한 차원으로 교사 개인 배
경 요인 및 환경 요인별로 생애단계별 교사가 어떻게 서로 달리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을 추정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자료를 토
대로 개인 교사의 생애단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더불어 면담
을 통해 교사의 생애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선행 연
구를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출하였던 관련 변인들을 보완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추출된 교사 생애단계는 조직 차원의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의 생
애단계로 나뉘어진다. 이에 설문조사 도구도 두 차원의 생애단계를 구분하여 마련하고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양 차원의 생애단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두
차원의 생애단계의 상관 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두 차원의 생애단계를 구분하
여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조사 내용
설문조사는 크게 교사 생애단계와 교사 개인 배경 변인 및 교직 환경 변인과의 관계
이해를 위한 목적과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등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여
기서는 전자와 관련한 조사 내용만 제시하기로 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교사 개인 배경 변인은 ʻ
성ʼ, ʻ성장 시 가정 경제 수준(주관적 인식)ʼ, ʻ학력ʼ, ʻ교사 자격증 취득 기관ʼ, ʻ교직 입직
이유ʼ, ʻ교직 이외의 직업 경험 유무ʼ, ʻ기간제 교사 경험 유무ʼ 등이며 교직 환경 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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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ʻ경력ʼ, ʻ기피학교 근무 경력ʼ, ʻ현 근무 지역ʼ, ʻ근무 학교 설립유형ʼ, ʻ학교급ʼ, ʻ연수
시간ʼ, ʻ보직교사 경력 여부 및 현재 보직교사 여부ʼ, ʻ담임경력 여부 및 현재 담임 여부ʼ,

ʻ자녀 유무ʼ, ʻ또래 자녀 유무ʼ, ʻ담당 교과ʼ, ʻ비중을 두는 업무 영역ʼ 등을 포함하였다. 교
사 생애단계는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생애
단계와 관련한 문항을 면담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여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조사 도구의 문항 구성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내용

입직
전

개
인
배
경
입직
후

생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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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성별
성장 시 가정 경제 수준(주관적 판단, 상/중/하)
학력
교사 자격증 취득 기관
교직 입직 이유
교직 이외의 직업 경험 유무
정식 발령 전 기간제 교사 경험
경력
기피 학교 근무 경력
현 근무지역
근무학교 설립유형
학교급
연수 시간
보직교사 경력
현재 보직교사 여부
담임교사 경력
현재 담임교사 여부
담당교과
자녀 유무
또래 자녀 유무
비중을 두는 업무 영역(수업/수업외)
연수 참여 여부 및 선호
적응기
자립기
조직 내 역할 변화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열정기
교육적 관점 변화
성숙기
성찰기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1
20
21
1,5,9
2,6,10
3,7,11
4,8,12
13,16,19
14,17,20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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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 현황
가. 응답자 전체 특성
표집 규모 총 3,000명의 교사 중 응답률은 77.9%로 총 2,336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자 현황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변수들의 입력 방식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한 기술통
계량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Ⅳ-2>, <표 Ⅳ-3>과 같다. 결측치로 인하여 활용
된 사례수는 변수별로 다르다.

<표 Ⅳ-2> 설문 응답자 현황
지역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계

전체

서울

99

105

41

106

147

351

광역시

169

205

128

180

308

682

경기도

118

130

106

67

173

421

경기도외

248

231

165

238

403

882

계

634

671

440

591

1,031

2,336

<표 Ⅳ-3> 집단별 특성 기술통계

성별

2,336

1

2

1.59

표준
편차
0.49

성장시 경제수준

2,336

1

3

2.21

0.51

상=1, 중=2, 하=3

학력

2,303

1

4

2.39

0.54

2년제=1, 4년제=2, 석사졸=3, 박사졸=4

자격취득

2,326

1

4

2.10

0.83

교대=1, 사대=2, 일반교직=3, 교육대학원=4

교직입문계기

2,336

1

5

2.73

0.70

경제적=1, 권유=2, 희망=3, 성적=4, 기타=5

교직이외직업경험

2,336

0

1

0.23

0.42

있다=1, 없다=0

기간제 경험여부

2,335

0

1

0.34

0.47

있다=1, 없다=0

교원경력

2,336

1

4

2.19

1.01

0-10년=1, 10-20년=2, 20-30년=3, 30년
초과=4

기피학교근무여부

2,336

0

1

0.34

0.47

있다=1, 없다=0

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비고
남=1, 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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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비고

근무지역

2,336

1

4

2.79

1.11

서울=1, 광역시=2, 경기도=3, 경기도외=4

설립유형

2,336

1

2

1.31

0.46

국공립=1, 사립=2

학교급

2,326

1

2

1.73

0.44

초등=1, 중등=2

보직교사경력유무

2,336

0

1

0.52

0.50

있다=1, 없다=0

현재보직교사여부

2,336

0

1

0.30

0.46

있다=1, 없다=0

담임경력여부

2,336

0

1

0.97

0.16

있다=1, 없다=0

현재담임여부

2,336

0

1

0.59

0.49

있다=1, 없다=0

담당교과

1,908

1

2

1.24

0.43

일반=1, 예체능=2

자녀여부

2,336

0

1

0.74

0.44

있다=1, 없다=0

또래자녀여부

2,033

0

1

0.55

0.50

있다=1, 없다=0

수업이외업무

2,301

1

2

1.33

0.47

학교차원업무=1, 수업준비및담임업무=2

나. 생애단계 분화/미분화 집단 현황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생애단계별 문항에 대한 반응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
나는 단계를 해당 응답자의 생애단계로 판정하였다. 이 때 전체 응답자 중 생애단계가
구분되지 않는 응답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생애단계를 구분하는 문항들의 평균점수가
동일하여 단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이다. 이와 같이 생애단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응답
자는 조직 차원 생애단계의 경우, 전체 교사의 약 27.6% 정도였고 교육적 관점 차원 생
애단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0.0%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단계 미분
화 집단을 제외하고 생애단계가 구분되는 집단에 한하여 관련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Ⅳ-4> 교사 생애단계 분화/미분화 집단 분포 현황
집단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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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

교육적 관점 차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분화

1,629

72.4%

1,628

69.9%

미분화

620

27.6%

701

30.1%

합계

2,249

100.0%

2,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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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애단계별 교사 분포 현황
1) 전체 현황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 중 각 단계별 교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응기,
30.9%. 자립기 38.4%, 승진고려기 23.0%, 퇴직준비기 7.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의 경우에는 성찰기 교사가 53.3%, 성숙기 26.8%, 열정기 2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교사 분포 현황
구분

사례수

비율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
사례수

504
626
374
125
1,629

30.9%
38.4%
23.0%
7.7%
100.0%

2) 학교급별 현황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 관련한 학교급별 교사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초등은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의 교사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퇴직준비기 교사 비율이 현저
히 낮았다. 한편, 중등은 자립기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적응기>승진고려기>퇴직준비
기 순으로 나타나 초등과 교사 생애단계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승진고려기 교사들
이 중등에 비해 초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Ⅳ-6> 학교급별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황
구분
초등
중등
사례수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

전체

143
(30.7%)
361
(31.2%)
504
(31.0%)

143
(30.7%)
481
(41.6%)
624
(38.4%)

150
(32.2%)
221
(19.1%)
371
(22.9%)

30
(6.4%)
94
(8.1%)
124
(7.6%)

466
(100.0%)
1,157
(100.0%)
1,623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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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른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과 중
등 모두에서 성찰기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숙기와 열정기가 그 뒤를
따랐다. 초등학교급에서 성찰기 교사 비율은 중등에 비해 더 높았다.

<표 Ⅳ-7> 학교급별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황
구분

열정기
82
(19.1%)
243
(20.4%)
325
(20.0%)

초등
중･고등
사례수

성숙기
88
(20.5%)
347
(29.1%)
435
(26.8%)

성찰기
259
(60.4%)
604
(50.6%)
863
(53.2%)

전체
429
(100.0%)
1,194
(100.0%)
1,623
(100.0%)

3) 조직 및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간 관계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로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교사 분포 현황을 분석해 보았
다. 그 결과, 적응기와 자립기에서 모두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가 성찰기>성숙기>
열정기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자립기에서 적응기보다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승진고려기에서는 자립기보다 성찰기 교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퇴직준비기에서 역
시 성찰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와 함께 열정기 교사 비율도 못지않게 높게 나타난다.

<표 Ⅳ-8>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 분포 현황

열정기

적응기
유효
빈도
퍼센트
88
(26.3)

자립기
유효
빈도
퍼센트
87
(18.5)

성숙기

119

(35.5)

128

성찰기

128

(38.2)

합계

335

(100.0)

구분

승진고려기
유효
빈도
퍼센트
29
(10.7)

(27.2)

41

256

(54.4)

471

(100.0)

퇴직준비기
유효
빈도
퍼센트
33
(37.5)

(15.1)

20

(22.7)

201

(74.2)

35

(39.8)

271

(100.0)

88

(100.0)

4) 전체생애단계와 학교급에 따른 생애단계의 전체사례수가 다른 이유는 자격취득기관에 따른 학교급이 잘
못 기입된 사례수를 결측 처리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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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의 상관관계를 Spearman
검증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관계수는 .165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이 두 차원의 생애단계는 어느 정도 서로 관련은 있으나 그 관련성의 정도
는 매우 낮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교사 생애단계와 관련한 각종
분석은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를 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표 Ⅳ-9>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의 상관관계
구분
조직 차원 생애단계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조직 차원 생애단계
상관계수
N
상관계수
N

1
1,627
.165***
1,165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165***
1,165
1
1,560

***p<.001

3. 교사 개인 배경 및 환경 변인별 생애단계 분포
교사의 개인 배경 및 환경 변인에 따라 교사의 생애단계 분포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생애단계의 두 차원, 즉 조직 차원과 교육적 관점 차원으로 나누
어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급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과 중등으로 학교급을 나누
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초등
1)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초등학교 교사들의 성별, 성장 시 경제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
포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남교사는 승진고려기(전체 남교사의 54.4%)에, 여교사는 적
응기(전체 여교사의 33.9%)와 자립기(전체 여교사의 33.1%)에 대체로 많이 분포하는 특
징을 보였다. 성장 시 경제수준에 따른 교사 생애단계 분포를 살펴 보면, 성장 시 경제
수준이 ʻ하ʼ인 경우 승진고려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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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성별, 성장시 가정경제수준별
(단위: 명, ( ) 안은 %)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합계

성별
남
20
(19.4)
23
(22.3)
56
(54.4)
4
(3.9)
103
(100.0)

여
123
(33.9)
120
(33.1)
94
(25.9)
26
(7.2)
363
(100.0)

전체

검증

성장시경제수준

상
143
11
(30.7)
(45.8)
143
5
(30.7)
(20.8)
χ2=
150
8
30.030***
(32.2)
(33.3)
df= 3
30
0
(6.4)
(0.0)
466
24
(100.0)
(100.0)

중
107
(34.4)
101
(32.5)
82
(26.4)
21
(6.8)
311
(100.0)

하
25
(19.1)
37
(28.2)
60
(45.8)
9
(6.9)
131
(100.0)

전체

검증

143
(30.7)
143
(30.7)
χ2=
150
22.738**
(32.2)
df=6
30
(6.4)
4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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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과 교직입문계기별 교사 생애단계 분포를 분석하였을 때, 학력과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4년제 졸업자는 적응기에, 석사졸업 이상의
경우, 승진고려기(석사졸업 60.0%)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교직입문계기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권유와 희망에 따라 교직에 입문한 경우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에 고르
게 분포하였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문한 경우 승진고려기에 분포한 비율이 높았다.

<표 Ⅳ-11>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학력별, 교직입문계기별
(단위: 명, ( )안은 %)

학력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2년제 4년제 석사졸 박사졸 사례수

검증

경제적 권유 희망 성적 기타 사례수 검증

12
111
19
0
142
6
51
71
12
3
143
(44.4) (42.4) (11.3) (0.0) 30.9)
(12.0) (30.9) (32.4) (48.0) (42.9) (30.7)
5
98
37
1
141
16
55
66
6
0
143
χ2=
(18.5) (37.4) (22.0) (33.3) 30.7)
(32.0) (33.3) (30.1) (24.0) (0.0) (30.7)
χ2=
22.952*
6
38
102
2
148 117.222*** 24
44
72
7
3
150
df=12
(22.2) (14.5) (60.7) (66.7) 32.2)
(48.0)
(26.7)
(32.9)
(28.0)
(42.9)
(32.2)
df=9
4
15
10
0
29
4
15
10
0
1
30
(14.8) (5.7) (6.0) (0.0) (6.3)
(8.0) (9.1) (4.6) (0.0) (14.3) (6.4)
27
262
168
3
460
50
165 219
25
7
4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100.0)(100.0)(100.0)(100.0)(100.0)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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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외 직업경험, 기간제교사 경력 여부, 교직경력에 따라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
계 분포 차이를 분석하였을 때, 교직이외의 직업경험과 기간제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0~10년 미만 경력의
경우, 적응기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0년 이상~20년 미만의 경우는 자립
기와 승진고려기,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경력의 경우, 승진고려기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Ⅳ-12>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교직이외직업경험유무별, 기간제경험여부별, 교직경력별
(단위: 명, ( )안은 %)

교직이외직업경험
구분

적응기
자립기

있다
25

없다 사례수 검증
118

143

(32.9) (30.3) (30.7)
23

120

143

(30.3) (30.8) (30.7)

χ2=
22
128
150
승진
0.745
고려기 (28.9) (32.8) (32.2)
df=3
6
24
30
퇴직
준비기 (7.9) (6.2) (6.4)
사례수

76

390

466

(100.0) (100.0) (100.0)

기간제경험여부
없다
93
(28.4)
100
(30.6)

있다 사례수 검증
50

143

(36.0) (30.7)
43

143

(30.9) (30.7)

교직경력
0~
10년

10~
20년

20~
30년

74

27

28

(48.4) (22.1)
61

46

(39.9) (37.7)

(22.8)
26
(21.1)

χ2=
14
3.398
(27.3) (32.2)
(9.2)
df= 3
8
30
4

45

58

(36.9)

(47.2)

4

11

(6.7)

(5.8)

(6.4)

(2.6)

(3.3)

327

139

466

153

122

112
(34.3)
22

38

150

(100.0) (100.0) (100.0)

30년
사례수
초과
14

검증

143

(20.6) (30.7)
10

143

(14.7) (30.7)

χ2=
95.592 ***
(48.5) (32.2)
df=9
11
30
33

150

(8.9)

(16.2)

(6.4)

123

68

466

(100.0) (100.0) (100.0) (100.0) (100.0)

***p<.001

기피학교 근무여부, 현재 근무지가 어디인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피학교에 근무 경
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 경험이 있는 교사에 비해 적응기, 자립기에 다소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기피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승진고려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
고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른 분포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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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기피학교근무여부별, 근무지역별
(단위: 명, ( )안은 %)

기피학교근무여부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없다

있다

사례수

83
(34.4)
80
(33.2)
67
(27.8)
11
(4.6)
241
(100.0)

60
(26.7)
63
(28.0)
83
(36.9)
19
(8.4)
225
(100.0)

143
(30.7)
143
(30.7)
150
(32.2)
30
(6.4)
466
(100.0)

근무지역
검증

서울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외 사례수

검증

χ2=
9.022*
df=3

28
(32.9)
26
(30.6)
24
(28.2)
7
(8.2)
85
(100.0)

31
(24.4)
37
(29.1)
50
(39.4)
9
(7.1)
127
(100.0)

24
(30.8)
23
(29.5)
28
(35.9)
3
(3.8)
78
(100.0)

χ2=
8.174
df=9

60
(34.1)
57
(32.4)
48
(27.3)
11
(6.3)
176
(100.0)

143
(30.7)
143
(30.7)
150
(32.2)
30
(6.4)
466
(100.0)

*p<0.05

현재보직교사여부, 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여부, 현재담임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
과, 현재보직교사가 아니거나 보직교사 경력이 없는 경우 적응기에, 현재 보직교사이거
나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고려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
경력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담임을 하고 있지 않은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진고려기에 분포하는 교사 비율이 높다.

<표 Ⅳ-14>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재보직교사여부별, 보직교사경력유무별, 담임경력여부별, 현재담임여부별
(단위: 명, ( )안은 %)

현재보직교사여부
구분

예

17
적응기 (10.6)
35
자립기 (21.7)
승진 104
고려기 (64.6)
5
퇴직
준비기 (3.1)
161
사례수 (100.0)

아니오 사례수
126
(41.3)
108
(35.4)
46
(15.1)
25
(8.2)
305
(100.0)

검증

없다 있다 사례수

143
97
46
(30.7)
(50.3) (16.8)
143
81
62
(30.7)
(42.0) (22.7)
χ2=
150
2
148
123.395***
(32.2)
(1.0) (54.2)
df=3
30
1
17
(6.4)
(6.7) (6.2)
466
193 273
(100.0)
(100.0) (100.0)

~p<.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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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여부
검증

없다

143
5
(30.7)
(41.7)
143
6
(30.7)
(50.0)
χ2=
150
0
154.163***
(32.2)
(0)
df= 3
30
1
(6.4)
(8.3)
466
12
(100.0)
(100.0)

있다 사례수 검증
138
(30.4)
137
(30.2)
150
(33.0)
29
(6.4)
454
(100.0)

현재담임여부
예

143
127
(30.7)
(32.8)
143
119
(30.7)
(30.7)
χ2=
150
117
6.015
(32.2)
(30.2)
df=3
30
24
(6.4)
(6.2)
466
387
(100.0)
(100.0)

아니오 사례수 검증
16
(20.3)
24
(30.4)
33
(41.8)
6
(7.6)
79
(100.0)

143
(30.7)
143
(30.7)
150 χ2=
(32.2) 6.289~
30 df=3
(6.4)
46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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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녀유무, 또래자녀유무, 비중업무 등에 따른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자녀유무와 또래자녀유무에 따른 분포 경향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
는 경우 승진고려기에 가장 많이 분포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적응기와 자립기에 분포
한 비율이 높았다. 수업이외 업무 중 학교차원업무에 비중을 높이 두는 교사는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에 비슷하게 분포한 반면, 수업준비 및 담임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경우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Ⅳ-15>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자녀유무별, 또래자녀유무별, 비중업무별
(단위: 명, ( )안은 %)

자녀유무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있다

없다

81
(23.5)
100
(29.0)
139
(40.3)
25
(7.2)
345
(100.0)

62
(51.2)
43
(35.5)
11
(9.1)
5
(4.1)
121
(100.0)

사례수

또래자녀유무
검증

있다

143
49
(30.7)
(20.1)
143
61
(30.7)
(25.0)
χ2=
150
114
52.190 ***
(32.2)
(46.7)
df=3
30
20
(6.4)
(8.2)
466
244
(100.0)
(100.0)

없다
65
(40.4)
62
(38.5)
28
(17.4)
6
(3.79)
161
(100.0)

사례수

비중업무
검증

학교차원 수업준비 및
사례수
업무
담임업무

114
114
(28.1)
(29.3)
123
122
(30.4)
(31.4)
χ2=
142
132
46.834 ***
(35.1)
(33.9)
df=3
26
21
(6.4)
(5.4)
405
389
(100.0)
(100.0)

27
(37.0)
20
(27.4)
17
(23.3)
9
(12.3)
73
(100.0)

141
(30.5)
142
(30.7)
149
(32.3)
30
(6.5)
462
(100.0)

검증

χ2=
8.209*
df=3

*p<0.05, ***p<.001

2)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초등교사의 성별, 성장 시 경제수준에 따른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 측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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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성별, 성장시 가정경제수준별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성별

성장시경제수준

남

여

사례수

상

중

하

사례수

17

64

81

검증

4

62

15

81

(18.7)

(19.6)

(19.4)

(28.6)

(21.8)

(12.5)

(19.4)

18

65

83

2

59

22

83

(19.8)

(19.9)

(19.9)

(14.3)

(20.8)

(18.3)

(19.9)

56

198

254

8

163

83

254

(61.5)

(60.6)

(60.8)

(57.1)

(57.4)

(69.2)

(60.8)

91

327

14

284

12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0.041
df=2

418

검증

χ2=6.857
df= 4

418

학력별로는 사례수가 충분한 4년제 졸업생과 석사졸업생을 비교해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열정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석사졸업생의 경우, 성찰기에 상
대적으로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력에서 성찰기에 분포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직 입문계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떤 계기로
입문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성찰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직 입문계기와 교육적 관
점 차원 생애단계와의 의미 있는 관련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7>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학력별, 교직입문계기별
(단위: 명, ( )안은 %)

학력
구분

2년제 4년제 석사졸 박사졸 사례수

1
(4.5)
3
성숙기
(13.6)
18
성찰기
(81.8)
22
사례수
(100.0)
열정기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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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5.7)
48
(20.9)
123
(53.5)
230
(100.0)

교직입문계기
검증

경제적

권유

희망

성적

기타

21
0
81
10
32
33
6
0
(13.4) (0) (19.7)
(21.3) (21.6) (17.1) (27.3)
(0)
χ2
32
0
83
7
33
36
7
0
=
(20.4) (0) (20.1)
(14.9) (22.3) (18.7) (31.8)
(0)
104
3
248 16.808*
30
83
124
9
8
(66.2) (100.0) (60.2) df= 6 (63.8) (56.1) (64.2) (40.9) (100.0)
157
3
47
148
193
22
8
4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검증

81
(19.4)
χ2
83
=
(19.9)
254 12.035
(60.8) df= 8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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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외직업경험, 기간제경험여부, 교직경력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직이외의 직업
경험과 기간제 여부에 따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교직
경력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경력에서 성찰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0-10 미
만 경력의 경우 열정기 비율이 다른 경력에 비해 다소 높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경우 약 80%가 성찰기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18>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교직이외직업경험유무별, 기간제여부별, 교직경력별
(단위: 명, ( )안은 %)

교직이외직업경험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11
70
81
(16.7) (19.9) (19.4)
12
71
83
(18.2) (20.2) (19.9)
43
211
254
(65.2) (59.9) (60.8)
66
352
418
(100.0) (100.0) (100.0)

기간제경험여부
검증

χ2=
0.656
df=2

없다

있다

사례수

56
25
81
(19.7) (18.7) (19.4)
53
30
83
(18.7) (22.4) (19.9)
175
79
254
(61.6) (59.0) (60.8)
284
134
418
(100.0) (100.0) (100.0)

검증

0~10년 10~20년

χ2=
0.796
df= 2

42
(33.6)
32
(25.6)
51
(40.8)
125
(100.0)

24
(19.2)
30
(24.0)
71
(56.8)
125
(100.0)

교직경력
20~ 30년
30년 초과
4
11
(3.7) (18.3)
18
3
(16.7) (5.0)
86
46
(79.6) (76.7)
108
60
(100.0) (100.0)

사례수

검증

81
(19.4)
83
χ2=
(19.9)
54.501***
254
df=6
(60.8)
418
(100.0)

***p<.001

기피학교근무여부, 근무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기피학교 근무여부나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9>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기피학교근무여부별, 근무지역별
(단위: 명, ()안은 %)

구분

기피학교근무여부
없다

48
(22.9)
37
성숙기
(17.6)
125
성찰기
(59.5)
210
사례수
(100.0)
열정기

있다

사례수

33
(15.9)
46
(22.1)
129
(62.0)
208
(100.0)

81
(19.4)
83
(19.9)
254
(60.8)
418
(100.0)

근무지역
검증

서울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외

사례수

검증

χ2=
3.807
df= 2

19
(27.9)
12
(17.6)
37
(54.4)
68
(100.0)

16
(13.8)
20
(17.2)
80
(69.0)
116
(100.0)

12
(18.2)
19
(28.8)
35
(53.0)
66
(100.0)

34
(20.2)
32
(19.0)
102
(60.7)
168
(100.0)

81
(19.4)
83
(19.9)
254
(60.8)
418
(100.0)

χ2=
10.212
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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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직교사여부, 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유무, 현재담임여부에 따른 교사 생애
단계 분포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담임경력이나 현재 담임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 보직교사인 경우에는 현저히 성찰기에 분포한 비율이 높았으
며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성찰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표 Ⅳ-20>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재보직교사여부별, 보직교사경력유무별, 담임경력
여부별, 현재담임여부별
(단위: 명, ( )안은 %)

구분

열정기

현재보직교사여부
예
15
(9.9)

아니오 사례수
66

81

(24.7) (19.4)

보직교사경력유무
검증

없다
53

있다 사례수
28

81

(33.8) (10.7) (19.4)

담임경력여부
검증

현재담임여부

없다 있다 사례수 검증
1

80

예

81

(16.7) (19.4) (19.4)

사례수

57

83

36

47

83

0

83

83

151

267

418

157

261

418

6

412

418

18

81

(17.9) (26.9) (19.4)

73
10
83
χ2=
χ2=
χ2=1.
χ2=
(17.2) (21.3) (19.9)
(22.9) (18.0) (19.9)
(.0) (20.1) (19.9)
(20.8) (14.9) (19.9)
17.388 ***
40.632***
742
3.371
110
144
254
68
186
254
5
249 254
215
39
254
df=2
df= 2
df= 2
df= 2
성찰기
(72.8) (53.9) (60.8)
(43.3) (71.3) (60.8)
(83.3) (60.4) (60.8)
(61.3) (58.2) (60.8)
성숙기

26

63

아니오 사례수 검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51

67

418

(100.0) (100.0) (100.0)

***p<.001

자녀유무, 또래자녀유무, 비중업무별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녀와 또래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성찰기에 가장 많은 교사가 분포하였으나 자녀가 있
거나 또래자녀가 있는 경우, 성찰기에 분포하는 교사가 현저히 많았다. 수업이외 업무
비중에 따른 차이 분석에 따르면, 학교차원 업무에 비중을 두는 경우와 수업준비 및 담
임업무에 비중을 두는 경우 모두 성찰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수업준비 및 담임업
무 비중이 높은 경우 열정기에 분포하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교차원 업무에
비중을 두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성찰기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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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자녀유무별, 또래자녀유무별, 비중업무별
(단위: 명, ( )안은 %)

자녀유무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있다

없다

40
(12.8)
61
(19.6)
211
(67.6)
312
(100.0)

41
(38.7)
22
(20.8)
43
(40.6)
106
(100.0)

사례수

또래자녀유무
검증

있다

81
31
(19.4)
(13.5)
83
36
χ2=
(19.9)
(15.7)
36.895***
254
162
df=2
(60.8)
(70.7)
418
229
(100.0)
(100.0)

없다
35
(25.4)
34
(24.6)
69
(50.0)
138
(100.0)

사례수

비중업무
검증

66
(18.0)
70
χ2=
(19.1)
16.171***
231
df=2
(62.9)
367
(100.0)

학교
수업준비 및
차원
담임업무
업무
62
19
(17.3)
(33.3)
73
9
(20.4)
(15.8)
223
29
(62.3)
(50.9)
358
57
(100.0)
(100.0)

사례수

검증

81
(19.5)
82
(19.8)
252
(60.7)
415
(100.0)

χ2=
8.043*
df=2

*p<0.05, ***p<.001

나. 중등
1)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중등학교 교사의 성별, 성장 시 경제수준, 학력 등에 따른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자립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남교사가 여
교사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적응기에 다소 높은 비율로 분포하
고 있었다. 학력에 따른 분석 결과 4년제 졸업과 석사 졸업 모두 자립기에 가장 많이 분
포하였으나 4년제는 적응기에, 석사졸업은 승진고려기에 다소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다.
성장 시 경제수준에 따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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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성별, 성장시 가정경제수준별, 학력별
(단위: 명, ( )안은 %)

성별
남

여

143
(26.3)
214
자립기
(39.4)
133
승진
고려기 (24.5)
53
퇴직
준비기 (9.8)
543
합계
(100.0)
적응기

전체

218
(35.5)
267
(43.5)
88
(14.3)
41
(6.7)
614
(100.0)

검증

성장시경제수준
상

중

361
10
257
(31.2)
(24.4) (31.2)
481
17
351
(41.6)
(41.5) (42.6)
χ2=
221
11
154
27.864***
(19.1)
(26.8) (18.7)
df=3
94
3
61
(8.1)
(7.3)
(7.4)
1,157
41
823
(100.0)
(100.0) (100.0)

하
94
(32.1)
113
(38.6)
56
(19.1)
30
(10.2)
293
(100.0)

전체
361
(31.2)
481
(41.6)
221
(19.1)
94
(8.1)
1,157
(100.0)

검증

학력
4년제 석사졸 박사졸

265
(39.1)
296
(43.7)
χ2=
67
5.056
(9.9)
df= 6
50
(7.4)
678
(100.0)

91
(20.3)
173
(38.5)
147
(32.7)
38
(8.5)
449
(100.0)

3
(17.6)
3
(17.6)
7
(41.2)
4
(23.5)
17
(100.0)

전체

검증

359
(31.4)
472
(41.3)
χ2=
221
118.439 ***
(19.3)
df= 6
92
(8.0)
1,144
(100.0)

***p<.001

자격취득기관과 교직입문계기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범대학과 일반대 교직과정 졸업
자의 경우 자립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적응기에 가장 높
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교직입문계기에 따른 분석 결과, ʻ경제적 이유ʼ인 경우 승진
고려기에, ʻ권유ʼ, ʻ희망ʼ, ʻ성적ʼ인 경우 자립기에 가장 많은 교사가 분포하고 있다.

<표 Ⅳ-23>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자격취득기관별, 교직입문계기별
(단위: 명, ( )안은 %)

자격취득기관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사대
215
(28.8)
330
(44.2)
147
(19.7)
54
(7.2)
746
(100.0)

*p<0.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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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직
113
(35.0)
117
(36.2)
59
(18.3)
34
(10.5)
323
(100.0)

교직입문계기

교대원

사례수

31
(40.8)
27
(35.5)
12
(15.8)
6
(7.9)
76
(100.0)

359
(31.4)
474
(41.4)
218
(19.0)
94
(8.2)
1,145
(100.0)

검증

경제적

권유

희망

성적

기타

χ2=
12.891*
df=6

5
(13.2)
12
(31.6)
17
(44.7)
4
(10.5)
38
(100.0)

86
(33.3)
95
(36.8)
54
(20.9)
23
(8.9)
258
(100.0)

253
(31.5)
348
(43.3)
141
(17.5)
62
(7.7)
804
(100.0)

14
(34.1)
17
(41.5)
5
(12.2)
5
(12.2)
41
(100.0)

3
(18.8)
9
(56.3)
4
(25.0)
0
(0.0)
16
(100.0)

사례수

검증

361
(31.2)
481
(41.6)
χ2=
221
27.621**
(19.1)
df=12
94
(8.1)
1,1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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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외 직업경험여부, 기간제경험여부, 교직경력 등의 변인에 따른 교사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이외의 직업경험여부에 관계없이 자립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교직이외의 직업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있는 경우에 비해 승진고려기
와 퇴직준비기 교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간제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자립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간제 경험이 있는 경우 적응기 비율이 높았고 없는 경우, 승진
고려기에 좀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교직경력에 따라서는 0~10년 미만 경력교사와
10년 이상~20년 미만 경력 교사 모두 자립기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20년 경력 이상인
경우 승진고려기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24>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교직이외직업경험여부별, 기간제경험여부별, 교직경력별
(단위: 명, ( )안은 %)

교직이외직업경험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있다

없다

90
271
(33.5) (30.5)
126
355
(46.8) (40.0)
41
180
(15.2) (20.3)
12
82
(4.5)
(9.2)
269
888
(100.0) (100.0)

사례수

기간제여부
검증

없다

있다

사례수

교직경력
검증 0-10년 10-20년 20-30년

361
220
141
361
171
(31.2)
(28.6) (36.3) (31.2)
(44.5)
481
322
159
481
194
(41.6)
(41.9) (41.0) (41.6)
(50.5)
χ2=
χ2=
221
156
65
221
9
11.434*
9.905*
(19.1)
(20.3) (16.8) (19.1)
(2.3)
df=3
df=3
94
70
23
93
10
(8.1)
(9.1)
(5.9)
(8.0)
(2.6)
1,157
768
388
1,156
384
(100.0)
(100.0) (100.0) (100.0)
(100.0)

72
(27.8)
136
(52.5)
32
(12.4)
19
(7.3)
259
(100.0)

95
(22.2)
132
(30.9)
151
(35.4)
49
(11.5)
427
(100.0)

30년
초과
23
(26.4)
19
(21.8)
29
(33.3)
16
(18.4)
87
(100.0)

사례수

검증

361
(31.2)
481
(41.6)
χ2=
221
231.854***
(19.1)
df=9
94
(8.1)
1,157
(100.0)

*p<0.05, ***p<.001

기피학교근무여부, 근무지역, 설립유형에 따른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피학교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자립기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피학교근
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고려기에 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
형에 관계없이 자립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공립에서 승진고려기 교사 비율이 사립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립기
교사가 많고 승진고려기 교사가 다소 적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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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기피학교근무여부별, 근무지역별, 설립유형별
(단위: 명, ( )안은 %)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없다
253
(31.5)
348
(43.3)
135

기피학교근무여부
있다 사례수
108
361
(30.5) (31.2)
133
481
(37.6) (41.6)
86
221

(16.8)

(24.3)

(19.1)

67

27

94

(8.3)

(7.6)

(8.1)

퇴직
준비기

검증

χ2=
9.399*
df=3

803
354
1,157
(100.0) (100.0) (100.0)
~p<.10, *p<0.05, ***p<.001

서울
51
(31.7)
82
(50.9)
19

근무지역
광역시 경기도 경기도외 사례수
105
63
142
361
(30.0) (28.3) (33.6) (31.2)
140
99
160
481
(40.0) (44.4) (37.8) (41.6)
7
44
87
221

(11.8)

(20.3)

(19.7)

(20.6)

9

34

17

34

(5.6)

(9.7)

(7.6)

(8.0)

검증

χ2=
(19.1) 14.718~ (23.0)
df=9
94
49

(13.3)

(8.1)

(9.7)

(7.1)

161
350
223
423
1,157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사례수
210
151
361
(30.4) (32.4) (31.2)
273
208
481
(39.5) (44.6) (41.6)
159
62
221
45

검증

χ2=
(19.1) 18.100***
df=3
94
(8.1)

691
466
1,157
(100.0) (100.0) (100.0)

현재보직교사여부, 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여부, 현재담임여부에 따라 교사 생애
단계 분포 경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 보직교사를 맡고 있거나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
우 승진고려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립기에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었다. 담임경력이 없는 경우, 적응기에 현저히 많이 분포(77.5%)하고 있었으
며 현재 담임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Ⅳ-26>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재보직교사여부별, 보직교사경력유무별, 담임경력여부별, 현재담임여부별
(단위: 명, ( )안은 %)

구분

예
54
적응기
(15.9)
96
자립기
(28.3)
승진 162
고려기 (47.8)
퇴직 27

현재보직교사여부
아니오 사례수 검증
307 361
(37.5) (31.2)
385 481
(47.1) (41.6)
χ2=
59 221
262.695***
(7.2) (19.1)
df=3
67
94

준비기 (8.0) (8.2) (8.1)
339 818 1,157
사례수
(100.0) (100.0)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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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36
(41.0)
304
(52.9)
8
(1.4)
27

보직교사경력유무
있다 사례수 검증
125 361
(21.5) (31.2)
177 481
(30.4) (41.6)
χ2=
213 221
274.810***
(36.6) (19.1)
df=3
67
94

(4.7) (11.5) (8.1)
575 582 1,157
(100.0) (100.0) (100.0)

있다
330
(29.5)
473
(42.3)
221
(19.8)
93
(8.3)

담임경력여부
없다 사례수 검증
31 361
(77.5) (31.2)
8
481
(20.0) (41.6)
χ2=
0
221
42.630***
(0.0) (19.1)
df=3
1
94

현재담임여부
예 아니오 사례수 검증
213 148 361
(37.1) (25.4) (31.2)
266 215 481
(46.3) (36.9) (41.6)
χ2=
54
167 221
76.356***
(9.4) (28.6) (19.1)
df=3
41
53
94

(2.5)

(7.1)

(8.1)

1,117 40 1,157
(100.0) (100.0) (100.0)

(9.1)

(8.1)

574 583 1,157
(100.0) (100.0) (100.0)

Ⅳ.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담당교과, 자녀유무, 또래자녀유무, 비중업무에 따라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담당교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분포한 교사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또래 자녀 유무에 관계없
이 자립기에 분포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또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고려기에 분
포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 비해 훨씬 높았다. 학교 업무비중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자립기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학교차원 업무에 비중이 높은 경우 승진고려기에, 수업준
비 및 담임업무 비중이 높은 경우 적응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였다.

<표 Ⅳ-27>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 분포: 담당교과별, 자녀유무별, 또래자녀유무별, 비중업무별
(단위: 명, ( )안은 %)

담당교과
구분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사례수

일반 예체능 사례수 검증 있다
283
(30.1)
401
(42.7)
177
(18.8)
78
(8.3)
939
(100.0)

77
(36.2)
78
(36.6)
43
(20.2)
15
(7.0)
213
(100.0)

360
232
(31.3)
(27.0)
479
341
(41.6)
(39.7)
220 χ2=4. 205
(19.1) 061 (23.8)
93 df=3 82
(8.1)
(9.5)
860
1152
(100.0)

자녀유무
없다 사례수
129
(43.4)
140
(47.1)
16
(5.4)
12
(4.0)
297
(100.0)

또래자녀유무
검증

있다 없다 사례수

361
115 176
(31.2)
(21.7) (36.6)
481
173 244
(41.6)
(32.7) (50.7)
χ2=
221
178 34
69.685***
(19.1)
(33.6) (7.1)
df=3
94
63
27
(8.1)
(11.9) (5.6)
529 481
1157
(100.0) (100.0)

291
(28.8)
417
(41.3)
212
(21.0)
90
(8.9)
1010

비중업무
수업준비
학교차
사례
검증
검증
및
원업무
수
담임업무
202
157 359
(28.7) (35.9) (31.5)
289
182 471
(41.1) (41.6) (41.3)
χ2=
χ2=
161
58
219
135.111*** (22.9) (13.3) (19.2) 18.671***
df=3
df=3
51
40
91
(7.3) (9.2) (8.0)
703
437
1140
(100.0) (100.0)

~p<.10, *p<0.05, **p<.01, ***p<.001

2) 중등 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교사 성별, 성장시 가정경제수준, 학력에 따른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찰기
였으나 남교사의 성찰기 비율이 여교사보다 더 높았다. 또한 성장시 경제수준에 관계없
이 성찰기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른 분석 결과 석사 졸업자가 다른 학력에 비해
성찰기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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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8>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성별, 성장시 가정경제수준별, 학력별
(단위: 명, ( )안은 %)

성별

구분

남

여

성장시경제수준

사례수

111
128
239
(20.0) (21.7) (20.9)
140
188
328
성숙기
(25.2) (31.9) (28.7)
304
273
577
성찰기
(54.8) (46.3) (50.4)
555
589
1,144
사례수
(100.0) (100.0) (100.0)
열정기

검증

상

5
(9.8)
9
χ2=
(17.6)
8.896*
37
df=2
(72.5)
51
(100.0)

중
176
(21.6)
234
(28.7)
405
(49.7)
815
(100.0)

하

학력

사례수

검증

4년제 석사졸 박사졸 사례수

58
239
153
(20.9) (20.9)
(22.8)
85
328
209
χ2=
(30.6) (28.7)
(31.1)
10.935*
135
577
310
df=4
(48.6) (50.4)
(46.1)
278
1,144
672
(100.0) (100.0)
(100.0)

81
(18.2)
108
(24.3)
255
(57.4)
444
(100.0)

5
(38.5)
4
(30.8)
4
(30.8)
13
(100.0)

검증

239
(21.2)
321
χ2=
(28.4)
16.568**
569
df=4
(50.4)
1,129
(100.0)

*p<0.05, **p<.01,

교사자격취득기관과 교직입문계기에 따른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격취
득기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직입문계기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유
와 권유, 희망, 기타의 이유로 교직을 선택한 경우 모두 성찰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
직 입직 이유가 성적이었던 경우 열정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Ⅳ-29>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자격취득기관별, 교직입문계기별
(단위: 명, ( )안은 %)

자격취득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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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153

교직입문계기

일반
교대원 사례수
교직
69
16
238

검증

5

(21.1) (20.1) (25.0) (21.0)
201

105

16

322

(27.8) (30.5) (25.0) (28.4)
370

170

32

572

(51.1) (49.4) (50.0) (50.5)
724

344

64

1,132

(100.0) (100.0) (100.0) (100.0)

경제적 권유
44

희망

성적

기타

사례수

170

15

5

239

검증

(16.1) (18.6) (20.9) (39.5) (20.8) (20.9)
χ2=
1.681
df=4

6

84

222

12

4

328

(19.4) (35.6) (27.2) (31.6) (16.7) (28.7)
20

108

423

11

15

577

(64.5) (45.8) (51.9) (28.9) (62.5) (50.4)
31

236

815

38

24

1,14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
20.731**
d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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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직이외직업경험, 기간제경험여부, 교직경력 변인에 따른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직이외직업경험이 있는 경우, 성찰기 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열정기, 성숙기에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분포하
고 있다. 기간제경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교직 경력의 경
우에는 모든 경력에서 성찰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경력이 높을수록 성찰기
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0>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교직이외직업경험유무별, 기간제경험여부별, 교직경력별
(단위: 명, ( )안은 %)

교직이외직업경험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있다

없다

사례수

기간제여부
검증

없다

있다

사례수

54

185

239

167

71

238

(18.2)

(21.8)

(20.9)

(22.4)

(17.9)

(20.8)

75

253

328

209

119

328

(25.3)

(29.8)

(28.7)

(28.0)

(30.0)

(28.7)

167

410

577

370

207

577

(56.4)

(48.3)

(50.4)

(49.6)

(52.1)

(50.5)

296

848

1,144

746

397

1,143

(100.0) (100.0) (100.0)

χ2=
5.721~
df=2

(100.0) (100.0) (100.0)

검증

χ2=
3.200
df=2

교직경력
20~ 30년
0~10년 10~20년
30년 초과
97
45
74
23

사례수

검증

239

(26.2)

(17.6)

(17.3)

(25.0)

(20.9)

130

85

101

12

328

(35.1)

(33.3)

(23.7)

(13.0)

(28.7)

143

125

252

57

577

(38.6)

(49.0)

(59.0)

(62.0)

(50.4)

370

255

427

92

1,144

χ2=
47.501***
df=6

(100.0) (100.0) (100.0) (100.0) (100.0)

~p<.10, ***p<.001

기피학교근무여부, 근무지역,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기피학교 근무여부에
관계없이 성찰기에 분포한 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기피학교 근무경험이 없는 경우
가 있는 경우에 비해 성찰기 비율이 더 높았다. 근무지역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성찰기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사립의 경우 국공립에 비해 성찰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국
공립에서 열정기 교사 비율이 사립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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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기피학교근무여부별, 근무지역별, 설립유형별
(단위: 명, ( )안은 %)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기피학교근무여부
없다
있다 사례수 검증
서울
157
82
239
41
(19.4) (24.4) (20.9)
(23.6)
226
102
328
46
χ2=
(28.0) (30.4) (28.7)
(26.4)
5.831~
425
152
577
87
df=2
(52.6) (45.2) (50.4)
(50.0)
808
336
1,144
174
(100.0) (100.0) (100.0)
(100.0)

광역시
69
(20.5)
94
(27.9)
174
(51.6)
337
(100.0)

근무지역
경기도 경기도외
41
88
(19.2) (21.0)
73
115
(34.1) (27.4)
100
216
(46.7) (51.6)
214
419
(100.0) (100.0)

사례수
239
(20.9)
328
(28.7)
577
(50.4)
1,144
(100.0)

검증

χ2=
4.524
df=6

설립유형
국공립 사립 사례수 검증
144
95
239
(22.5) (18.8) (20.9)
194
134
328
χ2=
(30.4) (26.5) (28.7)
6.498*
301
276
577
df=2
(47.1) (54.7) (50.4)
639
505
1,144
(100.0) (100.0) (100.0)

~p<.10, *p<0.05

현재 보직교사여부, 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여부, 현재담임여부에 따른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경우에서 성찰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
만 현재 보직을 맡고 있고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찰
기 비율이 더 높았다. 담임경력여부는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와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현재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경우 성찰기 교사가 다소 많고
열정기 교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경력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은 중등학
교 풍토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Ⅳ-32>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현재보직교사여부별, 보직교사경력유무별, 담임경력여부별, 현재담임여부별
(단위: 명, ( ) 안은 %)

구분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사례수

현재보직교사여부
예
58
(17.3)
76
(22.7)
201
(60.0)
335
(100.0)

아니오
181
(22.4)
252
(31.1)
376
(46.5)
809
(100.0)

사례수 검증 없다 있다
239
127 112
(20.9)
(22.6) (19.2)
328
191 137
χ2=
(28.7)
(34.0) (23.5)
17.410***
577
244 333
(50.4) df=2 (43.4) (57.2)
1,144
562 582
(100.0)
(100.0) (100.0)

~p<.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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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경력유무

담임경력여부

사례수 검증 없다 있다
239
9
230
(20.9)
(27.3) (20.7)
328
9
319
χ2=
(28.7)
(27.3) (28.7)
23.217***
577
15
562
(50.4) df=2 (45.5) (50.6)
1,144
33 1111
(100.0)
(100.0) (100.0)

사례수
239
(20.9)
328
(28.7)
577
(50.4)
1,144
(100.0)

현재담임여부
검증

예
125
(22.2)
174
χ2=
(31.0)
0.853
263
df=2 (46.8)
562
(100.0)

아니오
114
(19.6)
154
(26.5)
314
(54.0)
582
(100.0)

사례수 검증
239
(20.9)
328
χ2=
(28.7)
5.886͠
577
(50.4) df=2
1,1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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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과, 자녀유무, 또래자녀유무, 비중업무에 따라 생애단계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모든 경우에서 성찰기 교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담당교과가 일반
교과인 경우 예체능인 경우에 비해 열정기 교사가 더 많았고, 예체능 교과에서 성찰기
교사가 더 많이 나타났으며, 자녀나 또래자녀가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현저히 성찰
기 비율이 높았다. 수업이외 업무 비중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33>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분포: 담당교과별, 자녀유무별, 또래자녀유무별, 비중업무별
(단위: 명, ( )안은 %)

담당교과
구분

일반 예체능 사례수 검증

209
(22.7)
272
성숙기
(29.5)
441
성찰기
(47.8)
922
사례수
(100.0)
열정기

28
(13.0)
56
(26.0)
131
(60.9)
215
(100.0)

자녀유무
있다

없다 사례수 검증

또래자녀유무
있다

없다 사례수

수업이외업무
검증

학교차원
업무

237
157
82
239
97
109
206
141
(20.8)
(18.2) (29.4) (20.9)
(17.7) (23.7) (20.5)
(20.4)
328
239
89
328
115
165
280
196
χ2=14
χ2=24.
χ2=
(28.8)
(27.6) (31.9) (28.7)
(21.0) (35.9) (27.8)
(28.4)
.449**
161***
45.060***
572
469
108 577
335
186
521
354
df=2
df=2
df=2
(50.3)
(54.2) (38.7) (50.4)
(61.2) (40.4) (51.7)
(51.2)
1,137
865
279 1,144
547
460 1,007
6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업준비
및
담임업무
96
(21.9)
129
(29.5)
213
(48.6)
438
(100.0)

사례수 검증
237
(21.0)
325
χ2=0.7
(28.8)
63
567
df=2
(50.2)
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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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의
이 절에서는 교사의 배경 및 환경 변인별 생애단계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가. 조직 차원 생애단계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학교급별 공통 사항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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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 공통
교사의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관련하여 초･중등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
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성별 요인이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여교사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에서 승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남교
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적응기, 자립기, 퇴직준비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남교사는 상대적으로 승진고려기에 많이 분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육
아, 가사 등에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한국의 여교사가 승진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에서
남교사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 중등 모두
교직경력이 적은 집단에서 여교사 비율이 높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43)는 점에 의해
성별 요인도 경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중등의 경우
에는 교직경력 5년이 지나면 여교사 비율이 줄어들어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에는 남교
사가 더욱 많이 나타나지만 초등의 경우에는, 교직경력 25년까지도 여교사가 85.5%나
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43)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경력 요인만에 의한 결과
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력 요인은 승진 고려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승진고려기 교사 중 다수가
석사 과정 졸업자(초등 승진고려기 교사의 68.9%가 석사, 중등은 66.5%가 석사)이다.
이는 승진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경력이 높을수록 승진고려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
의 경우, 승진고려기에 속하는 교사의 60.7%가 20년 이상 경력자이며 중등의 경우, 그
것은 81.4%에 달한다. 이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많은 교사들이 승진을 고려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경
력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승진고려기 혹은 퇴직준비기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교직 경력 30년이 넘는 교사들 중에도 적응기, 자립기에 속하는 교사들이 있다. 퇴
직준비기 교사들 중 경력 30년 이상 교사들이 가장 많기는 하다. 그러나 경력 10년 미만
교사들을 포함하여 어느 경력 대에나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질
적 기술에서 지적하였듯이 여기서 제시한 교사 생애단계가 교사 경력 축적에 따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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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일반적인 변화 단계이기는 하나 교사 경력 연수에 따라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전
환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경제적 이유로 교직에 입문한 경우, 초･중등을 불문하고 승진고려기에 있는 교
사들이 많다. 이는 사회적 지위 확보의 일환으로 교직을 선택한 교사들의 경우, 승진을
통한 지위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승진고려기에
많이 분포하고 관련 경력이 없는 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기, 자립기에 많이 분포
하고 있다. 이는 기피학교 근무가 주로 승진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보직교사경력유무, 현재보직교사여부가 초, 중등을 불문하고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교사 경력이 있거나 현재 보
직교사인 경우에 초, 중등을 불문하고 승진고려기에 대거 분포하고 있다. 보직을 맡는
것이 현재의 승진 구조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보직 교사들이 대부분 고경력
교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력 변수
를 통제할 때에도 이 변인들이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가 하는
것은 향후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자녀 유무, 또래자녀 유무 등도 초, 중등을 불문하고 교사의 조직 차원 생애
단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같은 또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아마도 이러한 교사들이 자녀를 가지지 않은 교사나 또래 자녀를 가
지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고경력 교사들일 가능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자녀를 갖지 않은 교사들에게서 적응기 교사 분포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
를 암시하고 있다. 이 변인들이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 변화에 고유의 영향력을 지니
는지는 추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교사가 업무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과 교사의 조
직 차원 생애단계가 일정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교사의 경우, 학교 차원 업무에 비중을 두는 교사보다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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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교 차원 업무에 비중을 두는 교사의 경우, 수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교사보다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포한다. 이 역시 경력이 높아지면 학교 차원 주요 업무를 맡
게 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초･중등 차이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초･중등 학교급간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초등에서는 승진고려기 교사들 중 교사의 성장 배경이 낮은 교사 비중이 가장
높은(45.8%) 반면, 중등에서는 이 요인과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적
으로 교사들의 성장 시 가정배경은 중이거나 하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초등
94.8%, 중등 96.5%). 이 중 초등에서만 성장 시 가정 배경 ʻ하ʼ에 속하는 교사들이 상대
적으로 승진 고려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초등학교 교사들 중 성장
배경이 낮은 교사들이 보다 승진 지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등의 경우, 교사자격취득기관이 어디인가 하는 것과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
가 일정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학이나 일반교직과정을 통해 교사 자
격을 취득한 교사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에 비해 자립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대학원 졸업
자가 조직 적응에 보다 오래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등, 교사 자격 취득 기관별 교사의
교직 경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의 경우,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
고 있다. 이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사립학교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결과
라 할 수 있다. 공립의 경우, 학교 이동에 의해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다닐 수 있
으나 사립의 경우, 해당 학교 내에 제한된 승진 기회에 의하여 승진을 고려하지 않고 교
직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중등의 경우, 서울 지역 교사들은 다른 지역 교사들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분포
하는 교사 비율이 적고 자립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경향이 초등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무지역별, 학교급별 교사들의 교직 경험 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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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와 교사 개인 배경 변인 및 교직 환경 변인과의 관계에 대
한 교차분석 결과를 학교급별 공통 사항과 차이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 공통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초･중등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첫째, 조직 차원 생애단계에서와 같이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의 경우에도 경력과
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즉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적 관점 차원의 생애단계에
서 보다 높은 단계, 곧 성찰기에 보다 많이 분포한다. 이는, 교사들이 교직에서의 경력
을 쌓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교과와 학생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나가며 그것은 단기간
에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
와 일치한다. 이 점은, 향후 경력 교사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학교 조
직 내외에서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역시 그것을 경력 연수와 기계적으로 연결시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통계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경력 30년을 초과한 교
사의 경우에도 열정기에 속하는 교사들이 있고,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도
성찰기 교사들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개별 교사들 간 경력에 따른 생애단계 변화에서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사 생애단계와 관련한 어떠한 정
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경력 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
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력 요인 역시 초, 중등을 불문하고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비해 석사졸업 교사 중에 성찰기에 분포하는 교
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인 의미를 지니기 어렵지만 초등의 경
우, 2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성찰기 교사가 많이 나타나고 중등의 경우, 박사졸업자에서
열정기 교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들은 학력이 높은 교사가 보다 높은 교육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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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생애 단계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한다. 석사학위를 가진 교사 중에 승
진고려기에 속한 교사들이 많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들이라는 점이 이러한
결과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셋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보직교사인 경우
에 상대적으로 성찰기에 속하는 교사 비율이 높다. 이는 보직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나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고경력 교사인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현행 학교 풍토에서 보직 경력이나 보직 보임 자체가 교사들의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에 어떠한 고유의 영향력을 갖는지는 향후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자녀가 있는 교사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의 자녀
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교사, 현재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의 자녀가 없는 교사에 비
해 성찰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이것이 자신의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해 교사
의 학생에 대한 관점 등이 변화한다는 질적 자료를 뒷받침하는 양적 자료인지, 아니면
이 변인 역시 경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를 밝히는 것도 향후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초･중등 차이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에서 초등과 중등 교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요인은 초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등
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성찰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혹은 또래 자녀 양육 경험이 교사의 교육적 관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여교사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질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경력별 남녀 교사 성별 차이를 언급했듯이 중등에서는 초등에 비해
경력과 남녀 교사 성별 사이의 관계가 정적 관계에 있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등의 경우 경력 20년이 넘는 교사들 중에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더
욱 많다(2009년 기준 57.17%, 한국교육개발원, 2010: 43). 실제 경력 요인을 통제해도
남녀 성별 차이에 의해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에서 구분이 되는지는 추후 중요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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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등의 경우,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서 성찰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피학교는 학생들이나 지역적 환경이 열악하여
교사들이 지망하지 않으려 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특히 도서･벽지 학교 근무 경력이 교
사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학교가 대부분의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경험이 교
사들의 교육활동의 깊이를 더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기피학교 근무 자체가 교사들
의 승진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보다 강하게 지닌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기피학교 근
무 지역 교사들의 재직 기간이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한국교육개발원,
2010)는 점도 이러한 특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초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 중등 교직의 차이에 대한 추
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중등의 경우, 사립학교 교사일수록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다. 이는 공립학교 교
사들은 순환근무에 의해 서로 다른 학교조직과 학생 특성에 주기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데 비해 사립학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특성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등의 경우, 교직 입직 이유가 성적에 있었던 교사에게서 열정기 비율이 높고
성찰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초등에서도 통계적인 의미는 없으나 이러한
경향이 어느 정도로는 나타난다. 이는 학교 성적에 의해 인생의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가진 교사의 경우, 보다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는 열정기적 교사 성향에서 상대
적으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추수 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등교사에게 어느 영역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그의 교육적
관점 관련 생애단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체능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일반교
과 교사들에 비해 성찰기에 있는 교사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이러한 특징은 어느 교과를
담당하는가 하는 것이 중등교사의 생애단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해 주
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예체능 담당 교사는 중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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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일반교과 교사들은 대학입
시의 영향으로 학생과 교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연결시키는 데에 대한 관심보
다는 교과 내용 전달 자체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 점이 교사들의 교육적 관점 차원에
서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
체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와 교사의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 관
련 추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초등에서는 교사 업무 중 수업과 학교 차원 업무 중에 어디에 보다 많은 비중
을 두는가 하는 것이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초등의 경우, 수업에 업무 비중을 보다 많이 두는 교사 중에 열정기 교사 비율이 높
다. 이는 조직 차원 생애단계에서 수업에 보다 많은 업무 비중을 두는 교사가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는 것이 경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역시
경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이는 교직 초기 교사들이 학교 차원 업무를
거의 맡지 않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변인과 관련한 통계적
의미는 중등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초, 중등 교사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타
나는지는 향후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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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이 장에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들과 관련하여 특정 생애단계에 있는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역량별 요구
도 및 요구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교사 생애단계
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과 생애단계별로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교사 현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1.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의 설문 조사는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가 갖는 특징에 대한 양적인 분석과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교
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을 위해 조사된 교사 역량 관련 설문 내용만을 소개하면
<표 Ⅴ-1>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류하였던 교사 역량 내용 중 세부 역량
을 설문문항으로 개발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세부 역량 수준의 응답 결과를 역량 수준으
로 묶어 요구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

167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표 Ⅴ-1> 교사 역량 요구도 분석을 위한 설문 내용
구 분

지

이해
교사 역량
(보유도,
중요도)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표

문항번호
학생

23-1,2,3

교과수업 및 평가

23-4,5,6

교육과정

23-7,8,9,10

학급운영

23-11,12

학교조직 및 행정체제

23-13,14

지역사회

23-15,16

공교육체제

23-17

현대사회 이해

23-18,19,20

정보 관리 및 연구

23-21,22,23

기획 및 조직

23-24,25,26

대인관계

23-27,28

의사소통

23-29,30,31

리더십

23-32,33,34,35

2.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결과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초등
1) 초등교사의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는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로 구분된다. 각
단계별 초등학교 교사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응기 초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10.20)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8.65)> 교육과정의 이해(7.03)>
리더십(6.56)> 현대사회 이해(5.92)> 의사소통능력(5.68)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전체
적으로 ʻ이해ʼ 영역, 특히 그 중에서도 ʻ학생 이해ʼ, ʻ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ʼ, ʻ교육과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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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ʼ, ʻ현대사회 이해ʼ 등에 대한 요구도 순위가 높았다. ʻ관계형성ʼ 영역에서는 수업, 학급
운영, 학교 업무 추진 등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하고 여러 의견을 포용하는
등의 ʻ리더십ʼ에 대한 요구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고 타인 의견을 잘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하는 ʻ의사소통능력ʼ에 대한 요구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그에 비해 ʻ공교육체제 이해ʼ, ʻ
대인관계능력ʼ, ʻ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ʼ, ʻ기획 및 조직 능력ʼ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
적으로 낮았다.

<표 Ⅴ-2>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적응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75
.63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51
.49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3.99

.66

4.59

교육과정 이해

3.80

.68

학급운영 이해

4.07

.70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45

세부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10.20

1

.51

8.65

2

4.19

.59

7.03

3

4.56

.52

4.74

8

.73

3.78

.75

3.17

11

지역사회 이해

3.14

.87

3.74

.73

5.07

7

공교육체제 이해

3.48

.78

3.83

.77

1.60

13

현대사회 이해

3.40

.74

3.84

.76

5.92

5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82

.60

4.12

.54

4.27

9

기획 및 조직능력

3.67

.71

3.93

.69

3.68

10

대인관계능력

4.07

.64

4.33

.57

2.57

12

의사소통능력

3.98

.62

4.38

.61

5.68

6

리더십

3.76

.61

4.12

.61

6.56

4

자립기 초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8.31)가 여전히 가
장 높았고,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5.88)> 지역사회의 이해(4.01)> 교육과정의 이해
(3.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적응기와 유사하며, 적응기와의 차이점은 지역
사회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적응기 교사들보다 자립기 교사들이 이
역량에 대한 중요도를 보다 높이 인지해서라기보다는 중요도와 보유도 사이의 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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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서 나타난 것이다. 자립기 교사들은 적응기 교사
들에 비해 대부분의 교사 역량에서 보유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ʻ지역사회의 이해ʼ
역량의 경우에는 보유도에 큰 변화가 없어(3.14-> 3.21)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
이게 되었다.
한편, 요구도 우선순위가 낮은 역량은 ʻ기획 및 조직 능력ʼ, ʻ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
해ʼ, ʻ대인관계 능력ʼ, ʻ공교육체제 이해ʼ 등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자립기 교사들이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도나 기획 및 조직 능력이 높아졌으나 그들에게 학교 조직 내에서 주요
기획 및 조정 관련 역할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Ⅴ-3>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자립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96
.48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56
.40

8.31

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24

.50

4.64

.45

5.88

2

교육과정 이해

4.00

.52

4.17

.58

3.44

4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학급운영 이해

4.31

.58

4.54

.53

2.37

6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78

.54

3.75

.70

.41

12

지역사회 이해

3.21

.76

3.69

.73

4.01

3

공교육체제 이해

3.54

.77

3.70

.78

.94

10

현대사회 이해

3.50

.67

3.72

.69

3.09

5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97

.55

4.07

.60

1.90

9

기획 및 조직능력

4.02

.54

3.86

.61

-1.19

13

대인관계능력

4.27

.53

4.33

.54

.81

11

의사소통능력

4.27

.47

4.37

.55

2.03

8

리더십

4.06

.46

4.16

.57

2.26

7

승진고려기 초등교사의 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자립기, 적응기와 마찬가
지로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7.06)가 여전히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3.55)> 지역사회의 이해(2.33)> 의사소통능력(2.1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승진
고려기의 교사들은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 관련 역량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기획 및 조직 능력이나 공교육체제 이해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낮은 우선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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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승진고려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4.07
.49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56
.42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47

.46

4.70

교육과정 이해

4.05

.66

학급운영 이해

3.59

.74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86

지역사회 이해

3.65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 이해

요구도

우선
순위

7.06

1

.41

3.55

2

4.40

.47

1.22

9

4.67

.48

1.66

7

.74

4.12

.70

1.08

10

.69

3.85

.66

2.33

3

4.07

.54

3.84

.70

.18

12

4.29

.50

3.78

.62

1.91

6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4.41

.54

4.15

.53

1.60

8

기획 및 조직능력

4.26

.54

4.07

.57

-2.04

13

대인관계능력

4.22

.52

4.48

.48

.84

11

의사소통능력

4.26

.54

4.38

.55

2.15

4

리더십

4.24

.52

4.31

.51

2.00

5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퇴직준비기 초등교사의 역량 요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11.89)
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요구도가 높은 것은 교육과정 이해(7.75)> 리더십(7.58)> 교
과수업 및 평가 이해(6.68) 등이었다. 퇴직준비기에서도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은

ʻ학생 이해ʼ와 ʻ교육과정 이해ʼ라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도
역시 다른 단계에 비해 높았다.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이유는 초등 퇴직 준비기
에 속하는 교사들의 73.3%가 경력 20~30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응기부터 승진고려기까지 교사들의 역량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데 비해 ʻ교육과정 이해ʼ, ʻ학급운영 이해ʼ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역량에서 퇴직준비기 교사들의 보유도 인식은 승진고려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는 퇴직준비기에 속하는 교사들 중 열정기 교사들이 다수 차지한다는 점과 밀접히 관
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중에는 경력교사들도 있을 것이나 저경력 교사들도
열정기에서 교직에 대한 심각한 회의로 퇴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
단계 교사들이 지니는 복합적 성격으로 인하여 향후 방안 마련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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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퇴직준비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74
.52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56
.47

11.89

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22

.62

4.68

.41

6.68

4

교육과정 이해

4.10

.42

4.51

.41

7.75

2

학급운영 이해

4.15

.51

4.52

.52

3.65

10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72

.57

4.22

.57

4.65

7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지역사회 이해

3.58

.77

4.05

.65

4.00

8

공교육체제 이해

3.63

.67

4.10

.71

2.20

13

현대사회 이해

3.74

.57

3.99

.71

3.61

11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82

.59

4.25

.66

6.00

5

기획 및 조직능력

4.06

.66

4.26

.64

3.22

12

대인관계능력

4.13

.61

4.53

.49

3.77

9

의사소통능력

4.10

.53

4.48

.50

5.50

6

리더십

4.06

.54

4.42

.57

7.58

3

이상에서 살펴 본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종합·비교해 보면 다
음 [그림 Ⅴ-1]과 같다.

역량
요구 도

생애단계

[그림 Ⅴ-1]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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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교사의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
초등교사의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등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
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정기 초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이들의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이해(11.55)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도가 높은 것은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9.19)>
교육과정의 이해(7.79)>의사소통능력(7.66)>현대사회 이해(7.10)> 리더십(6.90) 등의 순
으로 우선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응기 교사처럼 입직 초기 교사들의 특징을 공통
적으로 보여준다.
열정기 교사에게 요구도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교사 역량은 공교육체제 이해,
대인관계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이다.

<표 Ⅴ-6>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열정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71
.49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52
.46

11.55

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3.98

.63

4.61

.49

9.19

2

교육과정 이해

3.84

.64

4.25

.59

7.79

3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학급운영 이해

3.95

.58

4.57

.52

6.10

7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39

.72

3.87

.76

4.46

10

지역사회 이해

2.96

.89

3.71

.83

6.09

8

공교육체제 이해

3.19

.85

3.71

.78

2.23

13

현대사회 이해

3.19

.78

3.74

.70

7.10

5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78

.60

4.15

.57

5.35

9

기획 및 조직능력

3.71

.65

3.99

.66

4.31

11

대인관계능력

4.04

.61

4.37

.56

3.22

12

의사소통능력

3.88

.56

4.42

.52

7.66

4

리더십

3.76

.63

4.13

.63

6.90

6

성숙기 초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다른 단계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9.39)가 가장 높았다.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7.15)> 교육과정 이해(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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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이해(4.10)> 의사소통능력(3.89)> 지역사회 이해(3.77)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
다. 성숙기 교사 역시 이해 관련 영역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특히 ʻ학급운영 이해ʼ 역
량에 대한 요구도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성숙기의 교사에게서 요구도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교사 역량은 기획 및 조직
능력, 공교육체제의 이해, 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의 이해 등이
다. 분석 및 조직 영역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다른 단계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요구
도를 보였으며 관계 형성 영역에서는 ʻ의사소통능력ʼ에 대한 요구도가 열정기에서와 마
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7>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성숙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67
.59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37
.50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02

.58

4.52

교육과정 이해

3.78

.59

4.11

학급운영 이해

4.09

.71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49

지역사회 이해

3.06

공교육체제 이해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9.39

1

.54

7.15

2

.61

6.03

3

4.53

.55

4.10

4

.63

3.65

.80

1.97

10

.66

3.50

.68

3.77

6

3.35

.71

3.42

.83

.69

12

현대사회 이해

3.24

.65

3.42

.63

2.48

8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75

.55

3.86

.50

1.66

11

기획 및 조직능력

3.74

.61

3.69

.60

.12

13

대인관계능력

3.98

.60

4.21

.56

2.33

9

의사소통능력

3.92

.57

4.17

.60

3.89

5

리더십

3.78

.52

3.94

.61

3.37

7

성찰기 초등교사의 교사 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성찰기에서조차 교사의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도(7.83)가 가장 높았고,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4.57)> 지역사회의 이
해(3.46)> 리더십(3.10)> 현대사회 이해(2.74)> 의사소통능력(2.37) 등이 뒤를 이었다.
성찰기 교사들에게 성숙기 교사에 비해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이들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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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조직 내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등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찰기 교사에게도 중요도에서는 가장
낮으나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지역사회 이해이다.
성찰기의 교사들 역시 기획 및 조직 능력, 정보관리 및 연구 능력 등을 포함하는 ʻ분
석 및 조직ʼ 영역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공교육체제 이해, 학교조직 및 행
정체계 이해 등에 대한 요구도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열정기와 성숙기를 비교할 때 성숙기 교사들이 학생 이해를 비롯하여 몇몇 역
량과 관련해서는 보유도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씩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유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열정기, 성숙기 교사와 비교할 때 성찰기 교사
는 모든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보유도가 높았다. 이 점은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를

ʻ성장ʼ으로 이해하는 데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성찰기 교사에게서 다른 단계의 교사와 같
이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도(7.83)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도 수준은 열정기(11.55)
와 성숙기(9.39)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표 Ⅴ-8>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성찰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4.07
.50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62
.39

7.83

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42

.51

4.72

.40

4.57

2

교육과정 이해

4.25

.50

4.36

.51

2.29

7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학급운영 이해

4.47

.54

4.63

.48

1.67

9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96

.59

3.97

.66

.63

11

지역사회 이해

3.42

.75

3.81

.65

3.46

3

공교육체제 이해

3.78

.68

3.86

.69

.53

12

현대사회 이해

3.67

.63

3.86

.62

2.74

5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4.04

.55

4.18

.56

2.10

8

기획 및 조직능력

4.17

.59

4.00

.59

-1.58

13

대인관계능력

4.41

.53

4.48

.48

.80

10

의사소통능력

4.32

.54

4.46

.54

2.37

6

리더십

4.17

.52

4.33

.52

3.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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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종합·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Ⅴ-2]와 같다.

역량
요구도

생애단계

[그림 Ⅴ-2]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초등)

나. 중등
중등학교 교사의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요구도를 조직 차원,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
적응기, 자립기,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로 구분되는 생애단계별로 중등학교 교사들의
역량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응기 중등교사의 역량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과 마찬가지로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10.22)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6.99)> 리더십(6.34)> 교
육과정 이해(4.93)> 의사소통능력(4.84)> 현대사회 이해(4.72)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중등학교 역시 초등학교 적응기 교사들과 우선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도 높
은 요구도를 보이는 역량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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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초등학교 교사들과 거의 같다. 공교
육체제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기획 및 조직 능력, 대인관계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Ⅴ-9>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적응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55
.53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28
.57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00

.60

4.48

교육과정 이해

3.60

.57

3.86

학급운영 이해

3.74

.69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23

지역사회 이해

2.89

공교육체제 이해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10.22

1

.59

6.99

2

.60

4.93

4

4.19

.65

4.41

7

.66

3.56

.68

3.00

10

.79

3.44

.69

4.39

8

3.20

.69

3.45

.74

1.18

13

현대사회 이해

3.26

.71

3.63

.68

4.72

6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48

.62

3.79

.60

4.20

9

기획 및 조직능력

3.47

.59

3.58

.65

1.98

12

대인관계능력

3.77

.64

4.05

.68

2.71

11

의사소통능력

3.85

.57

4.18

.66

4.84

5

리더십

3.58

.58

3.94

.59

6.34

3

자립기 중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9.15)가 역시 가장
높았고,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5.27)> 현대사회 이해(4.46)> 지역사회 이해(4.07)> 교
육과정 이해(4.03)> 리더십(3.63)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와
거의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어 초, 중등 간 교사 요구 역량 종류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기 교사와의 차이점은 지역사회 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졌다는 점이다. 의사소통능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획 및 조직능력 등, 적응기 교사들에게서 요구도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났던
교사 역량이 자립기 교사들에게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획 및 조직능력은 보유도에 비
해 중요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이 점은, 초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자립기 교사
들이 몇 년간의 교직 경험으로 기획 및 조직능력이 고양되었으나 이들이 학교 조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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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기획 등의 주요 역할을 맡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Ⅴ-10>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자립기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70
.52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35
.53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25

.54

4.59

교육과정 이해

3.79

.62

학급운영 이해

3.98

.62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49

영역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9.15

1

.52

5.27

2

3.97

.62

4.03

5

4.30

.61

3.22

7

.69

3.71

.72

2.30

10

지역사회 이해

3.02

.79

3.50

.74

4.07

4

공교육체제 이해

3.40

.73

3.59

.77

1.06

12

현대사회 이해

3.36

.71

3.69

.67

4.46

3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78

.56

3.94

.61

2.54

9

기획 및 조직능력

3.76

.59

3.70

.70

.31

13

대인관계능력

4.01

.59

4.18

.62

1.85

11

의사소통능력

4.06

.51

4.23

.61

2.88

8

리더십

3.85

.55

4.02

.63

3.63

6

승진고려기 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분석한 결과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7.14)>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2.50)> 현대사회 이해(2.41)> 지역사회 이해(2.17)> 학급운영 이
해(1.54)>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도 여전히 학생, 교
과수업 등에 대한 요구도 우선 순위가 높은데 특히 다른 교사 역량은 높아진 보유도에
의해 요구도가 크게 높지 않으나 학생 이해 역량의 경우 요구도가 다른 교사 역량에 비
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승진고려기에도 현대사회 이해, 지역사회 이해, 학급 운
영 이해 등 교육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 대한 요구도 우선 순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승진고려기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의사소통능력과 리더십에 관련된 역량에 대한 요구
도가 4위와 5위의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으나, 중등학교 승진고려기 교사의 경우 이와
같은 역량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인 9위와 7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경향이 초, 중등학교의 어떠한 특징에 기인한 것인지는 추후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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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중학교 승진고려기 교사들에게도 기획 및 조직능력, 공교육체제 이해, 대인
관계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의 역량에 대한 요구도 우선순위가 초등학교에
서와 같이 낮은데 이는 이 단계 교사들의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교사 역량의 중요도에 대
한 인식이 대체로 낮다는 점에 기인하다. 기획 및 조직능력의 경우에는 중요도에 비해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더 높은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등학교 승진고려기 교사들에게 학교조직이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가운데 기획과 조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표 Ⅴ-11>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승진고려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83
.57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35
.5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46

.55

4.62

교육과정 이해

4.15

.57

4.18

학급운영 이해

4.12

.70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92

지역사회 이해

3.33

공교육체제 이해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7.14

1

.53

2.50

2

.56

1.12

8

4.28

.64

1.54

5

.63

3.98

.59

.80

10

.73

3.57

.69

2.17

4

3.64

.70

3.66

.76

.37

12

현대사회 이해

3.53

.61

3.70

.62

2.41

3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88

.62

3.96

.55

1.21

6

기획 및 조직능력

4.00

.62

3.83

.66

-1.51

13

대인관계능력

4.19

.59

4.23

.58

.58

11

의사소통능력

4.20

.57

4.26

.59

1.06

9

리더십

4.07

.60

4.12

.58

1.19

7

퇴직준비기 중등교사의 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10.46)가 가장 높았다.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4.74)> 리더십(4.20)> 현대사회 이
해(3.89)> 지역사회 이해(3.67)> 학급운영 이해(3.28)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
났다. 퇴직준비기의 중등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이해 요구도는 승진고려기 교사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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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의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승진고려기 교사보
다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퇴직준비기
교사의 교사 역량 보유도가 승진고려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들의
각 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승진고려기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으로 교사 역량별 요구도가 승진고려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
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퇴직준비기 교사에게서 나타나는 교사 역량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는 이 단계에 속하는 열정기 교사 비중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요
구도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교사 역량은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체제 이해,
기획 및 조직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이다.

<표 Ⅴ-12>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퇴직준비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41
.65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20
.51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03

.56

4.35

교육과정 이해

3.66

.57

3.82

학급운영 이해

3.80

.74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36

지역사회 이해

2.94

공교육체제 이해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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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우선
순위

10.46

1

.60

4.74

2

.60

3.07

9

4.17

.67

3.28

6

.70

3.59

.70

2.07

11

.73

3.39

.78

3.67

5

3.29

.84

3.50

.77

1.04

13

현대사회 이해

3.31

.73

3.59

.70

3.89

4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46

.57

3.68

.65

3.18

8

기획 및 조직능력

3.46

.68

3.48

.75

1.19

12

대인관계능력

3.63

.67

3.86

.71

2.24

10

의사소통능력

3.79

.60

4.00

.69

3.19

7

리더십

3.57

.65

3.80

.63

4.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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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종합·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Ⅴ-3]와 같다.

역량
요구도

생애단계

[그림 Ⅴ-3]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중등)

2)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및 우선순위
열정기 중등교사의 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여전히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
(11.0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7.79)> 교육과정
이해(6.55)> 현대사회 이해(5.64)> 리더십(5.52) > 학급운영 이해(5.01) 등의 순으로 요
구도가 높았다. 초등교사와의 차이점은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고
학급운영 이해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중등교사들이 학생들과
의 의사소통에 초등교사들보다 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공교육체제 이
해, 기획 및 조정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대인관계능력 등에서 낮은 요구도
우선순위를 보인다는 점은 초등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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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열정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4.02
.62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29
.55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3.60

.65

4.54

교육과정 이해

3.62

.65

학급운영 이해

3.71

.71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32

지역사회 이해

2.84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 이해

요구도

우선
순위

11.00

1

.58

7.79

2

3.97

.59

6.55

3

4.24

.65

5.01

6

.73

3.60

.74

2.65

11

.85

3.47

.75

4.92

7

3.19

.80

3.48

.79

1.40

13

3.23

.73

3.65

.73

5.64

4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55

.57

3.81

.64

3.77

9

기획 및 조직능력

3.54

.62

3.59

.69

1.42

12

대인관계능력

3.71

.61

4.01

.73

3.10

10

의사소통능력

3.78

.53

4.12

.66

4.92

8

리더십

3.60

.57

3.88

.67

5.52

5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성숙기 중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에서도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9.93)가 가
장 높았다.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5.86)> 리더십(4.37)> 현대사회 이해(4.19)> 지역사
회 이해(3.94)> 교육과정 이해(3.40) 등이 뒤를 이었다. 성숙기 초등교사에게 리더십 관
련 역량에 대한 요구도는 7위였으나 성숙기 증등교사의 리더십 역량 요구도는 3위여서
상대적으로 중등교사 성숙기 교사의 리더십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등 성숙기 교
사의 경우에도 초등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난다. 초등 성숙기
교사들은 열정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인
반면, 중등은 그렇지 않다. 또한 초등 성숙기 교사들은 현대사회 이해 역량에 비교적 낮
은 요구도 우선순위를 보였으나 중등 성숙기 교사들은 열정기에 이어 이 역량에 대한 여
전히 높은 요구도 우선순위를 보였다. 열정기에는 높지 않았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성숙기에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초등 성숙기 교사와의 공통점이다. 기획 및 조직능력,
공교육체제 이해, 대인관계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에서는 여타 단계의 교사
와 일관되게 중등 성숙기 교사에게서도 낮은 요구도 우선순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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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성숙기
영역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53
.50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25
.52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3.66

.59

4.55

.48

교육과정 이해

3.68

.60

3.84

학급운영 이해

3.81

.60

4.17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36

.70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9.93

1

5.86

2

.60

3.40

7

.56

3.41

6

3.60

.71

2.46

10

지역사회 이해

2.88

.80

3.38

.73

3.94

5

공교육체제 이해

3.31

.72

3.53

.75

1.10

12

현대사회 이해

3.30

.69

3.61

.67

4.19

4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65

.58

3.84

.56

2.69

9

기획 및 조직능력

3.58

.59

3.55

.63

.37

13

대인관계능력

3.88

.58

4.07

.63

1.94

11

의사소통능력

4.00

.51

4.21

.54

3.18

8

리더십

3.73

.56

3.96

.58

4.37

3

성찰기 중등교사의 역량 요구도 분석 결과, 학생 이해에 대한 요구(8.14)가 일관되게
가장 높았고,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3.85)> 현대사회 이해(3.32)> 지역사회 이해
(3.09)> 리더십(2.72)> 교육과정 이해(2.58)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찰
기 중등교사에게도 다른 모든 단계의 교사들처럼 학생 이해와 교과 수업 및 평가 이해에
대한 역량은 여전히 요구도 우선순위가 높았고, 성숙기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성찰기에
도 현대사회 이해, 지역사회 이해, 리더십 역량에 대한 요구도 우선순위가 높았다. 중등
성찰기 교사와 초등 성찰기 교사와의 차이점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낮은 요구도 우
선순위를 보이는 역량은 다른 단계 교사들처럼 여전히 기획 및 조직능력, 공교육체제 이
해, 대인관계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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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성찰기
보유도
표준
평균
편차
3.82
.55

중요도
표준
평균
편차
4.40
.50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4.33

.57

4.59

.50

교육과정 이해

3.92

.62

4.05

.59

2.58

6

학급운영 이해

4.14

.66

4.34

.61

2.04

9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3.62

.69

3.78

.67

1.70

10

영역

역량
학생 이해

이해

분석 및
조직
관계
형성

요구도

우선
순위

8.14

1

3.85

2

지역사회 이해

3.22

.82

3.58

.74

3.09

4

공교육체제 이해

3.49

.75

3.61

.77

0.74

12

현대사회 이해

3.49

.70

3.73

.66

3.32

3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3.79

.62

3.92

.59

2.09

8

기획 및 조직능력

3.82

.64

3.74

.69

-0.22

13

대인관계능력

4.08

.62

4.20

.61

1.33

11

의사소통능력

4.13

.58

4.27

.62

2.24

7

리더십

3.96

.61

4.07

.58

2.72

5

이상에서 살펴 본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종합·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Ⅴ-4]와 같다.

역량
요구도

생애단계

[그림 Ⅴ-4]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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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연수 등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떠한 단계의 교사들에게 어떤
역량이 보다 중점적으로 개발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생애단계별 요구도 우선
순위 중간 순위 이상 곧, 1~6위까지의 역량과 요구도 중간점수 이상의 역량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초, 중등 교사의 교사 역량별 요구도는 최저 -2.04에서 11.89 사이에
분포한다. 이 분포 상의 중간 점수 4.9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는 역량과 우선 순위 6위
이상의 역량들을 구분해 보면 <표 Ⅴ-16>, <표 Ⅴ-17>과 같다. 이 자료에 기초하여 모
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공통 요구 역량, 공통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는 역량, 생애
단계별 요구도 비교 결과, 학교급 간 차이점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그리고 생애단계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 요
구 역량은 ʻ학생 이해ʼ와 ʻ교과 수업 및 평가 이해ʼ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역량에
대한 요구도는 요구도 자체로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역량 요구
도 우선순위에서는 대부분 최우선 순위에 있다. 특히 ʻ학생 이해ʼ 역량은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경력이 축적되어도 모든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교사 역량 영역이 학생 이해와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역량이라는 점은 향후 이와 관련
한 현직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생애단계별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요구 수준이 높은
교사 역량은 ʻ의사소통능력ʼ, ʻ리더십ʼ, ʻ교육과정 이해ʼ, ʻ지역사회 이해ʼ, ʻ현대사회 이해ʼ
등이다. 이 중 ʻ지역사회 이해ʼ, ʻ현대사회 이해ʼ 역량의 경우, 교사들의 이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으나 이 역량의 보유 수준이 매우 낮은 관계로 높은 요
구도를 보이는 역량들이다.
둘째, 생애단계나 학교급을 불문하고 우선 순위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은 ʻ공교육체제 이해ʼ, ʻ기획 및 조직능력ʼ, ʻ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ʼ, ʻ대인
관계능력ʼ 등이다. 이 설문이 교감, 교장 등의 학교행정가를 제외한 일반 교사를 대상으
로 하기는 했으나 부장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 역량 관련 보유도가 퇴직준비기를 제외하고는 생애단계
가 변화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유도와 중요도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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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의 경우, 변화하는 생애단계에 따라 그에 맞는 역
량도 함께 키워지지만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축적된 역량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지 않
기 때문에 관련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자립
기, 승진준비기, 성찰기, 그리고 중학교의 승진준비기, 성찰기 교사들은 기획과 조직능
력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비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와 같은 해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준다. 다시 말해 수업이나 학급운영, 그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기획하고 조직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그것
을 충분히 발휘할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료가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보다 큰 틀에서 스스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수준을 상호 비교해 보면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는 적응기 교사들의 교사 역량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초등 적응기 교사의 경우, 그
러한 경향이 보다 두드러진다. 적응기에서 승진고려기로 갈수록 일부 교사 역량을 제외
하고 대체적으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나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각 교사 역량 보유도가 승진고려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요구도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초등 퇴직준비기 교사들에게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역량들이 상대
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초등학교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ʻ교육과정 이해ʼ, ʻ정보 관리 및 연
구능력ʼ, ʻ의사소통능력ʼ, ʻ리더십ʼ 등에서 높은 역량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열정기에서 성찰기로 갈수록 각 역량
관련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는 낮아진다. 열정기 교사들의 경우, 다른 단계 교
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
은 향후 열정기, 적응기, 퇴직준비기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강화되
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넷째, 초･중등 학교급 간 차이는 공통 요구 역량에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학교급
간 차이는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초등에서 특히 중등에 비해 요
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도 중등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초등 적응기 교사들은 중등 적응기 교사들에 비해 교육과정 이해, 지역사
회 이해, 현대사회 이해, 의사소통능력 등에게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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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기 교사들은 중등과 달리 ʻ정보관리 및 연구능력,ʼ ʻ의사소통능력ʼ 등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초등학교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역
할과 책임이 중등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직 교육 지원이 중등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또한 다양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표 Ⅴ-16> 학교급별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
영
역

역량

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교육과정
이해
이
해

학급운영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
이해
공교육체제
이해

분
석
및
조
직
관
계
형
성

현대사회
이해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우선
요구도
순위
7.06
1
7.14
1
3.55
2

퇴직
준비기
우선
요구도
순위
11.89
1
10.46
1
6.68
4

학
교
급

요구도

순위

요구도

순위

초등
중등
초등

10.20
10.22
8.65

1
1
2

8.31
9.15
5.88

1
1
2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6.99
7.03
4.93
4.74
4.41
3.17

2
3
4
8
7
11

5.27
3.44
4.03
2.37
3.22
.41

2
4
5
6
7
12

2.50
1.22
1.12
1.66
1.54
1.08

2
9
8
7
5
10

4.74
7.75
3.07
3.65
3.28
4.65

2
2
9
10
6
7

중등

3.00

10

2.30

10

.80

10

2.07

11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5.07
4.39
1.60
1.18
5.92
4.72
4.27

7
8
13
13
5
6
9

4.01
4.07
.94
1.06
3.09
4.46
1.90

3
4
10
12
5
3
9

2.33
2.17
.18
.37
1.91
2.41
1.60

3
4
12
12
6
3
8

4.00
3.67
2.20
1.04
3.61
3.89
6.00

8
5
13
13
11
4
5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초등
중등

4.20
3.68
1.98
2.57
2.71
5.68
4.84
6.56
6.34

9
10
12
12
11
6
5
4
3

2.54
-1.19
.31
.81
1.85
2.03
2.88
2.26
3.63

9
13
13
11
11
8
8
7
6

1.21
-2.04
-1.51
.84
.58
2.15
1.06
2.00
1.19

6
13
13
11
11
4
9
5
7

3.18
3.22
1.19
3.77
2.24
5.50
3.19
7.58
4.20

8
12
12
9
10
6
7
3
3

은 요구도 분포 중간 점수인 4.9 이상에 해당하는 란과 요구도 우선 순위 1~6위까지에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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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학교급별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 비교
영역

요구도

순위

요구도

순위

초등

11.55

1

9.39

1

7.83

1

중등

11.00

1

9.93

1

8.14

1

교과수업 및
평가이해

초등

9.19

2

7.15

2

4.57

2

중등

7.79

2

5.86

2

3.85

2

교육과정
이해

초등

7.79

3

6.03

3

2.29

7

중등

6.55

3

3.40

7

2.58

6

학급운영
이해

초등

6.10

7

4.10

4

1.67

9

중등

5.01

6

3.41

6

2.04

9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초등

4.46

10

1.97

10

.63

11

중등

2.65

11

2.46

10

1.70

10

지역사회
이해

초등

6.09

8

3.77

6

3.46

3

중등

4.92

7

3.94

5

3.09

4

초등

2.23

13

.69

12

.53

12

중등

1.40

13

1.10

12

0.74

12

초등

7.10

5

2.48

8

2.74

5

중등

5.64

4

4.19

4

3.32

3

초등

5.35

9

1.66

11

2.10

8

중등

3.77

9

2.69

9

2.09

8

초등

4.31

11

.12

13

-1.58

13

중등

1.42

12

.37

13

-0.22

13

현대사회
이해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
능력
관계
형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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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기

순위

공교육체제 이해

분석 및
조직

성숙기

요구도

학생이해

이해

열정기

학교
급

역량

초등

3.22

12

2.33

9

.80

10

중등

3.10

10

1.94

11

1.33

11

초등

7.66

4

3.89

5

2.37

6

중등

4.92

8

3.18

8

2.24

7

초등

6.90

6

3.37

7

3.10

4

중등

5.52

5

4.37

3

2.72

5

은 요구도 분포 중간 점수인 4.9 이상에 해당하는 란과 요구도 우선 순위 1~6위까지에 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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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교사 역량 관련 표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
다. 교사 양성교육이나 교사 현직교육이 역량 기반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제
안들은 있으나(정미경 외, 2010; 조동섭, 2011) 아직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최근 교사 역량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 사례는 수석교사 선발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2008년부터 시범운영 해 오다 2011년 법제화되었
는데, 이 수석교사 선발에 ʻ역량 평가 방식ʼ이 도입･활용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 장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만 하는
영역인 교사 현직교육 곧, 교사 연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기제로서 교사 연수를 각종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31조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의 품성과 자질 향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는 교원
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연수의 목적(제1조)을 비롯하여, 연수
의 기회균등, 연수와 교재비, 연수기관의 설치, 특별연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
서의 연수,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제37~42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교원 연수기
관, 연수대상, 연수종류, 연수성적,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는 연수성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방식을 규정
하고 있고,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7호)에서는 각
종 자격연수에서 준수해야 할 표준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2006)는 교원 연수를 기관 중심 연수, 단위학교 중심 연수, 개인 중
심 연수로 분류하고 있다.5) 기관중심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 등 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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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정기관이 계획･운영하는 연수이다. 대체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에서 이를 진
행하며 대학에 부설된 교육연수원에 위탁되기도 한다. 학교중심 연수는 단위학교에서
주로 학교 내 장학활동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학교의 기본계획 하에 진행될 때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교사의 자율적 기획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중심 연수
는 개별 교사의 의지에 기초해서 다양한 연수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현황 파악이 가능한 기관중심 연수의 전체 현황을 정리한 후 그 중 일반 교
사 대상 연수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연수원의 교원 자격연수와 직무연
수 현황 및 교원 직무 연수 참여자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현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자격연수

기관중심연수

교
원
연
수

1･2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비교과교사(전문상담,
보건, 사서, 영양)

직무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
(교과, 생활지도, 정보화, 교양 관련)

특별연수

부전공 연수, 학위취득 대학 위탁
교원 장기해외유학, 해외장기체험연수

학교중심연수

연구수업, 교과연수(동학년 협의회)
직원연수, 전달강습 등

개인중심연수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연구수행,
교과연구회, 학회, 개인별 연구 등

[그림 Ⅵ-1] 교원 연수의 종류(교육혁신위원회, 2006)

5) 연수의 종류를 연수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 개선을 위한 연수, 직무 재
배치를 위한 연수,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 나눌 수 있고, 개인 차원에서는 승진･승급을 위한
연수, 학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개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연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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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중심 연수 전체 현황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연수내용, 연수방법 등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직무연수 프로그램은 연수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는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교원 자격연수나 직무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75개 기관이다(<표 Ⅵ- 1 > 참조). 이 외에도 민간에
서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 1,600여 개가 운영되고 있
다(구자억 외, 2010).

<표 Ⅵ-1> 교원 연수기관의 종류
구분

기관명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중앙단위
연수기관
(4기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주요 연수과정
∙교육공무원 연수
∙연수 발전 및 자료 개발
∙교(원)장 자격연수
∙특별연수
∙외국어연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초･중등교원 직무연수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교(원)장 자격연수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대학부설
교육연수원
(84기관)

강원대학교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 등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자격연수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

시･도교육
연수원
(16기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등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자격연수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

원격교육
연수원
(71기관)

전남대학교부설
원격교육연수원 등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직무연수

계 175기관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 123.

｜

193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기관단위에서 진행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현황에 기초해 볼 때 전체 초･중등 교원6)
의 연수 참여율은 매우 높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각 교원 연수기관을
통해 직무연수와 자격연수(기타연수는 제외)를 받은 초･중등교원은 모두 552,211명에
이르러 전체 초･중등교원의 132.6%에 해당하는 교사가 자격연수 또는 직무연수를 받았
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1급정교사, 교감, 교장 등 자격연수에 참여한 교원은 4.8%로,
대부분(127.4%)의 교사들이 2009년 한 해 동안 직무연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
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이러한 높은 연수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교원 간 이수 시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1회 이상 모든 교원들이 직무 연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나지만 실제 5년 간 직무 연수를 받지 않은 교원이 5.7%이며 20년 이상 직무 연수를 받
지 않은 교원도 1,591명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ʻ10년 감사원 자료, 조동섭, 2011; 5
에서 재인용).
연수기관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교원이 연수를 받은 곳은 원격교육연수원이다. 이곳에
서 연수를 받은 교원은 전체 연수자의 44.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들이 주로
연수를 받는 곳은 시･도교육연수원이다(29.9%).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각종 민
간연수기관들에서 연수를 받은 교원도 전체 연수자의 18.6%에 이른다.
자격연수는 대부분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진다. 2009학년도에 자격연수를 받은
20,042명 중 64.48%인 12,924명이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자격연수를 받았다. 교장자격
연수는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서울대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서울교육대학
교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진다.7) 그리고 원격교육연수원과 민간교육연수기관에서
는 직무연수만 실시한다. 2009학년도에 연수기관별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원 현황을 정리하면 <표 Ⅵ-2>와 같다.

6) 교사, 교장, 교감 등을 포함하는 교원 연수 현황 자료임.
7) 교장자격연수는 총 360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중 90시간은 해당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
고, 12시간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나머지 258시간은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서울대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서울교육대학교부설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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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교원 연수 현황(2009.3.~2010.2.)

연수기관

계

(단위: 명)

직무연수

자격연수

비율
(%)

소계

초등
교원

중등
교원

소계

초등
교원

중등
교원

원격교육연수원

243,746

44.1

243,746

125,523

118,223

-

-

-

시･도교육연수원

165,057

29.9

152,133

80,347

71,786

12,924

8,806

4,118

교육대학부설
초등교육연수원

13,601

13,088

13,088

-

513

513

-

대학부설
중등교육연수원

20,536

15,546

-

15,546

4,990

-

4,990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부설)

199

52

30

22

147

-

147

종합교육연수원
(교원대)

5,044

3,576

3,068

508

1,468

964

504

민간연수기관

102,654

102,654

60,136

42,518

-

-

-

국외연수

1,374

-

-

-

-

-

-

합 계

552,211

530,795

282,192

248,603

20,042

10,283

9,759

18.6

100

*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는 포함하고, 기타연수는 제외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연보 2010.

자격연수의 대부분은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1급정교사 자격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대학부설교육연수원들에서 이루어진다. 직무연수는 다양한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
으나, 2009년 기준 전체 직무연수자의 74.6%가 원격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하에서는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이용하는 시･도교육연수원과 원격교육
연수원을 중심으로 교원 연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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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교육연수원 연수 현황
가. 자격연수
교원 자격연수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1,2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자격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교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수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이 법
에 따라, 교장 자격 연수는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
감 자격 연수는 1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받는다.
그리고 1급정교사 자격 연수는 2급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받는다.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2010)에 따르면, 2009년도에 초등학교
7,093명, 중등학교 6,820명의 교사가 1,2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하였다.
자격연수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7호(2009. 7. 8. 시행)로 제정된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이 구성된다. 1992년에 당시의 교육인적
자원부는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만들어, 1993.3.31자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
연수기관에 통보하였는데 이때부터 각 교원연수기관은 이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자
격연수를 실시해 왔다(손경수, 2005). 이 표준교육과정은 2009년에 개정되었다. 이 표
준교육과정에는 연수 영역, 교과, 과목, 시수, 운영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
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시수는 180시간에서 21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자격연수의
교과영역은 기본소양영역, 교직일반영역, 전문(전공)영역의 3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교과목 수준에서는 초, 중등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초등에는
학급경영이 전공영역으로 분류되는 반면, 중등에서는 그것이 교직일반으로 분류되고 중
등의 전공영역에서는 교과내용학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준교육과
정에 따른 초등 및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의 영역별 교과와 시수는 <표 Ⅵ-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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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 초･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의 영역별 교과 및 시수
영역
기본소양

교직일반

전문(전공)

교과
사회 변화와 교육, 국제사회와 통일교육, 문화와 예술, 인간과
환경, 현장체험, 선택 교과
(초등)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진로･상담･생활지도, 교육법규 및 사무관
리, 수준별 교육, 교육관련단체 이해, 선택 교과
(중등)
교사 전문성, 학급경영, 생활지도 및 진로교육, 교육법규 및 사
무관리, 교육과제의 이해, 선택 교과
(초등)
교육과정 운영, 교과 교육, 교수･학습의 실제, 학급경영, 방과후
학교 활동, 현장교육 탐구, 평가, 선택 과목
(중등)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육과정, 교과내용학, 교수･학습 방법, 교
수･학습 평가, 특별활동, 방과후 학교 활동, 교과연구 및 교육공
학, 현장교육 탐구, 평가, 선택 과목

시수(H)
180~216
18~36

18~36

108~14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원자격표준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7호)

자격연수의 교과를 운영하는 교수요원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 개
시･도교육연수원의 예로 전체 현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A교육연수원의 2009년도
자격연수 담당 교수요원을 보면 총 367명 중 교사가 78명(21.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는 66명(17.78%)이 교수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교육전문직과 교장이
각각 47명(12.8%)씩 활동하였다(A교육연수원 내부 자료, 2010). 이 예에 비추어 볼 때
자격연수에 대학교수보다 현직 교사가 더 많이 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직무연수
전국 현황 자료로 파악되는 교사 참여 연수의 대부분은 직무연수이다. 앞에서 지적하
였듯이 2009년 현재 교원직무연수 참여자는 총 530,795명으로 전체 교원의 127.4%에
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종류는 연수시간, 연수대상, 연수내용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다
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수시간에 따라서, 통상 60시간 미만 연수와 60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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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수로 나누기도 하고(구자억 외, 2010)8) 연수대상에 따라 초등교사, 중등교사, 특
수교사, 신규임용전교사, 복직전교사, 교감, 부장교사, 중등 교과목별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연수내용의 영역 차원에서는 주로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분류
에 따라 기본소양, 교직일반, 전문(전공)의 3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9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운영･관리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교
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프로그램 수와 참가자 수 현황을 파악
해 본 것이 <표 Ⅵ-4>이다.

<표 Ⅵ-4> 2009년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영역

교직

전문(전공)

교양

과정명 (예시)
중등 교직실무
학습동기부여
초등 창의력 개발
중등교사 진로･상담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자료 제작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지도
창의력 표현력을 키우는 국어과
교원능력개발을 위한 수학과
평가 및 문항제작
영어교사 심화연수
중등 과학과 수업전략과 기법
초등 영재교육
중등 기술･가정 수업전문성 신장
효과적인 학급운영
초등 창의적 학급경영
중등 학사관리
학교행정 기획력 향상
학교 선진 리더십
효율적인 회의 운영 기법
통합학급교사 직무연수
초등 관리자 영어회화능력 개발
초･중등교사 고구려 유적 답사
댄스스포츠
미술치료
고전에서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프로그램 수
전체
교육청
(%)
평균

대상자 수
전체
교육청
(%)
평균

150
(21.99)

9.4

29,302
(36.68)

1,831

511
(74.92)

31.9

49,097
(61.48)

3,132

21
(3.07)

1.3

1,470
(1.84)

9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년 교원직무연수 실적.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자료
8) 각 시･도교육연수원이 매년 작성하는 연수계획 보고자료와 연수실적 보고자료는 연수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 이상과 60시간 미만으로 분류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많은 연수 프로그램들이 15시간, 30시
간, 60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171시간, 757시간, 930시간과 같이
장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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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개설되고 또 가장 많은 교원이 참여한 영역은 전공
영역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공영역 연수과정은 전체 직무연수 개설과정의
약 75%를 차지하고, 전체 직무연수 참여 교원의 약 62%가 이 영역 관련 연수에 참여하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양영역 직무연수는 프로그램도 적게 개설되고 대상 교원
수도 적다.
한편, 강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개별 학교현장
에서 실시하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도 운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이는
교수요원이 학교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형식의 연수로 ʻ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ʼ로
불리기도 한다. 현지 맞춤형 연수는 매 학기 초에 개별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교육청의 현장연수 공모에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이를 실시하는 연수 형식이다.9) 현지 맞춤형 연수는 대개 15시간(5일) 단위로
운영되며, 개별학교의 필요에 의거하여 운영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대상별 직무연수로는 신규교사 연수, 복직교사 연수 등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10)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임용 전 직무연수와 임용 후 추수연수의
두 종류가 있다. 신규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교육청에 따라 30시간, 45시
간, 또는 60시간으로 운영된다.11) 임용 전 연수의 교과목은, 30시간 연수를 예로 들면,
대개 기본소양 및 교직 5~6시간, 전공 24~25시간으로 구성된다. 신규교사의 추수연수
역시 비슷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소양 및 교직 과목으로 이미지 메이킹, 다문화
가정 이해, 열정-창의력을 만나자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으며 전공 과목으로는

9) 이 연수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이용하지만, 중등학교에서도 학내 공통관심사를 주제로 연수를 하기도 한
다. 학교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지역교육지원청)나 ○○무용교육연구회, ○○특수교육연구회 등과
같은 교사모임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은 지역 이름임).
10) 2010년 16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시한 직무연수 계획에 따르면 신규교사, 복직교사, 보직교사, 퇴
직예정교사, 교감, 교장 등 대상에 따라 직무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전체 213개 프로그램 중 대상별 프
로그램 수는 다음과 같다.
- 신규교사(임용예정) 57개, 복직교사 31개, 보직교사 13개, 퇴직예정교사 2개, 교감 59개, 교장 42개,
기타 강사 9개
11) 개강식과 수료식을 각각 1시간씩 추가하여 32시간, 47시간, 62시간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16개 교육청
중 30시간 연수하는 곳은 8곳, 45시간은 1곳, 60시간은 7곳으로 조사되었다. 추수연수는 대개 30시간
으로 운영되며, 15시간이나 60시간으로 하는 곳도 각 1곳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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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학급경영계획 수립, 수업전략, 수업 멘토링(중등 과목
별), 아동상담과 생활지도, 학부모교육과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다. 이 밖에
복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는데, 대부분 출석연수 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원격
연수로 하는 곳도 있다. 연수시간은 대개 30시간이나, 드물게 15시간, 20시간, 47시간,
60시간으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다. 이들을 위한 연수 과목은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
들과 유사하다.
한편,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교수요원으로도 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A교
육연수원을 예로 들면, 2009년에 직무연수를 담당한 교수요원은 모두 687명이었으며,
이 중 교사가 209명(30.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교육연수원의 경우,
자격연수(21.25%)에 비해 직무연수에서 교수요원으로 교사가 활동하는 비중이 더 크다.
교수는 109명(15.86%)이 교수요원으로 위촉되었고, 교육전문직은 총 84명(12.22%)이
활동하였다(A교육연수원 내부자료, 2010).

3. 원격교육연수기관 연수 현황
연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을 기준으로 연수의 종류를 구분하면 집합연
수, 원격교육연수, 혼합형 연수로 나눌 수 있다. 전체 연수 시간의 50% 이상이 원격교
육으로 진행될 때 원격교육연수라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121). 한국교육학술
정보원(2010)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교원 연수자의 40% 가량
을 차지하며 그 수요가 2000년 이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원격교육연수기관수는
2000년 대비 2010년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참여 인원수는 약 160배 가량 급격히 증
가하였다(아래 <표 Ⅵ-5> 참조). 또한 원격교육연수 증가 추세 속에서 프로그램 질 관
리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교육연수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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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연도별 원격교육연수 현황(2000~2010)
구분

원격교육연수기관 수

인증 콘텐츠 수(종)

연수자 수(명)

2000

21

-

1,820

2001

39

-

38,202

2002

51

-

37,216

2003

52

11

59,836

2004

57

68

78,567

2005

56

73

95,575

2006

61

135

142,429

2007

65

59

172,386

2008

65

258

193,621

2009

74

279

288,030

2010

71

141*

-

* 인증콘텐츠 수(종)는 2010. 8. 31. 기준임.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pp. 121-122.

2009년부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ʻ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ʼ로 지정되어 원격교육연
수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원격교육연수계획서와 원
격교육연수용 콘텐츠의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원격교육용 콘텐츠는 교원의 연수
학점에 맞추어 15시간, 30시간, 45시간, 60시간의 네 가지로 제작되며, 한 번 인증된 콘
텐츠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124~125).
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 수강 강좌 분야는 IT 분야가 18.5%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인성(상담) 14.5%, 교과 13.9% 순이었다. 원격교육연수 수강 강좌 분야 현
황은 <표 Ⅵ-6>과 같다.

<표 Ⅵ-6> 원격교육 연수자의 수강 강좌 분야별 비중(2009년)
구분

외국어

IT

교과

인성
(상담)

독서

자격증

기타

계

비율(%)

6.0

18.4

13.9

14.5

1.4

5.3

40.5

100

* 총 사례수 1,648 강좌
**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9).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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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쟁점
각종 교사 연수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우리나라 교사 연수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 혹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교사의 생애단계에 따른 연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 제기이다. 현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이 생애단계별 교사들이 갖는 나름대로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
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 기관별로도 유사한 연수과정 및 프로그램들이 개
설되어 교사들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정금현, 2011)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기초하여 일부에서는 일정 교직 경력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
다(조동섭, 2011; 한만길 외, 2005; 손병길, 2004)는 점을 강조한다. 3년 미만, 3년 이
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등의 교직경력별로 연수시간을 설정하
고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를 제안(손병길, 2004)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교사 생애단계가 교사 경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력과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인가(조대연, 2009)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교사
의 교직 경험은 교사 개인 요인, 교직 환경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Burke et al., 1987; Burden, 1990; 백승관, 2003).
둘째, 교사 개인 간 연수 시간 편차, 곧 연수 의지 편차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전체
적으로 교사 연수의 양적 수준은 높지만 교사 개인 간 연수시간의 편차가 크므로 교사들
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연수시간을 설정해야 한다(조동섭, 2011)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한다고 할 때 교사 개인의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해 제도적인 통제 기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음에 제시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의 적절성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셋째,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OECD TALIS 조사에서도
한국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연수 프로그램의 부적합성
(42.2%)로 나타나고 있다. 직무연수는 참여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자격연수는 자격증 취득 방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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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조동섭, 2011), 연수 프로그램이 계열성을 갖지 못하며(손경수, 2005), 내용이
현장과의 괴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상적이라(김병찬, 2008)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
다. 특히 자격연수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는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표
준교육과정이 실제 교사의 직무나 역량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손경수, 2005; 조동섭,
2011)는 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이 갖는 문제는 연수를 받지
않는 교사들의 문제를 개인 교사의 역량 강화 욕구 부족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넷째, 교사 연수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연수를 승진과 연계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와 연계시키는 것이 갖는 문제이다. 현재 연수 실적은 교감, 교장 승진 외에도 성과급
평가,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결과는 교
감승진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동섭, 2011). 이는 교원들로 하여금 연수에
보다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연수 자체가 승진을 위한 도구가 됨으로써
교사들의 형식적 참여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손경수, 2005; 신현석, 2010; 홍
인기, 2011). 특히 15시간 단위의 연수 실적만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이를 승진과 연계시
키고 있어 15시간 미만의 연수는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교사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받
지 못하는(조동섭, 2011) 문제도 나타난다.
다섯째, 연수 관리 시스템의 폐쇄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제가 미흡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심리상담, 사회･문화 등 매우 다양
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정 연수 기관에서 이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에 한정하여 연수 실적을 인정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제기구,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연수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원격교육연수원
과 시･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운영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대학부설연수원 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조동섭,
2011)도 제기되고 있으며 혹자는 연수과정별 품질인증체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제안하기
도 한다(정금현, 2011). 그러나 이 역시 연수를 학점화하여 승진과 연계시킴으로써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원들의 자발적 연수가 강조된다면 질이 높지 않은 연
수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3

Ⅶ.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

1. 핀란드
2. 일 본
3. 프랑스
4. 시사점

Ⅶ.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

VII.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이 장에서는 핀란드,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이 교직에 입문한 교사의 역량 강
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 내용에서 설명하
였듯이 이 세 국가가 선정된 것은 각국이 서로 다른 교사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2년제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는 프랑스, 일
반 종합대학 내의 교사양성 학과를 중심으로 초, 중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핀란드에
비해 일본은 교사양성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정미경 외, 2010: 75-115).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교사양성 시스템을 가
진 나라가 교원으로 임용된 교사들을 위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전
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각국에서
교사에게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교사의 생애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면 각 단계
에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의 교사 역량 개발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 핀란드12)
가. 교사 역량 개발에 관한 접근
핀란드는 OECD의 PISA 테스트를 포함하여 각종 국제비교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업
12) 핀란드의 교사 역량 강화 사례는 김병찬 교수(경희대학교)가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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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07; 2010). 연구자들은 핀
란드가 이처럼 우수한 학업 성취를 이룬 핵심적인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의 질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Pehkonen, Ahtee, & Lavonen, 2007; Simola, 2005).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그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것이 핀란드 교육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다
(Rinne, Kivirauma, & Simola, 2002; Sahlberg, 2007).

1) 신뢰와 전문성 기반 접근
사실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생애단계나 핵심역량, 현직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
이다. 이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는 교사 양성교육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교
사의 현직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핀란드 사회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높은 위상에 있는 듯하
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핀란드에서 교사는 의사나 법관에 못지않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Sahlberg, 2007; Simola, 2005).
교사가 전문직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전문직의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며, 그 과업을 맡은 사람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 즉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전문가의 자율성도 함께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핀란드에서 교직은 확실하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
사들은 상당한 자율을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다. 교직이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 관련 정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다. 곧,
핀란드에서 교사는 국가적･사회적으로 존중과 신뢰의 대상이지 처치(處置)의 대상이 아
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Sahlberg, 2007). 핀란드의 교육정책 담당자
나 일반 국민들 모두 교사를 통제나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마치 의사나 법관의
의료 행위나 법률적 판단을 국가나 사회가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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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교사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교사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현직교육이 상대적으
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을 생애단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관심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핀란드에는 교원평가 제도가 없으며 교원평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거의 없다
(Jakku-Sihvonen & Niemi, 2006; Simola, 2005).
그러나 핀란드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나 교사의 자기 개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발달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통제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라, 교사 개인, 교원단체, 대학이나 교육기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율을 부여받은 전문기관들이 국가의 통제나 관리가 엄격하게 이
루어지지 않더라도 자율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교원들 역시 전문성 발달을
위한 현직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Hytönen, 1995; Sahlberg,
2007).
핀란드에서 현직 교원의 역량 개발 노력은, 교원 및 전문기관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믿고 맡기는 ʻ신뢰와 전문성 기반 접근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취하
는 나라에서는 교원들의 생애단계를 분석하여 각 단계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려 하거나, 교원의 핵심역량을 찾아내어 그 핵심 역량을 길러주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소
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연구 기반 접근
핀란드에서의 교사 양성교육과 현직교사 역량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연구기반 접근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의 연구기반 교사교육은 새로운 학문적인 기반으로서 인문주의
심리학(humanistic psychology)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연구기반 교사교육은, 과거 별도
의 훈련 과정에서 담당해오던 교사교육이 1979년 대학으로 이관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Hytönen, 1995). 그때부터 핀란드의 교사교육의 목적은 연구자로서의 교사, 즉 자신
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 되었다. 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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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육에서는 성찰적인 교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교사교육 과정에서 이수하는 모든 과
목을 연구와 결합시켰다.
핀란드의 교사교육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교사상은 ① 성취 수준이 낮
은 학생과 높은 학생이 함께 있는 이질적인 학급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책임지는 교
사, ② 학교 및 지역 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개발하는 교사, ③
외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 등이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핵심적인 역량 중의 하나
가 연구기반 역량이다.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칠 과목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어떻게 가르
치고 배우는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② 교사교육은 그 자체로 탐구나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교육에 대
한 연구를 통해 교사교육의 질과 효과성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교사들은 또한 연구기반 태도나 자세를 자신들의 교육활동 속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활동을 열린 마음과 분석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④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수-학습 환경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기반 교사교육의 목적은 교육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교사를
길러 내는데 있다. 교사들은 일상적이고 본능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논거
에 근거해서 교육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40-41).

연구기반 교사는 다음과 같은 교사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① 연구기반 교사는 논리적인 규칙, 조직화된 주제, 교육과정의 목적 및 목표뿐만 아
니라 연구 결과나 증거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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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기반 교사는 학교 및 교실에서 자신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도
록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연구기반 교사는 평생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핀란드의 연구기반 교사교육 과정에서는 이론 과목 수업과 실습 과정을 통해 연구를
접하게 된다. 교사들은 이론 과목을 통해 연구 문헌들과 친숙해진다. 그리고 이를 바탕
으로 실제 교육활동에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적용해 보고, 자신의 교육활동 자체를 성찰
하며 연구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구기반 교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학문 분야의
방법론적, 과학적 규범을 익힌다. 실습 과정에서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수행함
으로써 연구 역량을 기른다.
핀란드의 교사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 증진 및 교육적 사고 향상을 위하여 연
구방법 및 연구방법론을 강조한다(Kannsanen et al., 2000). 그러나 연구방법 및 총체
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급에서 교육연구자들처럼 행동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들은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적 실천 속에서 연구기반 논거와 결과들을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마치 연
구활동을 하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실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이론을 실천
과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가 연구자로서
의 태도와 전문성을 갖출 때,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낼 수 있으며 생소한 주제나 비
전문적인 관점에서 오는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 교사의 사고 수준을 연구자 수준으로
높이게 되면, 주변의 권위적인 판단이나 행정적인 사고로부터 교사 자신의 사고를 보호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결국 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자율성을 증진
시킬 수 있게 된다(Kannsane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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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란드가 중시하는 교사의 핵심 역량
핀란드에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 가운데 현직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나, 이를
위해 현직교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규정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없는 편
이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13)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사의 현직교육이나 교사의 관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
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직업교사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사
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들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이하 FNBE)에서
는 유능한 직업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FNBE, 2010). [The competent teacher 2010-2020]
로 불리는 이 계획안에서는 현재의 직업교사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의 직업교사들에
게 필요한 역량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핀란드 내의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이 계획안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미래의 핀란드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
엇인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응답 결과는 <표 Ⅶ-1>과 같다. 필요한 역량에 대
한 조사 항목은 2006년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권고 보고서를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
조사는 델파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평생학습 차원에서 각 시기에 직업교육 교사에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의 중요도를 표시하게 하였다.

13) 예외적으로 핀란드에서 직업교육 교사를 위한 역량 개발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직업교육은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
므로 좀 더 엄격하게 직업 기능과 기술을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교육 교사들 역시 그에 합당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의 특성으로 인
해 직업교육 교사들의 역량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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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직업교육 교사에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요구되는 역량(핀란드)
연도
중요도

2007년

2010년

2020년

10
9

8

7

6

∙모국어 의사소통 역량

∙모국어 의사소통 역량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학습 역량

∙디지털 역량
∙학습 역량
∙사회-시민 역량
∙자기주도적 자세 및
도전 정신

∙수리･과학 역량
∙디지털 역량
∙사회-시민 역량
∙자기주도적 자세 및
도전 정신
∙문화적 민감성 및 표현
역량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수리･과학 역량
∙문화적 민감성 및 표현
역량

∙모국어 의사소통 역량
∙디지털 역량
∙학습 역량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
∙수리･과학 역량
∙사회-시민 역량
∙자기주도적 자세 및
도전 정신
∙문화적 민감성 및 표현
역량

0-5
* 최저 0점 ~ 최고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임.
* 출처: FNBE(2010). pp. 40-42.

이 조사에서 설정한 항목은 핀란드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회
차원에서 개발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유럽의 표준 규정이다. 이 조사 결과는 유럽
표준 규정에 비추어 핀란드의 전문가들이 어느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모국어 의사소통역량은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 역
량과 학습역량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각 역량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FNBE, 2010).

모국어 의사소통역량
모국어 의사소통 역량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교수활동과 학
생지도활동 등 교사들의 모든 교육활동의 기초가 되는 역량이다. 모국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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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관련하여 직업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각 직업분야의 전
문용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외국인 및 외국 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세
계화가 가속화되고, 이민자가 증가하고, EU체제가 구축되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리･과학역량
수리･과학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역량 중의 하나이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교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역량이다. 논리적, 수학적 사고
는 교육활동의 체계화 및 지식 적용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역량
온라인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 사
회에서 디지털 역량은 모국어 역량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
의 주역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습역량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복잡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개인의 학습역량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사회의 변화 및 지식
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학습 및 지속적인 학습은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시민역량
민주주의의 증가 및 확대, 세계 시민의 교류 증진 등으로 인해, 사회-시민역량은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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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해서도 사회-시민역량이 필요하다. 교사 스스로 변화된 학교 및 사회에 적
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 자세 및 도전정신
개별화, 다양화되어가는 미래 사회에 자기주도적 자세와 도전정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의 자기주도적 자세와 도전정신은 곧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교사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문화적 민감성 및 표현 역량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 역
량이 된다. 문화적인 포용력 및 문화적 개방성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한편, 미래의 핀란드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탐색한 한 연구는,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필요한 일반역량과 각 전공별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공역량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역량은 4영역 26개 항목으로 제
시되었다(FNBE, 2010: 43-92).

<표 Ⅶ-2> 직업교육 교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역량(핀란드)
영역

세부 항목

직업역량

-

실제 직업 경험
직업 기술 및 지식
현직교육 및 훈련
개인 역량 개발

직업교육-산업계 협력역량

-

산업기반역량
현장학습 및 현장시범 관리 및 운영역량
학생들의 현장학습 안내 및 지도역량
현장교사들을 위한 교수 및 훈련역량
성인학습 및 능력기반 자질역량
직업세계에서 소비자중심역량
산업계와 협력관계 개발 및 지속적 훈련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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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역량

공동체역량

-

세부 항목
교육 지식 및 기법역량
개별적인 학생에 대한 이해역량
학급 및 학생 집단에 대한 이해역량
교육과정 이해역량
교수방법 구현역량
수업계획역량
교육적 역량 개발 및 계속 교육역량
조직 내에서 전략적 과업 수행역량
조직 내에서 개발, 계획, 평가역량
조직 운영 및 재정역량
자원역량
공동체 의식
직업 내에서의 복지역량
지역 및 국가, 국제협력역량
공동체 발전역량

다. 핀란드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교사의 현직교육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신
뢰 정도를 반영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나 사회에서는 현직교육
을 강화하라는 요구나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라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며,
반대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현직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사들을
관리･통제하려는 요구가 강할 것이다. 핀란드는 전형적으로 전자에 속하는 국가이다.
교사 및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교사에 대한 통제나 관리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자기 개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도 대체로 교사 자신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실질적인 교육 운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좀 더 철저
한 교육자치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교육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기반하여 단위학교와
교사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교사들의 현직교육과 관련해서도 국가
의 관리나 통제 장치는 거의 없으며, 거의 전적으로 교사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14) 결
14)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좀 더 체계화된 현직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9; Krzywacki, Maara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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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핀란드에는 교사의 발달이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현직교육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다. 핀란드에서 교원 현직교육에 대한 관리
는 느슨한 편이며, 현직교육의 결과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도 않다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그러나 대체로 핀란드 교사들은 전문성
개발 및 자기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사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07; 2010; Sahlberg, 2007).
사실, 핀란드에 교사 현직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에
서는 모든 교사들에 대해 1년에 3~5일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따라서 모든 교원들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체로 연수 일수와 연수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교육담당 부서에서 정하며,
지자체 단위로 연수가 이루어진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 연수를 통해 지자체의 교육 방침
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과
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의무 연수는 일과 중이
아닌 대체로 토요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수 이외에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수는 없다. 기타 모든 연수는 교
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는 대학, 교
원단체, 교과모임, 연구기관, 사설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5) 교사들이
이러한 다양한 기타 연수에 참여할 경우, 일정 시간까지는 지자체의 교육국에서 연수비
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사들이 추가로 자비를 부담해서 참여하는 연수도 많은 편이
다. 그리고 교사를 위한 현직교육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운영
된다. 즉 교사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속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European commission, 2009).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나 통제 하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원이나 대학, 교원단체, 교육기관, 연구
기관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현직교육에 체계성이 부족한 점은 부인하
Lavonen, 2011).
15)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교원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일부 소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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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여기서는 핀란드 현직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국가 차원의 교사 역량 개발 노력 사례
국가 차원에서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는, 위에서 교사의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직업교육 교사를 위한 [The competent teacher 2010-2020] 계획이
다. 이것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유럽의 표준 규정에 맞추어 제시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노력한 다른 사례로 “교육기관 종사자 질 향상 프로그램(OSAAVA 프
로그램)”을 들 수 있다. 2008년에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핀란드 국가 중장기교육계획
2007-2012에 의거하여, 주요 교육담당자들의 전문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OSAAVA (Opetustoimen henkilöstön ammatillisen osaamisen varmistaminen핀란드어)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9).
연구팀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행정 담당
자들 역시 체계적인 현직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등
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교
사를 포함한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혹은 원거리 등의 이유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직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의무
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안내나 조언을 하는 형
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개인적, 공동체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모범사례를 서로 배우는 과정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개인 역량 개발 과정에
서는 리더십 역량 및 신임교사를 위한 멘토링을 강조하고 있고, 공동체 역량 개발 과정
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모델 및 실행계획 구안 과정에서 각 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등과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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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자체, 지자체연합, 사립학교 운영담당자, 국립학교
운영담당자 등 지역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의무적으로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들의 참여는 자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약 2년 정도의 연구 및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
는데, 2016년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165).

2) 교육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 사례
가) Reformative in-service education for teachers(RINSET)
1990년대에 들어와 핀란드에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교육행정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이 강조되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각 학교들이 자체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주도적으로 내적으로 통
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RINSET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변화된 정책에 따른
학교주도의 대응 역량을 기르고 교사들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교육활동을 점검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사고
와 실천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 면에서 혁신적인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혁신적인 이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에 혁신적인 실천 노력을 한 동료교원들의 지원을 통해 실제
교실 현장에서 혁신을 도모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이론적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들의 수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들이 학교의 실천표준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② 교사들의 전문적 지식은 상황맥락적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환경이나 문화 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지식의 구성은 능동적인 과정이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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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식과 관련하여 관객이 아니라 주도적인 배우이다.
③ 교사의 발달과 학생의 학습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배울 필요가 있다(Lauriala, 1998).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 종합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은 팀별로 이루어지는데,
각 팀에서는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각 팀은 대략 1명의 교장, 9명의 프로그램 경험 교사, 시교육국 담당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과정이며,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Lauriala, 1998: 56-57).

1단계 : 이론 영역1(대학 기반 교육)
- 학교 혁신 및 통합교육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 검토 및 이해
- 관련된 이론 문헌들을 읽고 토론
2단계 : 실천 영역1(학교현장 기반 교육)
- 선임교사들의 지도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
- 선임교사들의 실제 수업을 참관
3단계 : 실천 영역2(학교현장 기반 교육)
- 선임교사들이 연수 참여 교사들의 실제 학급을 방문하여 새로운 접근의 수
업에 대해 조언하고 토의
4단계 : 이론 영역2(대학 기반 교육)
- 코스에 대한 총 정리
-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성찰하고 재정립
- 모든 참여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토론(Lauriala, 1998: 56-57)

이 프로그램에는 모두 19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연수를 받았다. 교직 경력은 5년차부
터 20년차까지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은 중소규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학교 교사들이
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적용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서 협동지원팀이 꾸
려졌다(Laurial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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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2004년을 기준으로 핀란드에는 초･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약 3%가 외국에서 태
어나 핀란드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한다.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이들 역시 장래의 핀란드의 인력으로 보고, 이들의 교육을 위
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Tuomi, 2004: 296). 그 한 예가 핀란드 중부지역에 위치
한 위바스킬라(Jyväskylä)시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ʻ이주민 자녀교육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ʼ이다(Tuomi, 2004).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주민 자녀교육을 위해 교사들이 갖
추어야 역량 영역을 크게 네 분야로 설정하였다(Tuomi, 2004: 297).

- 학교 현장에서 직접 획득해야 할 기술과 역량
- 5~10년 정도의 미래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
- 미래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현재 교사연수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한 인식 역량
- 이러한 필요들을 채워 줄 수 있는 학습 역량(Tuomi, 2004: 297)

이 컨설팅 프로젝트는 협동적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토론을 핵심 특징
으로 하는데, 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과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다양성에 기반 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내
도록 자극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특수교사, 정년퇴
임한 교사, 교사훈련기관 담당자, 예비교사 등 다양하다. 관심 있는 교사는 누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컨설팅은 컨설팅을 받고 싶은 교사가 컨설턴트에게 질문을 보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컨설턴트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컨설팅 토론을 바탕으로 회의록 형태의 문제해결 과정이
정리되고, 컨설팅 의뢰자에게 보내진다. 컨설팅을 의뢰한 교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혹
은 개발하고자 하는 역량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Tuomi, 2004: 297).

① 학급에서 매 순간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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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철학 및 인간에 대한 관심역량
③ 각 학생의 필요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역량
④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역량
⑤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역량
⑥ 핀란드 학생과 핀란드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에게 읽기와 쓰기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역량

⑦ 언어 번역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
⑧ 다양한 부모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
⑨ 학교에서 동료교사와 협력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Tuomi, 2004: 297)

컨설팅은 1주일 간격으로 오후시간을 이용하여 약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지고 나서, 1일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 최종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참여한 교사들은 해당 주제
와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발표자들은 참석한
교사들을 자신들의 학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사용한 수업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한다. 참석한 교사들은 서로 하나라는 동류의식을 느끼며, 각자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전
문성을 서로 나누는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냈다.
컨설팅을 의뢰한 교사들은 컨설턴트가 제안해 준 방법들을 바로 실행하고 평가를 받
는다. 첫 번째 교사 전문성 개발의 토론 주제는 “얼굴 없는 이민자 학생에서 내 학생으
로의 변화”였다. 주요 대상은 위바스킬라시 내에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었다. 토론
회는 경험 많은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교장, 학교 간호사, 언어 번역가, 모국어
가 핀란드어가 아닌 학생 및 학부모 등도 참여하였다. 위바스킬라시의 교육국 담당자들
도 패널로 참여하였다.

다) ICT를 활용한 [Finnish virtual school for science education] 프로그램

ʻ과학교육을 위한 가상학교ʼ는 핀란드의 헬싱키대학 교사교육학과와 그 학과의 박사과
정에 재학하고 있는 현직교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
는 ICT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과학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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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핀란드 경제정보사무국(Economic information office) 산하의 학교 네트워크를 통
해, 지자체 3개와 교사훈련학교 2개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과학교사들은 전문성 수준이나 활동 범위에 있어서 많은 차이
를 보였다. 초보교사에서부터 경력이 많은 교사에 이르기까지, 보통 교사에서부터 각종
과학교육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교사들이 참여하
였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과학수업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IC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사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4년에 걸쳐 모두 12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최된 세미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Juuti et al., 2009: 117-118).

<표 Ⅶ-3> FVSSE 세미나 개최 현황
연도

세미나(장소)

활동 내용

준비 seminar

EIO에서 준비세미나를 지원해 주었으며, 준비세미나를 통
해 프로그램 적용 계획을 논의함

seminar 1(Tampere)

첫 번째 발달단계는 읽기나 쓰기를 통한 교사들의 학습 역
량을 강화하는 것임. 따라서 연구자들이 훈련담당자로 참여
함

seminar 2(Oulu)

하이테크 회사 방문 결과를 논의함. 티칭 경험 및 소규모 협
동학습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교사와 학생의 ICT
역량 및 과학수업에서의 ICT활용에 관한 1차 조사결과를
토의함

seminar 3(Helsinki-Vantaa)

두 번째 발달단계는 실제 과업 속에서 ICT를 이해하는 것
임. 다른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ICT 수업자료를 소개함

seminar 4(Kauhajoki)

참여교사 중 한 사람이 물리수업에서 Java applet 사용 경
험에 대해 설명함. 각자 적용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지에
대해 안내를 받음

seminar 5(Eurajoki)

교사들이 각 학교에서의 적용사례를 발표함. 자기평가에 대
해 안내를 받음. 소그룹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교 간 공동 적
용을 위한 협력 계획을 세움. 핵발전소를 방문함

seminar 6(Kiuruvesi)

참여한 교사들의 프로그램 책임에 대해 논의함. 지역의 협
동학습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음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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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미나(장소)

활동 내용

seminar 7(Helsinki)

EIO와 협력하여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관해 논의함. 참여한
교사들이 협력학습 결과에 대해 논의함

seminar 8(Oulu)

철강회사를 방문함. 티칭 적용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함. 2명의 교사가 국제컨퍼런스 포스터 발표 준비를 함

seminar 9(Vantaa)

프로젝트에 대해 성찰하고 평가토론회를 준비함. 교사들이
자신의 주요 관심 영역을 발표함. 이스라엘에서 온 전문가
가 web-based 수업에 대해 발표함

seminar 10(Kauhajoki)

해당 지역의 교사들이 그 지역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에 대해 발표함

seminar 11(Eurajoki)

ICT 혁신에 대해 논의함. 프로젝트 결과 확산에 대해 논의함

seminar 12(Kiuruvesi)

하이파이 스피커 공장을 방문함. 프로젝트 결과 확산 계획
세움. 최종적인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함

2002

2003

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Juuti et al.,
2009: 105-107).

① ICT 활용을 통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여 과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② ICT 활용을 통한 교수방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과학교사들을 돕고 지원해 주기
③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 학교현장과 대학 및 각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

라) ITPT 프로젝트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교사교육학과 및 물리학과가 연합하여, 물리교사들의 실험 역량
을 길러주기 위하여 ITPT(In-service Training for Physics Teachers) 프로젝트를 마
련하였다(Lavonen et al., 2004).
이 프로그램은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의 요청에 의해 헬싱키
대학 물리학과가 주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차(1996.7.1~1997.12.31)와 2차(1998.
3.6~1999.12.31)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참가한 교사들에게 모두 40학점
(ECTS)을 부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핀란드 전국에서 1차 145명, 2차 83명의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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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핀란드 전체 물리교사의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 참
여한 교사들은 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공동 관심사를
함께 탐구할 세미나 그룹도 만들었다.
교사 연수는 원격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다. 스터디 그룹이 각 지역에서 운영되었는데,
본부 측에서 각종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온라인 기반 하에서
이메일, 채팅, 개별적인 상담 등을 통해 상호교류가 이루어졌다. 강의, 실습, 세미나 등
의 활동이 각 그룹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ITPT 프로젝트는 소그룹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어진 과업 실행과 관련하여 스터디
그룹 내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활동과 지적인
신념에 대해 철저하게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신념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실천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물리수업에서 실험의 역할이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실
험하고, 실증적인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기반이 될 만한 연구 논
문도 함께 다루었다. ITPT 프로그램의 토론 과정은 크게 다음 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 과학적 과정(scientific process) - 자연에 대한 이해
2단계: 기술적 과정(technological process) -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활용
3단계: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 - 공동의 사회적 이해

이 세 가지의 과정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구성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관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모두 네 코스
로 이루어져 있다(Lavonen et al., 2004: 312-314).

1코스: 물리학 개념 구성의 원리(Principles of concept formation)
2코스: 학교 실험실에서의 실험(Experiment in school laboratory)
3코스: 학교 물리학의 개념적, 절차적 구조(The conceptual and procedural structures
of school physics)
4코스: 물리학의 역사(History of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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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실험 과정에서는 질적, 양적 접근을 함께 추구한다. 질적 접근은 주로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주로 실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학생
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양적 접근은 실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다. 이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다양한 실험 장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설기관의 교사 역량 개발 사례: Educluster Finland 프로그램
Educluster Finland(이하 ECF)는 교육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교육
전문가 조직이며 영리민영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바스킬라대학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위바스킬라 지역의 대학과 교육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담당기관은 물론 교육과 개발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ECF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프로그램이다(http://www.educlusterfinland.fi,
2011.7.15). 이 프로그램은 동부 및 남부 유럽,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핀란드의 교육 노하우를 적용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교육인프라 개발, 조직 변화, 전문적 역량 구축, 미래에 대한 예
측 등을 통해 각 교육기관이나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교육 개발, 특수교육 개발, 교육에서의 측정 및 평가 개발, 진로
지도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리더십 개발, ICT 및 교육공학 활용 개발, 국제적인 개
발 프로그램에 따른 제도 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다.
ECF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정책 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정
책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제도 구축이나 교육개혁 등과 관련하여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이고,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개발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핀란드 내에서 유능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기관, 교육산업 분야, 정책담당기관 등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최고인 핀란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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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교사들에게 교수방법과 학습환경의 개선 및 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교수-학습 역량에 개방적으로 접근하며, 21세기 사회에서 교사에게 필
요한 역량을 개발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증거기반
(evidence-based) 실행 및 능동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는 교수-학습 수행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
식과 실천적 기법 모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략 18~24개월 동안 진행
되는데, 참여한 교사들의 개별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ECF의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은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영역들은 또
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http://www.educlusterfinland.fi, 2011.7.20).

-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밀접한 학습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
- 각 지역이나 학교, 교사의 맥락을 반영한 목적 구축 및 혁신 운영 역량
- 아동중심의 교육-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
-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의 측정 및 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
- 지식 및 실천 기법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신뢰를 갖출 수 있는 역량

이 프로그램의 모든 과제와 활동은 참여한 교사들의 일상적 교수활동과 밀접하게 연
관 되어 있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몇 차례의 현장 방문 기회를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한 각 교사들의 필요를 최대로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학급에서의 학습공동체 구축
- 교수-학습 경험의 확대
- 전문적 교수-학습 역량 강화
- 증거기반 교육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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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례: 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ENSI)
핀란드에서 현직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한 가지 특징은 국제기구와의 연
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s(ENSI) 프로그
램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OECD/CERI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 및 환경교육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
속적인 환경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 지식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네트워크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도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복잡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Houtsonen, 2004:
193-194).
지리 및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핀란드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pplications
for Schools(GISAS)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EU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등학
교의 지리 및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를 도입하여
교육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GIS는 원래 대학에 한정되어 지원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중등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이를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만
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중등학교, 학교행정가, 대학 및 각종 교육기관 간의 긴
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 유럽 8개 국가의 학교와 교사
들이 참여하였으며, 실제 학급 경험을 토대로 한 모델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이 프로
그램에서는 GIS 프로그램을 중등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적용
을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훈련 과정과 교사 지원 과정
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Houtson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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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16)
가. 교사 생애단계 구분 및 단계별 주요 특징
현재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물 가운데, 교사의 생애단계를 구분하는 기준과 그 특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교사 관련 연구에서 교사집단
간의 의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변수로서 교직경력(5년, 10년, 20년, 30년
등), 연령층(20대, 30대, 40대, 50대 등), 평교사와 관리직(교감･교장)으로 구분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다.
일본에서 교사의 자질, 능력, 역량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교사의 직무 특성에 입각
한 특성론(特性論)적 관점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수업에 한정되었던 논의에서 벗어나,
교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역량, 교직생애의 전 과정에 걸친 역량에 관한 논의
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교사 관련 답신서의 제목이

“교직생활 전체를 통한 교사의 자질 능력의 종합적 향상 방안에 대하여”(2011.1.31)로
표현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에서 교사의 생애에 관한 연구는 교직 생애단계에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학습심리
적 관점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삶과 연수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교사의 생애학습 및 개발이 학교교육의 실천에 있어 질적 향상을 가져왔는
가에 집중되어 있다(望月厚志, 2008: 317). 교사의 생애단계 연구는 대개 자서전
(personal document)이나 생애사(life history) 방법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大島英樹, 2008: 10).
일본 정부가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인사나 연수 관련 정책에서 기술하는 교사
생애단계는 ʻ초임교사ʼ, ʻ중견교사ʼ, ʻ베테랑교사ʼ라는 명칭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본 교육
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기도 하다. 대개 초임교사는 임용 후 1년 이내의 교사
를, 중견교사는 10년 경험자를, 그리고 베테랑교사는 40대 후반을 지난 교사를 지칭한
다(秋田喜代美 외, 2009: 121). 이러한 생애단계 구분은 생애단계의 이론적 논거에 기초
16) 일본의 교사 역량 강화 사례는 고전 교수(제주대학교)가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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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교직 경력 연수에 근거한 통칭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교원면허증 및
연수과정과 관련된 전문성 관리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ʻ초임･중견･베테랑교사ʼ라는 생
활용어와 법적 관련성은 교직원 면허법과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서 교사 생애단계 구분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찾는다면, 1989년부터 실시
된 ʻ초임자 연수ʼ 제도를 규정한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3조와 2003년부터 실시된 ʻ10년
경험자 연수ʼ를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3
조는 “공립의 소학교 등의 교사 등의 임명권자는, 당해 교사 등에 대해서 그 채용일로부
터 1년간 교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천적인 연수(초임자 연수)를 실시하여
야 한다. 임명권자는 초임자 연수를 받는 자의 소속학교 부교장, 교감, 주간교사, 지도
교사, 교사 또는 강사 중에서 지도교원을 임명한다. 지도교원은 초임자에 대해서 교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고 조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는 “공립 소학교 등의 교사 등의 임명권자는 당해 교사 등에 대해서 그 재직기
간이 10년에 달한 후 상당 기간 내에 개인의 능력 적성 등에 따라 교사로서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수(10년 경험자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초임교사는 임용된 지 1년 이내로 연수 중에 있는 교사를 지칭하
고, 중견교사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ʻ10년 경험자연수ʼ를 이수한 교사(혹은 숙련교
사)를 지칭한다. 그리고 베테랑교사는 교직경력 20년 이상이 되어, 학교의 관리직(교장･
교감)을 맡을 수 있는 경력교사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내에 설치된 교원의 자질능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는, “교직생활의 전체를 통한 교사의 자질능력의 종합적 향상방안에 대하여”(심의경과보
고, 2011.1.31)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ʻ신임교사ʼ와 ʻ중견교사ʼ라
는 표현이 등장한다. 문부과학성이 미쯔비시종합연구소(주)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사의
자질향상 방법 개선 및 교원면허갱신제의 효과 검증에 관한 조사결과”(2010.9)에도, 특
별한 구분 기준 없이 초임자교사 단계, 중견교사 단계, 베테랑교사 단계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17)

17) 이 조사는 교원 14,230명(이중 면허증갱신강습 수강자 4,009명 포함), 교장 6,497명, 보호자
6,286명, 교육위원회 1,151명, 교직과정이 있는 대학 662명, 대학생 2,385명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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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시하는 교사의 핵심 역량
1)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교사의 역량
일본의 각 대학에서 다루는 교직과목의 교재를 살펴보면, 일본 교육계의 교사론 및
교사의 역량에 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직원면허법에 교직과목의
예로서 ʻ교직의 의의 등에 관한 과목ʼ이 규정되어 있어서,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ʻ교직개론ʼ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들에서는 대체적으
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교육개혁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좋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다루고 있다. 교직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교과와 생활･진로에 대한
지도능력을 기본적인 자질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ʻ지식기반사회ʼ와 ʻ생애학습사회ʼ
의 도래에 따른 교사의 지식 창조능력과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하려는 태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직사회의 다양화와 개별화로 인해 동료 간의 상호학습 관계가 약화되고 있
음도 공통되게 지적한다. 교사 역량 함양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
원 수준의 양성과정(교직대학원제도), 교원자격갱신제도, 10년 경험자 연수제도 등을 소
개하기도 한다.
동경대 사또(佐藤学)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관련 논거로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위
탁받은 점, 교사는 교과내용과 교과 교육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 교사는 학생 학습 경영
과 조언에 책임자라는 점, 교사는 자신의 실천을 계통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에서 배운다
는 점, 교사는 학습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사 전문
성 유형을 ʻ기술적 숙달자ʼ로서의 교사와 ʻ반성적 실천가ʼ로서의 교사로 나누고 ʻ반성적
실천가ʼ로서의 교사상을 교사의 성장 모델로 제시하였다(佐藤学,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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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 사또의 교직 전문성 구분
구분

기술적 숙달자

반성적 실천가

교사상

교수학이나 심리학 원리를 숙달한
기술적 숙달자

경험의 반성을 기초로 학생의 가치있는
경험 창출을 향한 반성적 실천가

역량

교직 관련 영역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

성찰과 숙고라는 실천적 견식

확실성의 확대 방향

불확실성의 세계로 나갈 방향

효율성･유능함의 원리

자율성과 식견

실천적 인식
사회적 관계표현

그는 숙련교사와 초임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사의 실천적 사고방식이 숙
련교사의 전문적 역량의 핵심임을 역설하기도 하였다(佐藤学, 1997: 70, 219). 그가 말
하는 실천적 사고방식이란, 실천과정에 있어서의 즉흥적 사고, 불확정 상황에 민감하게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문제의식과 태도,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다원적 관점, 문제 상황의
맥락적 파악, 문제의 재구성 능력 등을 의미한다.
다나까(田中俊也)는 교장 및 교사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교사의 생애발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임기에 가장 요구되는 역량은 교사의 수업 전개 역량이다
(田中俊也,1994: 44). 그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수업 전개 역량의 하위 요소로 교
수방법과 그 전개, 교과연구, 각 교과내용에 관한 전문지식, 각 교과지도법, 교수연구･
수업분석 등을 지적하였다.
고야마(小山悅司)는 교사의 역량을, 교수학습 활동을 이끌어 가는 역량, 훈육활동을
이끌어 가는 역량, 학교나 학년･학급을 경영해 가는 역량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진술하
였다(田中俊也,1994: 45). 교수학습 활동을 이끌어 가는 역량은 기술적 측면과 인격적
측면으로 나뉜다. 기술적 측면은 기술적 역량(technical skill)과 개념(파악)적 역량
(conceptual skill)을 포함한다. 인격적 측면은 협의의 성격(personality)과 의욕
(motivation)을 포함한다. 고야마는 이것들이 직선적이면서(personality → motivation

→ conceptual skill → technical skill)도 동시에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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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5> 고야마의 교수활동 역량의 구성
technical skill

교과교양, 교직교양, 지도기술, 학제연구･과학적연구법, 대
인적 전달기술, 전문적 노하우의 정리･축적능력

conceptual skill

시야넓이, 선견성, 인간이해력, 감성능력, 창조력, 분석력,
논리성, 구성력, 응용력 등 지능적 측면

기술적 측면

협의의 personality

결단력, 유연성, 협동성, 자율성, 명랑쾌활

인격적 측면
motivation

교육관･신념, 신체･정신적 건강, 향상심

자료: 田中俊也(1994: 45)의 분류를 도표화함.

2) 일본 정부 및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강조한 교사의 역량
일본의 교육개혁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사항은, 교육행정
당국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는 물론 연구자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한 것이
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원 자질능력에 대한 문서인 “매력있는 교원을 구하며”(2004~
현재 홍포파일)에는 그간 각종 교육개혁 보고서에 강조되었던 교사상이 잘 정리되어 있
다. 이는 1987년의 교육직원양성심의회 답신 “교원의 자질능력의 향상 방안에 대하여”
와, 1997년의 교육직원양성심의회 제1차 답신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원양성 개선 방
안에 대하여”, 그리고 2005년의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인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
조한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다(新井保幸･江口勇治, 2010:35). 이것은 일본 정부가 ʻ
우수한 교사상ʼ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답신은 우수한 교사의 조건으로 ʻ교직에 대한 강한 열정ʼ, ʻ교육 전문가로서의
확실한 역량ʼ, ʻ종합적인 인간력ʼ 등을 들었다. 첫째, 교직에 대한 강한 열정은 교사의 일
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 학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변화가 현저
한 사회와 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상 배움을 계속하는 향
상심(向上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 전문가로서의 확실한 역량은 학
생에 대한 이해력과 지도력, 집단지도의 힘, 학급운영 능력, 학습지도 수업 능력, 교재
해석 능력 등을 포함한다. 셋째, 종합적인 인간력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관여하기 위
한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상식과 교양, 예의범절을 비롯한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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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등의 자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교사는 다른 교사와 사무직원 등 교직원 전체와
동료로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매력 있는 교원을 구하며”에서 교사에
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Ⅶ-1]와 같다.

모든 시대에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1987년 답신)

∙교육자로서 사명감
∙인간성장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애정
∙교과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
∙넓고 풍부한 교양

+

⇩
이를 토대로 실천적 지도력

향후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
(1997년 답신)
①지구적 시야에 서서 행동하는 자질 능력
∙지구, 국가, 인간 등에 관한 적절한 이해
∙풍부한 인간성
∙국제사회에 필요할 기본적인 자질 능력
②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갈 사회인에 요구되는
자질 능력
∙과제탐구 능력에 관한 것
∙인과관계에 관계된 자질 능력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지식 및 기능
③교사의 직무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자질
능력
∙학생이나 교육방향에 대한 적절한 이해
∙교직에 대한 애착, 긍지, 일체감
∙교과･학생지도를 위한 지식, 기능, 태도


추가된 우수한 교사의 3조건(2005년 문부과학성)
∙교사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
교사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 학생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교육 전문가로서 확실한 역량
학생이해력, 학생지도력, 집단지도력, 학급운영 능력 등
∙종합적인 인간능력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상식과 교양, 예의범절을 비롯한 인간관계능력 등
자료: 文部科學省初等中等教育局教職員課(2011), 魅力のある敎員を求めて, p.3

[그림 Ⅶ-1] 교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능력(일본)

일본에서 요구되는 교사상은 문부과학성이 추진해온 교육개혁 정책을 통하여 강조되
어왔고, 시기에 따라서 강조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1987년의 답신은 격화된 학교폭력
을 배경으로 1984년부터 3년간 활동한 임시교육심의회(이하 임교심)의 교육개혁 기조
(개성중시 원칙, 생애학습 체계의 이행, 국제화･정보화 변화에의 대응)를 교육직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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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가 반영한 것이다. 1997년의 답신은 1996년에 “살아가는 힘과 여유 있는 교육”을
모토로 한 교육개혁 답신의 흐름을 이어받아, 교사에게 실천적 지도력을 요구함은 물론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사의 자
질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큰 변동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Ⅶ-6> 향후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능력(교직원양성심의회 답신, 1997)
분야

지구적
시야를
가진
행동인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

필수
교사직무
자질 및
능력인

자질 능력

구체적인 의식 및 태도

지구, 국가, 인간 등에
관한 적절한 이해

지구관, 국가관, 인간관, 개인과 지구나 국가관계의 적절한
이해, 사회･집단에 있어서 규범의식

풍부한 인간성

인간･인권존중 정신, 남녀평등, 배려, 봉사정신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기본자질능력

사고방식이나 입장이 다름을 수용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
하는 태도, 국제사회에 공헌태도, 국가나 지역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개성, 감성, 창조력, 응용력, 논리적 사고, 과제해결능력, 계
속적인 자기교육능력

인간 관계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네크워킹 능력

사회변화 적응을 위한
지식과 기능

자기표현능력(외국어포함), 매체해석능력, 컴퓨터활용능력

학생 교육방향의 이해

학생교육관(국가의 교육에 있어서 역할 이해 포함)

교직애착, 긍지, 일체감

교직에 대한 열정 사명감, 학생에 대한 책임감 흥미, 관심

교과지도, 학생지도를
위한 지식, 기능, 태도

교직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학생의 개성과 과제
해결력을 살리는 능력, 학생배려의 감정이입, 상담심리, 곤란
사태 처리능력, 지역가정과 원활한 관계구축 능력

1997년 답신에서 요구한 대학의 교사양성의 방향은 사명감, 전문분야의 지식, 개성,
현장의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갖추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이
교사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개발할 수 있도
록,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선택이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탄력화 조치를 제안하
였다. 그리고 전문분야의 학문적 지식보다도 학생들과의 접촉을 중시하여, 교사로서의
학교교육활동의 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교직과목을 충실히 하고, 교수방법으로서 체험이
나 연습을 중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정 외에도 면허 제도를 탄력화할 것과 사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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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입직 제도(특별비상근강사 제도)나 특별면허증 제도의 개선(대상 교과 확대 및 신
청절차 간소화 등) 등을 제안했다(고전, 2003: 220).
이후 문부과학성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17개 개혁정책 보고(2000.12) 내용을 전폭 수용
하여 2001년 1월 25일 ʻ21세기 교육신생플랜ʼ을 발표하였다. 이 플랜에서는 교사정책과
관련하여 ʻ가르치는 ｢프로｣로서 교사의 육성ʼ을 내걸었고, 그 핵심과제로 우수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 및 특별승급의 실시, 교사의 사회체험 연수의 제도화(민간기업 등에서 사회성
연마), 부적격 교사에의 엄격한 대응(교단으로부터 격리) 등 세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2006년 답신 “이후 교사양성･면허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에서 별도의 자질 능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사의 계속적인 배움과 최소한의 자질 능력의 확보를 강조하였
다. 이 답신에 따르면, 교사로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질이란 “교직과정의 각각 과목이
수에 의해 습득한 전문적 지식･기능을 기반으로,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 교육
적 애정 등을 갖고, 학급이나 교과를 담당하면서, 교과지도, 학생지도 등의 직무를 큰
지장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질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과목
의 설치나 교직대학원제도의 도입, 면허갱신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新井保幸,
2010: 40).
문부과학성의 “교원의 자질향상 방법 개선 및 교원면허갱신제의 효과 검증에 관한 조
사결과”(2010. 9)에서는 초임교사의 ʻ자질 능력ʼ의 하위요소로, 교사의 일에 대한 사명감
이나 긍지, 학생에 대한 애정과 책임, 학생 이해력, 학생 지도력, 집단 지도력, 학급운영
능력, 교수학습 능력, 교재 해석력,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 상식과 교양, 대인관계 능
력 및 의사소통 능력, 교직원 전체와 동료로서 협력해가는 것 등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주된 자질과 능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1987년의 “교원의 자질 능력 향상 방안 등
에 대하여”와 1997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원양성 개선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종합한 2005년의 “새로운 시대의 의무교육을 창조한다.”에 제시되었던 ʻ우수한 교사의
조건ʼ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교사의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
일본에서 교사의 생애단계의 구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구분이 아니라 정부 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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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구분이다.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하
여도 법정화된 것은 없다. 다만, 최근의 정부 관련 심의회의 보고서나 연수기관의 연수
대상자 설정을 통하여 요구되는 역량 및 자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내의 교육직원양성심의회가 2009년 12월 10일에
보고한 답신서 “양성과 채용･연수와의 제휴의 원활화에 대해”에서는 교원의 생애단계별
로 요구되는 자질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가) 초임교사의 단계
초임교사 단계에서는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기초적･이론적 내용과 실천적 지도
력의 기초 등을 전제로 채용 당시부터 교과지도, 학생지도 등을 심한 지장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자질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등 교직 일반에 있
어서 보통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양호교사는 심신의 건강 관찰, 구급 처
치, 보건 지도 등 아동･학생의 건강 유지 증진에 대해서, 채용 당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

나) 중견교사의 단계
중견교사 단계는 학급담임, 교과담임으로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시기이지만, 특히 학
급･학년 운영, 교과지도, 학생지도 등의 개선 방향과 관련한 넓은 시야와 역량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주임 등 학교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거나 초임교사에 대
한 조언･원조 등 지도적 역할이 기대되므로, 직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폭넓은 교양을
습득함과 동시에,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획 입안, 사무 처리 등의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 양호교사는 양호실 경영의 개선방향, 학교 보건의 추진 등에 관
한 폭넓은 시야와 역량이 필요하다.

다) 관리직 교사의 단계
관리직 단계의 교사에게는 지역이나 아이의 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전
개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이념이나 식견을 갖고 지역과 학교의 상황･과제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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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며, 학교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의욕을 북돋우
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관계 기관 등과 적절히 제휴･절충하여
조직적이고 역동적인 학교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질을 갖추고, 학교 운영 전체를 바라
보는 폭넓은 종합적 사무 처리 및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초임교사에게는 교과 및 학습지도 능력과 학급경영에 대한 실천적
지도력을, 중견교사에게는 초임교사에 대한 조언 외에도 학교운영에 중추를 담당하는
중간지도자로서 역량을, 그리고 베테랑교사에게는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을 맡아 학교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내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경영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일본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 현직교사 연수 체계
일본의 현직교사에 대한 연수는 국가 수준 연수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수준 연수로
나눌 수 있다.

<표 Ⅶ-7> 일본의 국가 및 교육위원회별 교사 연수 체계
주관
국가

연수구분
학교관리직 연수

중견교사연수, 교장･교감연수, 해외파견연수(2개월)

지도자양성 연수

학교조직관리 및 국어력 향상을 통한 지도자 양성연수,
교육과제 연수지도자의 해외파견 프로그램(2주간)

법정연수

교육
위원회

구체적 프로그램

초임자 연수, 10년 경험자 연수

경력별연수

5년 경험자 연수, 20년 경험자 연수

직능별연수

학생지도주사연수, 신임교무주임연수, 교감･교장연수

장기파견연수
전문지식기능연수
지도력부족교원연수

대학원･민간기업 등으로의 장기파견 연수
교과지도, 학생지도 등에 관한 전문적 연수
지도개선 연수

2) 초임교사 연수
초임교사에 대한 연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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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 목적(핵심 역량)

○ 목적: 신임교사의 실천적 지도력과 사명감을 기르고 폭넓은 식견을 체득

② 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공립 소학교 등의 교사 중 신규로 임용된 자(1년 이내의 자)
○ 실시자: 각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교육위원회
○ 근거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3조(1988년 제도 도입, 1989년 실시)
○ 연수내용: 임명권자가 정함

문부과학성이 교육위원회에 예시한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Ⅶ-8> 문부과학성이 예시한 교내･외 초임자연수
구분

교내 초임자 연수

교외 초임자 연수

시간

주 10시간, 연간 300시간 정도

연간 25일 정도

방법

강사는 거점학교 지도교사
및 교내 지도교사

교육센터(교과관련 전문지도)
기업･복지시설 등의 체험연수
사회봉사･자연 체험활동연수
숙박연수(4박5일 정도)

유의
사항

- 초임자의 경험, 역량, 각 학교의 과제에
중점을 둘 것
- 수업준비에서 실제에 이르는 수업실천
의 기초(지도안 작성법, 판서법, 발문법
등)를 지도

-

교내 연수와 유기적으로 연대
초임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연수선택
참가･체험형,과제연구･토론형 다양화
타 학교에서의 경험 기회를 제공함

3) 10년 경험자 연수
교직경력 10년인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실시 목적(핵심 역량)
○ 목적: 개별 능력, 적성에 대응하여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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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공립의 소학교 등의 교사 중 재직기간이 10년에 달한 자
○ 실시자: 각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교육위원회
○ 근거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4조(2002년 제도 도입, 2003년 실시)
○ 연수내용: 임명권자가 정함

문부과학성이 교육위원회에 예시한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18)

<표 Ⅶ-9> 문부과학성이 예시한 10년 경력자 연수
순서

계획작성

연수실시

연수평가

내용 예
∙능력 적성 등의 평가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포
- 교장은 교원의 능력 적성에 대해 평가한 후 시정촌 교육위원회 제출
∙연수계획서의 작성
-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수계획서를 작성
- 시정촌교육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강 강좌 등 연수계획을 확정
∙ 장기휴업기간 중의 연수
- 20일정도, 교육센터 등에서 베테랑교원 및 지도주사를 강사로 함
- 소인수 형식으로 모의수업, 교재연구, 사례연구 등을 실시함
∙과업기간 중의 연수
- 20일간 정도,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 교무주임 등이 조언
- 연구수업 및 교재연구 방법 등을 취함
연수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교사에 대한 이후 지도에 활용

4) 지도개선 연수
학생지도가 부적절한 교사에 대한 연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8) 10년 경험자 연수와 면허증 갱신 연수의 내용은 유사하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이 인
정한 연수를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연수 내용은 교직에 대한 성찰, 아이들의 변화, 교육정책 동
향 및 학교 내외에 있어서 연대 협력에 대한 이해(이상의 내용으로 12시간 이상), 교과지도, 학생지도,
기타 교육충실에 관한 사항(이상의 내용으로 18시간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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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 목적(핵심 역량)
○ 목적: 지도가 부적절한 교원의 지도 개선을 도모함

② 프로그램 구성
○ 대상자: 공립학교의 교원 중 지도가 부적절하다고 임명권자가 인정한 자
○ 실시자: 각 도도부현 지정도시 교육위원회
○ 근거법: 교육공무원특례법 제25조의 2(2007년 개정, 2008년부터 실시)
○ 연수내용: 피연수자의 능력 적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임명권자는 연수 후 지도
개선이 불충분하여 학생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직조치 등 강구

5) 긴요 과제 지도자 양성 연수
교원연수센터(NCDT)에서 학교의 긴요한 과제를 담당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
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19)

① 실시 목적(핵심 역량)
이지메, 부등교, 비행 등의 생활지도, 외국인 아동 교육, 직업교육 등 긴요한 과제의
해결을 지도할 지자체의 연수 강사 등 지도자 양성

② 교원연수센터(NCDT)의 긴요 과제에 관한 지도자 양성 연수 프로그램(2011)
-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지도자 양성 연수
- 국어력 향상 지도자 양성 연수
- 도덕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 학교교육의 정보화 지도자 양성 연수
- 초등학교 영어활동 등 국제이해활동 지도자 양성 연수
- 외국인 아동 생도에 대한 일본어 지도자 양성 연수
- 학생지도 지도자 양성 연수
19) 상세한 안내는 『NCDT 2011 つくば 研修ガイド』 일본교원연수센터 http://www.ncdt.go.jp/PDF3/kensyu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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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 직업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 교육상담 지도자 양성 연수
- 아동 체력 향상 지도자 양성 연수
- 보건교육 지도자 양성 연수
- 외국어 지도 조교 연수
- 국어 지도 조교 연수
- 교육과제 연수 지도자 해외 파견 프로그램

6) 중핵지도자 학교 경영 연수
교원연수센터에서는 중핵지도자 학교경영 연수를 통해 교직원 등 중앙연수와 영어교육
해외파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 등 중앙연수는 교장 매니지먼트
연수, 부교장･교감 연수, 중견교원 연수로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가) 교장 매니지먼트 연수

○ 목적: 각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할 교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
해 학교조직 메니지먼트, 위기관리, 교육법규에 기초한 적절한 학교운영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학교를 경영하여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실천적이며 종합적인 학교경영 능력을 배양한다.

○ 참가자: 초･중･고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신임교장(교장 취임 2년
째까지)으로서 이후 학교경영, 교육실천에 있어서 각 지역의 중핵으로서 활동이
기대되는 교장을 대상으로 한다.

○ 일정: 5일간 교원연수센터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011년의 경우 9월과
11월에 계획 중임).

○ 특색: 숙박형 연수의 이점을 살려 각 도도부현의 중핵이 될 교장과의 교류를 심
화시킬 수 있다. 집단별 사례검토, 협의 등 워크숍 형태의 연습을 많이 포함한
참가형 연수이다. 교원연수센터에 풍부한 장서를 갖춘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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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육정보나 연수교재의 참조･수집이 가능하다.

○ 내용
- 새로운 시대의 교육: 최신 교육개혁 동향과 이후 학교교육의 진행 방향
-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Ⅰ~Ⅴ: 학교조직 메니지먼트 기초적 사고, 학교 비전 전략
만들기 연습, 인재육성, 업무개선,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협의, 정신건강 관리
과제
- 위기관리: 평상시의 위기관리와 모의 기자회견 연습
- 학교 컴플레인: 학교를 둘러싼 제반 문제에 관해 사례별 학교경영 연습
- 지도성과 메니지먼트: 민간기업 메니지먼트의 실제

나) 부교장･교감 연수

○ 목적: 각 지역에서 중핵적으로 활동할 관리직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법규에 기초한 적절한 학교운영, 위기관리,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교
육지도상의 과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직면한 과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 추진이 가능한 종합적 학교경영 능력을 기른다.

○ 일정: 8일간(교육기간 2주에 걸침) 100명 혹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011
년의 경우 동경, 오오사카, 쯔쿠바에서 지역별로 나누어 총 5회 계획 중임).

○ 참가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부교장, 교감, 원장, 부원장 및 교육위원회나 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지도주
사, 관리주사, 연수주사 등으로서 향후 학교경영, 교육실천에 있어서 각 지역에
서 중핵적 활동이 기대되는 사람

○ 특색: 장기에 걸친 숙박형 연수로서, 각 도도부현에서 중핵적인 교직원간의 교
류가 가능하다. 단, 제1회 및 제2회 부교장, 교감 연수는 통근형 연수과정이다.
문부과학성의 강사로부터 직접 교육시책이나 법규 등의 최근 정보에 대한 지도
를 받을 수 있다. 집단 연습 등 워크숍형 연습을 많이 포함하여 참가형 연수를
한다. 교원연수센터에 있는 풍부한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정보나 연수 교재의 참조･수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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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학교 분쟁과 갈등(스쿨 컴플레인스): 교육법규Ⅰ,Ⅱ, 학교운영연습, 새시대 교육
(교육법규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운 후, 판례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학교운영 실제
문제를 다룬다. 학교운영연습은 법규연습문제를 각 수강자가 검토하여 협의한
후 강사가 연습문제를 해설한다)
- 위기관리: 위기관리 강의와 연습(강의나 역할극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있어서
평상시의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배운다)
-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학교조직 매니지먼트Ⅰ(학교평가),Ⅱ, 학교 매니지먼트,
의사소통능력, 정신건강 매니지먼트, 지도자 되기(교육행정에 관한 기초적 지식
을 배운 후에 연습에 의해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기법을 배운다. 민간기업 리더
십 이론을 참고하여 학교경영 능력을 높인다)
- 교육지도상의 과제: 학생지도, 학습지도와 평가, 특별지원교육(리더로서 학교경
영 관점에서 긴요한 과제에 관하여 배운다)

다) 중견교원 연수

○ 목적: 각 지역에서 중핵적으로 활동할 관리직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법규에 기초한 적절한 학교경영, 위기관리,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교육지도상의 과제에 관한 지식 등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직면하
는 과제에 조직적으로 대항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인 학교경영 능력을 양성한다.

○ 참가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의 교원(부
교장과 교감 제외)으로서, 향후 학교경영, 교육실천에서 각 지역의 중핵적 사람
으로 활동이 기대되며, 대략 35세 이상 내지 교직경력 10년 이상인 자이다.

○ 일정: 25일간 250명 혹은 300명 규모로 실시한다(2011년의 경우 쯔쿠바 센터에
서 5, 7, 10, 11월에 걸쳐 총 4회 계획 중임).

○ 특색: 장기(25일)에 걸친 숙박형 연수로서, 각 도도부현의 중핵 교직원간 교류를
확대한다. 문부과학성 강사로부터 직접 교육시책이나 법규 등의 최신 정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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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를 받는다, 집단연습 등 워크숍형 연습을 많이 포함한 참가형연수이다.
실천연구에 있어서 각 도도부현이나 학교현장에서 행해지는 우수한 사례를 공유
한다. 교원연수센터에 있는 풍부한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등 시설을 활용하여 교
육정보나 연수 교재의 참조･수집이 가능하다.

○ 내용
- 학교분쟁과 갈등, 위기관리, 학교조직 매니지먼트는 부교장･교감연수와 동일
- 학교 분쟁과 갈등(스쿨 컴플레인스): 교육법규Ⅰ,Ⅱ, 학교운영연습, 새시대교육
(교육법규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운 후, 판례 등의 사례를 기초로 학교운영 실제
문제를 다룬다. 학교운영연습은 법규연습문제를 각 수강자가 검토하여 협의한
후 강사가 연습문제를 해설한다)
- 위기관리: 위기관리 강의와 연습(강의나 역할극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있어서
평상시의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배운다)
-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학교조직 매니지먼트Ⅰ(학교평가),Ⅱ, 학교매니지먼트,
의사소통능력, 정신건강 매니지먼트, 지도자 되기(교육행정에 관한 기초적 지
식을 배운 후에 연습에 의해 학교조직 매니지먼트 기법을 배운다. 민간기업 리
더십 이론을 참고하여 학교경영 능력을 높인다.)
- 교육지도상의 과제: 국제이해교육, 학생지도, 도덕교육, 학습지도와 평가, 인권
교육, 특별지원교육, 직업교육, 커리큘럼 매니지먼트, 특색 있는 커리큘럼 편성
(정보교육, 자원봉사교육, 건강교육, 환경교육 등), 이상 리더로서 학교경영 관
점에서 긴요한 과제에 관하여 배운다.

7) 동경도 교육위원회 연수 체계20)
도 단위에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경도 교육
위원회의 교직원 연수 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동경도에서는 모든 교사가 교장의 지도
하에 작성한 ʻ커리어 플랜ʼ(Career plan; 생애개발계획)에 따라서 연수를 받음으로써, 교
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커리어 플랜이란, 교사가 교장의
20) 동경도교직원 연수센터 참고 http://www.kyoiku-kensyu.metro.toky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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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에 생애단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받기 위한, 장기
에 걸친 연수계획을 말한다. 동경도의 교사들은 자기 신고나 인사고과에 관계된 면접 등
의 기회에 교장의 지도를 받아 자기 자질･능력의 향상을 위해 커리어 플랜을 계획해 간
다. 초임교사 연수, 동경 도립학교 2･3년차 수업 연수, 10년 경험자 연수 등은 대상이
되는 전교원이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커리어 플랜의 일환으로 ʻ커리어 업ʼ(Career up; 경력 향상) 연수가 운영되고 있다. 커
리어 업 연수는 교사의 생애단계에 따라 교사 자신이 연수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연수이
다. 이것은 교사 인사고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교직 활동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개발
함으로써,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이다. 교사의 지도력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커리어 업 연수는 교직경력에 따라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로 운영
된다. 각 교사는 자신의 연수계획에 따라 자기의 자질과 능력에 맞추어 단계를 선택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표 Ⅶ-10> 동경도 교육위원회 커리어 플랜
종류
직능 연수

- 관리직 후보자 연수(관리직 선발시험 합격자, 14년차 이상)
- 주간･주임연수 등
- 관리직 연수

필수 연수

-

선택과제 연수
(커리어 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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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동경도 젊은 교원 육성 연수 : 1년차(초임자)연수
동경도 젊은 교원 육성 연수 : 2년차 연수
동경도 젊은 교원 육성 연수 : 3년차 연수(2012년 실시)
신규 채용자(유치원, 양호, 영양, 실습조교, 기숙사 지도원) 연수
기한부 임용 교원 임용 연수
도립학교 3년차 연수
도립학교 4년차 수업 관찰
10년 경험자 연수

- 스테이지Ⅰ연수 : 교직경험 2~10년까지 커리어 플랜
- 스테이지Ⅱ연수 : 교직경험 12~20년까지 커리어 플랜
- 스테이지Ⅲ연수 : 교직경험 21~퇴직까지 커리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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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1> 동경도 교사의 10년 경험자 연수 개요
구분

내용

목적

교직경력 11년째 교사에 대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에 관한 지도력 향상 및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교사의 능력･적성에 따라 연수를
계획･실시하고, 인사고과제도를 활용하여 연수의 사전･사후에 적절한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연수에 활용한다.

대상

동경도 공립학교 교사(주임교사포함)로서 1년 이상 재직하고, 국공사립 유･초･중･고･특
수학교 교사(조교사, 상근강사포함)로 재직기간이 10년에 달한 자. 단, 지도주사, 관리
직 후보자, 주간교사는 본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간

개시일이 속한 연도로 한다.
실시
단위수

교외
연수

내용

학습지도(수업연구, 전문성향상연수, 기초적인 내용 연수)
생활･진로지도(사례연구, 전문성 향상 연수, 기초적 내용 연수)
공무원으로서 자질 향상(사회체험 연수, 교육법규, 인권교육, 복무 등)

기타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전년도까지 인사고과의 업적평가에 기초하
여 3단계의 연수내용을 설정한다. 평가가 2혹은 3단계인 자는 수강단
위를 감하여 대체 조치하고, 1단계인 자는 기초적인 내용 연수코스를
설정한다.

내용
실시
단위수

교내
연수

지도체제

역할분담

초･중･고(특수학교포함) 연간 16-24단위(1단위 반일)
유치원은 연간 7단위(1단위 반일)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30단위(1단위는 3시간)
유치원은 연간 14단위(1단위는 3시간)

내용

연수계획(교장과 면담, 지도, 조언 받아 연수계획을 작성)
학습지도(학습지도에 관한 것)
학교운영, 생활･진로지도(교무운영 및 교육과제의 실천에 관한 것)
연수 마무리(실시보고서의 작성, 연수논문 작성 등)

기타

동경 교사 도장 연성 강좌 및 교육행정연수 수료자에게는 수강단위를
감하여 대체조치를 적용한다.

교장은 인사고과와 연동시켜 연수를 실시하고, 지도조언을 행한다. 이때, 부교장, 주간
교사 등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육성한다.
구시정촌립학교 교사의 경우, 평가 및 연수계획서 작성은 구시정촌 교육위가 행하고,
각 교사에 따른 연수효과를 높이고, 도립학교, 출장소 관할 정촌립학교 및 구시립 유치
원은 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한다.

연수계획

각 교사는 자기특성을 파악하여 주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교장이 당해 교사와
면담하고 인사고과 평가 등에 기초하여 지도하고 연수계획을 승인한다.

평가

교장은 연수 종료 시 당해 교사의 능력･적성 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교사에
대한 이후 지도나 연수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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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21)
가. 교사 생애단계 구분 및 주요 특징
프랑스는 1980년대 초부터 교육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Eurydice, 2009). 현직교사의
계속교육은,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 담당 부처인 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의 기본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22) 그리
고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 그리고 중등학교 내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
육 간의 뿌리 깊은 역사적･문화적 구분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교사 양성교육,
교사 임용, 현직교육 등에서도 볼 수 있다(Cros & Obin, 2003: 36).
프랑스에서 교사 연수･훈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대학, 교사단체, 사설 교사 연수/훈련
센터, 기타 NGO와 사기업 등 다양하다.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발달되어 있으나, 지방교육행
정기관인 아카데미와 대학의 협력(약) 하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urydice, 2006). 또한 학교교육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http://www.educnet.education.fr)
을 지원하는 포털 사이트, 교실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및 교사들 간 네트워크에 초
점을 둔 교사연수･훈련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다.23)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현직교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각 생애 단계와 연계되어 있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연계된 생애 ʻ단계ʼ를 법적으
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24) 다만, 경력교사들의 경우, 퇴직 시까지 ʻ보수ʼ와 연
21) 프랑스의 교사 역량 강화 사례는 박상완 교수(부산교육대학교)가 작성한 원고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2)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프랑스 전역과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총 30개로 나뉘어져 있는 ʻ아카데미ʼ
(académie)와 아카데미의 하위 교육행정기관인 ʻ데파르트망ʼ(department)이 있다.
23) Pairform@nce는 지방학교나 아카데미에 맞는 교사훈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 계획
으로, 초･중등 교사훈련을 위한 코스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Pairform@nce의 코스들은 주로 학급
에서 ICT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10년 2월부터 다른 영역의 교사훈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대되고 있다(http://national.pairformance.education.fr).
24) 박상완 교수가 프랑스 교육부의 대외 관계 담당자와 면담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의 초･중등학교 교사
생애단계 구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프랑스 고등 교육 및 연구 교육부의 유럽 및 국제관계 담당자
면담. 2011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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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등급(échelon)이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호봉 등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
며, 학생교육, 교사의 전문성 개발, 생애단계 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초･중등학교교육, 교사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에 관한 자료(예를 들어,
OECD, 2004; Eurydice, 2009a; 2010a; 2010b 등), 교사의 현직교육(연수･훈련)에 관
한 정부문서(관보)와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프랑스 초･중등학교 교사가 밟는 생애단
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요 특징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구
분한 교사 생애단계는, 첫째, 교사양성기관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
로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실습을 하는 수습 단계, 둘째, 교사양성과정 종료 후 정규 교
사자격을 취득하고 학교에 배치된 교직 1년 차의 신규교사 단계, 셋째, 현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경력교사 단계이다.

1) 수습(induction) 단계
교사양성교육의 유형은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동
시형과 연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OECD, 2004). 동시형은 대학에서의 학문교육(일반
교육)과 교사훈련을 위한 전문교육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체제이고, 연속형은 일반
교육 후에 전문교육이 제공되는 형태이다.25)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초･중
등 교사양성체제는 ʻ연속체제(consecutive system)ʼ로 분류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사양성은 1990년대 초반부터 IUFM(Instituts universitaires de formation
de maötres)이라는 독립적인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26) IUFM은

25) 일반교육은 특정 교과에서 취득한 학위 과정을 말하며, 전문교육은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
제적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이다. 심리학, 교수방법, 방법론 강좌와 교실 실습이 포함된다(Eurydice,
2009a: 152).
26) 1989년 7월 10일의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IUFM은 1990~1991년 실험적으로 세 지역(Grenoble, Lille,
Reims)에 문을 열었으며, 1991년 6월 17일 25개의 다른 IUFM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1년 가
을부터 각 28개의 아카데미에 하나의 IUFM이 설립되었으며, 1992년 가을에 29번째의 IUFM(Pacific)
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IUFM에서 교사모집시험(recruitment exam)을 준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
다. IUFM에 입학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원격교육센터(Centre national
d'enseignement à distance: CNED)나 사설 교사훈련 센터(centres de formation pédagogiques
privés: CFPP)에서 1년 간 교사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시험은 인터뷰, 선다형 시험, 다양한 실습
시험 등으로 구성된다(Eurydice, 2010a: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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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 법령(Framework law on education no. 89-486)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
며, 이는 종전의 다양한 유･초･중등 교사양성기관(사범학교, 지역 교사훈련 센터, 국가
견습 사범학교, 기술교육 분야교사 훈련센터 등)을 통합, 대체한 것이다(Eurydice,
2010a: 204).
2010~2011년도부터 IUFM은 지역 아카데미 소속 고등교육기관(대학)에 통합되고, 교
사양성교육은 석사과정 수준으로 개편되고 있다(Eurydice, 2010a). 이러한 프랑스의 교
사양성체제 개혁은 유럽연합의 LMD(licence-master-doctorat) 대학 학습체제로의27)
통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즉, 배워야 하
는 정보량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사의 지식 수준이 높
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체제로 전환한 것이다(동아일보,
2010.12.15, A28면).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사양성체제 개편의 주요 이유로 경제 긴축
상황을 들기도 한다. 새로운 교사양성체제는 교사양성기관에 재학하면서 학교현장 실습
(수업)에 참여하는 병행체제를 폐지하고, 실습교사가 담당하는 수업시간을 늘려 신규교
사 임용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28)
프랑스의 교사양성교육에서 전문훈련은29)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Circulaire no.
2010-102). 첫째, 학교에서의 관찰과 실무실습(un stage d'observation et de pratique
accompagnée)으로 4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주 내에 이루어진다. 이는 석사
과정 1년차(M1)나 2년차(M2)에 실습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교사양성 교육과
정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된다. 둘째, 수업 책임이 있는 실습으로(un stage en responsabilité)
27) “LMD 개혁”(la réforme Licence-Master-Doctorat)은 3단계(학사, 석사, 박사학위) 교육을 제공함으
로써 프랑스 대학체제를 유럽 대학체제와 조화시키는 개혁이다(Eurydice, 2010a: 348).
28) 프랑스는 정식 교사 임용 전의 실습교사라도, 그가 수업을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종래 주당 6
시간 근무 시 월 1,350유로를 지급하고 IUFM에서의 교육을 병행하였으나, 새로운 교사양성제도 하에
서는 실습교사들은 월 1,500유로의 수당을 받고 주당 18시간을 근무한다. 이로 인해 현장 실습과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병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프랑스 교육부의 담당자를 면담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
면, 새로운 교사양성체제 개편으로 연간 2,000명가량의 신임 교사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동아일보,
2010. 12.15, A28면).
29) 정부의 교사 훈련에 관한 회람 2007-045(circular no. 2007-045)에 의하면, 프랑스의 교사양성 교육
에서는 이론적 접근과 실제적인 경험 간의 교류를 중시한다. 교사양성 교육에서 교수 실습(수습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훈련에 할애되는 시간은 전체 교사양성과정의 20% 정도로 이론의 비중이 크다
(Eurydice, 2009a: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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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2년차(M2) 또는 이미 석사학위를 가진 교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6주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교사 후보자들은 일정 시간 수업을 담당하며, 이에 대
한 보수로 경력교사의 보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는다(Circulaire no. 2010-102와 no.
2010-105). 수업 실습은 교사양성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직무 중 훈련(on-the-job)” 형
태로 운영되는 수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Eurydice, 2009a). 학교에서의 실습은 학급경
영과 갈등상황 관리, 특히 갈등을 예방하고 학생 폭력에 대처하는 법, 개별화된 학생 지
도 등에 초점을 둔다(Circulaire no. 2010-102와 no. 2010-105). 2011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교사 연수 기본 원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실습교사들에게는 학급경영, 갈등상
황 관리 등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상 새로운 교사양성체제 하에서 유･초･중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해보면,
교사 지망자는 우선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에30) 합격하고, 전공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초등교사는 전공 제한이 없으며, 중등교사는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과 관련된 전공) 2년의 석사학위(Master 2 학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2
년의 석사학위 과정 동안 교사임용시험(concours)에 합격하고, 실습교사로서 실습교육
을 받고 정식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새로운 교사양성체제의 주요 변화를 종전 제도
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Eurydice, 2010a: 203).

<표 Ⅶ-12> 프랑스 교사양성체제의 변화
2009 학년도까지의 교사양성 코스

2010 학년도부터 교사양성 코스

대학공부 3년 (학사학위) + 석사과정 2년(관찰과
대학공부 3년 (학사학위) + 2년간의 IUFM 훈련(시
실무 실습을 포함한 1년간의 대학 훈련 + 보수가
험 준비 1년 + 1년간의 전문 훈련과 학문적 훈련을
제공되는 교수실습 배치(수습과정)를 포함한 1년간
오가는 과정 이수, 보수 받음)
의 훈련)

교사 지원자들의 학교실습(수습교육) 기간은 이들이 지원하는 교사자격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초등교사자격 지원자(실습생)는 57일, 일반 고등학교와 기술 고등학교
교사자격 지원자(실습생)는 288시간, 체육 및 스포츠 교사자격 지원자(실습생)는 360시
30)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bac)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증서로서 일반 바깔로레아, 기술 바
깔로레아, 직업 바깔로레아(1985년 만들어짐) 등 세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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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서와 교육자문･상담교사자격 지원자(실습생)는 576시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
(Eurydice, 2010a: 212). 교육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들은 수습 공무원 신분이 된다. 이
러한 수습 단계는 교사양성교육의 통합적 부분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마지막 단계에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완전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
야 한다.
수습기간 동안 실습생(실습교사)은 일반 경력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전적으
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며, 경력교사나 교장이 멘토가 되어 이들을 지원하고 감독한
다. 실습기간 동안에는 실습생의 교수 기술에 대한 평가와 이론적 훈련도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수습 단계를 거쳐 일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실습생들은 완전한 자격
을 갖춘 교사가 된다(Eurydice, 2009a: 157).
수습 단계 종료 후, 종신 교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사 후보자 자격(적성) 평가는
아카데미 패널(les jurys académiques)이 시행한다. 이 때 초등교사 후보자의 경우, 교
사양성기관 책임자의 의견과 국가교육장학관(inspecteur de lʼéducation nationale)의
의견이 반영되며, 중등교사 후보자는 교사양성기관 책임자의 의견, 교육실습기관장(교
장)의 의견, 아카데미의 교육장학관(inspecteur pédagogique)의 의견이 반영된다
(Eurydice, 2010a: 213-214).31) 2012년부터는 수습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어능력 자
격증과 컴퓨터 및 인터넷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www.eduction.gouv.fr).

2) 신규교사(new teacher) 단계
교사들은 교직 경력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교직에 처음 입문한 신규
교사들을 위한 지원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들이 일찍
교직을 떠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Eurydice, 2009a: 159). 특히 교사 훈련 기간이 짧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직 후 초기 2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1) 초등교사 후보자 자격심사나 유･초등교사 평가시 학교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장)는
행정기관(장)으로서의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행정적, 법
적 책임은 학구(circonscription)의 국가교육 장학관에게 있으며, 초등학교 교장은 행정적, 법적 책임
이 없는 일반 교사의 신분을 갖고 있다. 반면 중등학교(장)는 법적, 행정적 책임 기관으로 중등교사 후
보자 자격심사 시 학교장(중학교는 principal, 고등학교는 proviseur이라 함)의 의견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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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 & Obin, 2003: 40). 이에 따라 신규교사를 위한 지원(멘토)은 여러 국가들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규교사의 범위는 국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대체로 교직 입직 이
후 1~3년간을 신규교사로 보는데 프랑스의 경우, 교직 입직 이후 2년까지를 신규교사로
보고 이들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교사를 위한 지원 방법은 수업 계획과 수
업 평가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학급 관찰 또는 신규교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훈련 등 다양하다. 신규교사를 지원하는 책임은 멘토가 지는데, 보통 경험이 많은 경력
교사나 교장이 멘토로 지명된다(Eurydice, 2009a: 159).
프랑스에서 신규교사 등 교직 경력 초기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코칭 제도는 2001년에
도입되었다(Circular no. 2001-150). 신규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
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Eurydice, 2009: 160).

･ 발전 사항이나 문제 토의를 위한 정기적인 회의
･ 수업 계획 지원
･ 수업 평가 지원
･ 학급 활동과 학급 관찰 참여
･ 선택적 훈련과정 조직
･ 특별 의무 훈련 과정
･ 다른 학교/자원센터 방문
･ 교사자격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직무 중 훈련 단계

이러한 코칭제도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아카데미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Cros & Obin, 2003). 또한 교직 첫해의 신규교사는 자신이 지원하지 않는 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자리에 배정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Eurydice,
2010a: 220). 신규교사를 배정받는 초･중등학교는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조직해
야 한다. 이는 신규교사를 배려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신규교사들이 담당하는 교과,
교수법, 교육기술의 모든 측면을 잘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모범으로서 교직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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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측면을 인식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Eurydice,
2010a).

3) 경력교사(full licence) 단계
프랑스의 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사는 경력직 공무원(career civil servant)으로 국가
공무원이다.32) 그러나 교사자격 부여, 교사 임용, 현직교육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각
아카데미별로 이루어진다.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직교육은 교사들이 계속 변화하
는 교육체제에 적응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수 실제를 혁신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한다(www.education.gouv.fr). 경력교사들을 위한 현직교육은 많
은 국가에서 교사의 전문적 의무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경력교사들
이 현직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직교육 참여 여부는 교사의 선
택에 의한다(Eurydice, 2009a: 161). 교직입직 이후 정년인 60세까지 교사들은 자발적
으로 현직교육에 참여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지원, 수업 보조자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유･초등교사를 위한 현직교육의 권리는 1972년에, 중등교사의 현직교육에 관한 규정
은 1982년에 마련되었다. 1972년 이래 유･초등교사를 위한 현직교육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Cros & Obin, 2003: 40).

- 모든 교사들은 현직교육을33) 받을 자격이 있다.
- 각 교사는 전 교사경력 동안 1년에 상응하는 학습 계좌(learning account)를 갖는다.
- 훈련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며, 교사가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보조교사가 수업을
대신한다.
- 훈련의 목적은 교사 개발이다.

32) 프랑스의 공무원은 학력에 따라 범주 A, B, C로 구분된다: A (Baccalauréat + 3 년의 후기 중등교육),
B (Baccalauréat), C (diplôme national du brevet 또는 diplôme 없음) 등이다(Eurydice, 2010a:
217). 대부분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범주 A에 속한다. 초등교사 중 instituteur 자격을 가진 교사는
범주 B에 속한다.
33) 이 글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직교육을 교육･연수, 연수, 훈련 등으로 엄밀한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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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장소와 훈련 장소 조정을 위해 계속 훈련 센터와 장학은 강한 연계를 유지한다.

프랑스에서 현직교육은 교사 개인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Cros와 Obin(2003:
40)에 의하면, 초기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 간의 연계를 다룬 2001년의 한 워크숍에
서, 교사들의 전문적 경력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의하면, 초기 교
사양성교육을 통해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의 모든 측면을 배울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
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직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나. 프랑스가 중시하는 교사의 핵심 역량
프랑스는 지난 2006년 12월 9일 법령을 제정하여, 모든 유･초･중등 교사들이 갖추어
야 할 10가지 역량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교사(professeurs), 사서(documentalist),
교육자문･상담교사(conseillers principaux d'éducation)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역량이
다. 각 역량의 내용은 지식, 능력, 자세(태도)로 구분되어 있다. 10가지 역량 명세서는
교사의 생애단계나 교사자격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을
구성하는 기본 지침이 된다. 동 법령은 2010년 5월 12일 발표된 법령(Arrêté du
12-5-2010)으로 대체되어, 2010년 9월부터는 새로운 역량 기준이 명시･적용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정부는 이 역량 명세서를 교사양성교육, 연수, 교사평가 등에 활용함
으로써 이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초･중등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수습 교육기간에, 늦어
도 임용 시에 이루어진다(법령 제2조). 또한 이들 10가지 역량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사 후보자의 수습 훈련, 교사 후보자 자격심사 등에 활용된다. 또한 교사를
위한 현직교육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장학관에 의한 교사평가(초등교사는 4~5년,
중등교사는 6~7년)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 기준이 실제적으로 널
리 활용되는지, 현직교사들이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34) 2010
34) 프랑스 교육부 행정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10가지 역량이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 등에서 ʻ실제적ʼ으
로 확인, 평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2011년 6월 6일 프랑스 교육부 담당자 3인 면담). 또한 2011
년 8월 초등교사 1인(면대면 면담)과 고등학교 교사 1인(이메일 조사)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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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2일 발표된 법령 및 그 부칙에 명시된, 교사가 습득해야 할 10가지 전문역량
(Les dix compétences professionnelle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5)

교사양성과정 동안 습득하고 전 교직경력 동안 개발해야 할 전문역량들은 10가지
로 규정되며, 각 역량은 지식(connaissances) 및 동 지식을 쓸 수 있는 능력
(capacités), 전문가적인 자세(attitudes professionnelles)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교사들의 수행 직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 전문 역량들은 일반교사, 사서,
교육자문･상담교사에게 동일하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① 국가 공무원으로서 윤리와 책임감을 갖고 행동한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전문가라는 의식을 갖고 학생들의 사회교육과 시민교육
에 기여하며, 직업윤리상의 원칙을 준수한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
하고, 아동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교사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학생들
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다. 교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는다. 교사
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과 중립원칙을 숙지하고 존중한다. 교사는 학생들과 그
들의 가정에 관한 사항에 비밀을 유지한다. 교사는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 교육적
자유와 책임을 갖는다. 교사는 공무원의 권리를 숙지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한다.

② 교육과 의사소통을 위해 프랑스어를 숙달한다.
교사는 무슨 과목을 담당하든 프랑스어 구사에 - 말하기와 쓰기 모두에서 - 본보
기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인다. 교사
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과제를 내줄 때,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명
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교사는 대화 상대, 특히 부모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간단하게 서술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러한 10가지 역량 기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현직 교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
니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소개한 10가지 역량은 현 단계에서는 다소 선언적인 규정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5) 본 절에서는 10가지 역량의 항목만 제시하며, 각 역량 내에서 규정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능력,
자세 등 원문의 번역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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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과목들을 마스터하고 좋은 상식을 갖춘다.
가르칠 지식을 숙달하는 것은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교사는 담당과목에 대한 깊
고 폭넓은 지식을 갖고,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마스터해야 한다. 교
사는 지식･역량의 공통 기초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연간 실행단계, 평가단계, 평
가방법을 알아야 한다. 교사는 본인의 프로젝트와 다른 교육 프로젝트 간의 일관
성에 유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돕는다. 교사
는 또한 학생들이 일반상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반상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적어도 외국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교육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육 전문가이다. 즉, 교사는 집단교육의 틀에
서 한 학년 동안 효과적인 학습의 실행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교수법을 마스터하고 다학문적인(pluridisciplinaire) 접근방법
을 사용한다. 교사는 학습과정을 알고, 학생들이 부딪힐 수 있는 장애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학습일정
을 만들 수 있다. 교사는 이전의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일정을 참고로 한다. 교사
는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과 실습교육에 참가하도록 요청을 받고, 그에 따
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학급 업무를 조직한다.
교사는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지식･기술･태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규율 준수 측면에서도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집단적 노력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⑥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학생들의 상호존중심이나 모든 학생들 사이의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교사는 다양
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한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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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능력에 따라 교육방법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속
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생 개인
에 맞춰서 교육한다. 교사는 학습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하는데, 특히 인지심리학
및 신경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학습 메커니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교사
는 각 학생이 국가의 공통된 가치･규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학생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한다.

⑦ 학생을 평가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향상 수준을 평가하고, 학생이 도달한 역량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향상 수준에 자신의 교육을 맞추기 위해 평가결과를 활
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가원칙을 이해시키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을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교사는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전
달하고 설명한다.

⑧ 정보통신기술을 마스터한다.
모든 교사는 디지털 도구들의 활용뿐만 아니라 이 도구들을 교육적 실제에 도입하
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교육을 마칠 때 교사는 수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
과 역량은 석사학위 과정에서 “교사 정보화･인터넷 역량 2등급 자격증”36) 획득에
필요한 역량에 상응한다.

⑨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학부모 등 학교의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교사는 학교나 교육기관의 생활에 참여한다. 아울러 교사는 초기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기초 학구(學區), 데파르트망, 아카데미 또는 이와 동등
한 국가 교육행정 단위 기관의 활동에 기여한다. 교사는 학교･학급의 교육 팀과
협력하고, 동일 교과목(들)을 담당한 교사들과 협력한다. 초등학교의 교사회의 또
는 중･고등학교의 교수법 회의(conseil pédagogique)는 교사들이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사는 부모 및 학교의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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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교육을 통해 발전하고 혁신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과목 관련 지식과 교수법, 교육학적 지식을 향상시킨다. 교사는
직무수행시 지원이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교사는
자신의 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교육방식을 수정할 줄 알
아야 한다.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10가지 역량은 교사양성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직 전 경
력에 걸쳐 적용된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교사현직교육 원칙(circulaire n° 2011-073
du 31-3-2011)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 역량 명세서는 모든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교사들이 전 교직경력 기간 동안 갖추어야 할 지식･능력･직업적 자
세와 교사 임용자인 국가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역량 명세서는 교사들이 교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역량 등을 인증,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교사연수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사들의 교육･연수의 수요(필요성)를
평가하고, 경력이동 가능성 전망을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한편,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유･초･중등교사의 주요 임무를 통해서 간접적으
로 확인해 볼 수 있다(www.education.gouv.fr). 초등교사의 주요 임무는 크게 4가지이
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모든 교과 즉,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실험과
학, 현대 외국어, 음악, 미술, 손을 이용한 활동, 체육을 가르친다. 둘째, 학생들이 프랑
스어를 숙달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 셋째,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다. 넷째, 교육적 책
임과 전문적 윤리를 준수한다.
중등학교 교사의 임무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자
기 담당 교과의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의 주요 임무에서 볼 때, 교사가 갖추어야

36) 교사 정보화･인터넷 역량 2등급 자격증(“IT and Internet certificate” (C2i) level 2 Teacher")은 교사
양성기관의 교사 후보자들이 취득해야 할 자격으로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 자
격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데 목적
이 있다. 교사들은 전 교직경력 동안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계속 배울 수 있어야 한다(Eurydice,
2001a: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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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주요 역량은 교과지식 및 지도 능력, 프랑스어 숙달 능력,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
교사로서의 책임과 윤리 등이다. 이는 10가지 역량 명세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 프랑스의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1) 교사의 현직교육에 관한 정부의 기본 원칙37)
프랑스에서 공교육은 교육부의 권위 하에 운영되며, 공무원으로서 교사의 지위는 공
무원에 관한 법에 의해 규정된다. 국가는 교사의 충원, 훈련, 관리의 책임을 진다
(Eurydice, 2010a: 216). 교사양성교육, 현직교육, 교사의 임용과 전보, 평가 등은 모두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아카데미38) 단위로 이루어진다. 각 아카데미의 교육정책은 중앙정
부의 지침과 법령(회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지방의 정책
실행 여부를 평가, 감독한다.
유･초･중등 교사들의 현직교육에 관한 프랑스 교육부 정책은 지난 2011년 3월 31일의
관보(bulletin officiel)에 발표된 교사 현직교육의 원칙(circulaire n° 2011-042 du
22-3-2011)에 집약되어 있다. 이 회람은 교사 현직교육의 의의와 이에 관한 정부의 10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7) 여기서는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원문의 번역문은 [부록 2] 에 싣는다.
38) 지방 수준에서 국가교육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자는 아카데미의 장인 교육감(recteur de lʼacademie)
이다. 아카데미는 레지옹(régions 광역道) 수준의 지방교육행정단위이다. 아카데미는 프랑스 전역과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총 30개가 있다. 아카데미 내 각 데파르트망의 교육행정 책임자는 아카데미 장
학관(inspecteur d'académie)이라 하며, 아카데미 장학관은 레지옹 일반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
(préfet 중앙정부 임명직 도지사)와 교육감(recteur d'académie)의 감독을 받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행정 책임자는 학교 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학구(circonscription)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장학관(Inspecteur d' Education Nationale, IEN)이 대표하며, 중등학교는 교장(중
학교는 Principal, 고등학교는 Proviseur라 함)이 법적･행정적 책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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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위한 현직교육의 방향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인
모든 학생들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 교사 연수는 교육개혁의 중심으로 학교 시
스템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유형의 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각
교사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교사 스스로
의 역량 개발과 경력 발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 연수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학 학위를 통해 이미 인증된 역량을 강화
하고, 둘째, 직업경험을 심화시키고, 셋째, 교사들의 경력 이동39)을 돕는다.
혁신적인 교육･연수를 위한 원칙

① 대학교육(교사양성교육)과 평생교육 사이의 계속성을 입증한다.
교사 연수는 대학교육과 현직교육을 보다 잘 연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대
학의 교사 교육을 통해 획득한 전문 역량들을 현직교육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직교육은 다음 사항들을 강조한다.
- 새로운 교육 이슈, 특히 학생들을 위한 학습과정의 개별화와 관련된 이슈에 적응
- 교수법을 개혁하고 교육 프로그램 발전 실행
- 특히 교육실습생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학급지도 문제, 갈등 관리, 학교 내 안전
-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제고

교사 연수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교사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고 지식영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들을 전문역량에 맞춘다.
교육･연수 활동들을 교사･사서･교육자문･상담교사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전문역
량과 조화시킨다.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은 정부령(2010년 5월 12일)에
의해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는 교사들이 전 교직경력 기간 동안 갖추어야 할 지

｜

26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식･능력･직업적 자세(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역량은 모든 교사들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교사의 임용자인 국가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이 교직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역량 등을 인증,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이 역량 기준은 교사연수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수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
며, 교사들의 교육･연수의 수요(필요성)를 평가하고, 경력 발전 및 이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현직교육을 인적자원 관리 정책의 중심에 둔다.
현직교육은 교사들이 자신의 지식과 전문역량을 최신화하고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내부 임용 또는 경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교사들은 경력 개
발, 전근･전직, 새로운 업무수행 준비와 이에 관련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교사들
이 이수한 교육･연수와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연수의 필요성은 교사들의 개인평가
에도 반영된다. 교사들의 개인적인 경력개발 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에 관한 개인 권리(Dif, droit individuel la formation)”가 2010년 9월
부터 확립되었다. 각 교사는 이 권리를 근무시간 이외에 방학기간 동안 연 20시
간, 누적해서 최대 120시간까지 쓸 수 있다. “교육･연수에 관한 개인 권리”는 행정
기관(중앙정부나 아카데미 등)이 정한 교육･연수계획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교사들이 이수한 교육･연수는 프로필에 맞는 다른 직책에 지원할 때 고려된다. 아
카데미의 인사관리국장과 교육･연수 책임자는 교육감의 감독 하에 아카데미의 교
육･연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가한다.

④ 교육･연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연수프로그램(Programme national de formation, PNF)40)은 국가 차원의
우선사업들을 제시한다. 새 종합 프로그램은 교육･연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
하고 아카데미 차원의 교육･연수정책에 지침을 제공한다. 매년 발표되는 연수 종
합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장학관, 교사, 교육･진로 관련 인력들에게 제공하는 국가
차원에서 집행되는 모든 교육･연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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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연수의 수요에 공급을 맞춘다.
국가연수프로그램의 우선사업들은 국가와 아카데미의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매년
새롭게 개발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아카데미의 연간 교사연수 계획들은 매년
똑같은 계획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연수계획은 교사들의 수요
를 분석해서 개발되어야 하며, 국가의 우선정책과 아카데미의 우선정책을 잘 조화
시켜야 한다. 전년도 연수계획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교육
감은 연수계획들이 국가 교육정책의 우선적인 방향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데파르트망 단위의 연수계획들을 조정하고 정합성을 확인해서, 아카데
미 연수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카데미는 연수 프로그램 실행예산 조정 시 계속교육에 할당된 예산에 각별히 유
의해야 한다. 초･중등교사들의 공동 연수가 권장되고 있어 예산의 통합 운용이 가
능하다. 공･사립 교사연수기관과 대학들은 연수계획 조정 시 상호보완적 기능을
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연수와 아카데미 차원의 연수를 최적화하여 추진하고, 교
사들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⑥ 교육･연수를 위한 교수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교육･연수를 위한 교수 인력의 네트워크와 각 부문의 인력들을 확인한다. 각 아카
데미는 초･중등학교 교육･연수를 위한 아카데미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교수
인력과 기타 인적자원 목록을 학년 초에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교육･연수를 위한
교수 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것은 아카데미 차원에서 교육･
연수의 효과적인 보급에 기여한다.

⑦ 교육기관과 아카데미를 교사의 교육･연수에 특히 유용한 장소로 삼는다.
교육･연수는 가급적 대상자들의 직장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조직되도록 한다.
초등학교 교사회나 공립중등학교(EPLE) 교사회는 교육･연수의 수요와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학관, 교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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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연수 교수 인력, 교수방법론 전문가들의 협력이 이 조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
다. 교장은 교육･연수의 수요를 개인적으로 분석하는데 기여하며, 연수계획의 성
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참여한다. 교장은 교육･연수 계획이 수업시간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유의한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교육･연수를 받아야 할 경우, 수업의 연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초등교육
에서, 국가교육장학관(IEN)은 유･초등교사들의 18시간 교육･연수(직무연수) 의무
관련 세부계획 작성에 직접 참여한다. 장학관들은 이의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교
사들의 열의를 체크하며, 교사에 대한 장학 및 학교평가 시 그 성과를 평가한다.

⑧ 온라인 교육･연수를 발전시키고 자원을 통합 운용한다.
오프라인 교육･연수를 보완하는 온라인 교육･연수는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며 특히
관련 사이트(http://national.pairformance.education.fr)를 활용한다. 온라인
교육･연수는 아카데미 자체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되어, 각 아카데미별로 온라인
교육･연수를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들을 위
한 온라인 교육･연수 표준을 만드는 것은 초･중등교육총국(總局)이 관할한다.
CNDP(국립교수법자료센터)와 CNED(국립온라인교육연수센터)라는 2개의 축은 교
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연수 코스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에듀솔(Edusol) 사이트
는 자원 및 관례, 아카데미의 좋은 실천 사례를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에 할애된 공간이다. 다른 공간들도 계속교육에 관한 국가계획(national
program)과 아카데미 차원 사업들 간의 연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별 포털 사이트를 통해 특정 교과에 관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⑨ 교육･연수의 효율을 평가한다.
교사들의 교육･연수의 필요에 맞는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연수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교육･연수는 평가로 마무리된다. 아카데미 및
데파르트망의 교육･연수 담당부서들은 평가 자료들을 취합･분석･종합한다. 이 부
서들은 장학관들과 협조해서 연수가 수업과 교육의 질에 미친 영향을 측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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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를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작성되는 “초등 및 중등교육 교사들의 현직
교육에 대한 데이터”라는 연례조사 보고서에는 교육･연수사업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章)이 있어, 교육부와 아카데미 간의 대화와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

⑩ 중앙행정부서와 아카데미 간의 긴밀한 대화를 조성한다.
초･중등교육총국(總局)과 인적자원총국(總局)이 공동으로 “교육･연수 후속조치 위
원회”를 창설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학관실, 교육부 행정감사관
실, 고등교육연구부 행정감사관실, 아카데미 대표들이 참가하며, 교사양성교육과
계속교육 간의 연계성에 유의한다. 이 위원회는 계속교육 정책의 최우선 사업들을
매년 발표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이 위원회는 전국 및 아카데미 차원의 조사･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연수에 대한 연례 결산을 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교육･연
수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2)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지원, 둘째, 교사 연수 경비 및 각종 인적 지
원(보조교사 지원 등), 셋째, 기타 자원 개발 및 제공 등이다.

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지원

① 교사 연수에 관한 연간 국가 교육계획 수립 및 발표
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국가 교육의 우선순위(préparation de la rentrée)41)를 토대
39) 여기서 이동은 전근 또는 전직을 의미한다.
40) 국가연수프로그램은 중앙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수 계획표로서 연수내용, 연수기간, 연수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연수내용은 주로 해당 학년도의 국가교육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 ICT 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우리나라의 교사연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국가연수프로그램은 각 아카데미가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게 된다.
41) 2011년 9월부터 시행될 2011 교육 우선순위(새학기 준비)는 5가지로 발표되었다(Circular no.
2011-071). 성공적인 고등학교 개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기초학습 증진,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코스 강화, 교수 훈련생을 위한 지원, 교육 강화,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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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의 현직교육에 관한 국가의 연간 교육계획(plan national de formation: PNF)
을 발표한다. 이는 교사훈련을 위한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각 지방(아카데미) 수준에
서 현직교육을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현직교육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제시함
으로써, 국가 교육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육정책의 주요 쟁점을 명확하게 한다. 이
연간 교사 현직교육 계획에는 교육 우선순위와 연수의 범주(교사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
인 경우, 10가지 역량과의 연관성), 교육활동(내용), 교육형식(국가 세미나, 아카데미별
세미나, 국가 토론회 - 대부분 국가 세미나 형식임), 참여자 수, 장소(아카데미), 교육
기간, 교육일수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1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www.education.gouv.fr).

② 연간 교사 연수 계획의 실행 결과 평가 및 점검
교육부의 학교교육국(Directeur général de l'enseignement scolaire: DGESCO)은
매년 전국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사 연수에 관한 수행 지표를 개발, 수집하고 있다. 특히
2011년 5월에 발표된 정부 회람에서는, 각 아카데미에서 매년 유사한 현직교육을 제공
하는 것은 문제이며, 현직교육 정책은 학문적 전략과 학교 현장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사를 위한 전문교육은 학교나 학교구 생활에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Circular no. 2011-071).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직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보
다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각 아카데미에서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www.eduscol.gouv.fr), 2008-2009년도 각 아카데미에서 시행된
연수 내용 중 국가교육 우선순위(신학년도의 중점 교육사항)를 다룬 연수의 비율은 초등
이 71%였으며, 중등이 28%였다. 이로써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국가교육 우선
순위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www.education.gouv.fr/ personnels/ formation continue). 특히 2011 교육 우선순위에서는 교사
양성교육의 개선과 현직교육의 혁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과 디지털 자원의 확
산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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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아카데미의 교육감을 위한 자문가 네트워크 운영
교사들의 현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이후 각 아카데미(académie)에 인적자
원국(Direction des Ressources Humaines)이 설치되었다. 이는 아카데미 내의 직원 훈
련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모든 조직들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교육감이 임
명하는 인적자원국의 국장(directeur)은 아카데미 내에 있는 국가 교육직원의 관리와 훈
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Eurydice, 2010a: 219). 정부는 각 아카데미의 인적자원
국장과 교사연수 책임자가 교육감의 권한 아래 아카데미의 교사 연수 정책을 정의하고
실행할 때 정부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Circular no. 2011-042).

④ 교사 역량 명세서와 계속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11년 3월 31일에 발표한 회람(Circular no. 2011-042)에는 교사들
의 현직교육에 관한 정부의 10가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들은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 간의 일관성 강화, 현직교육 계획과 교사 역량 명세서 간 연계, 연수를 인적자
원정책의 핵심으로 설정, 연수의 우선순위 명료화, (국가, 아카데미, 개별교사 등의) 연
수 요구 고려, 연수를 위한 인적자원 강화, 학교와 학교구를 연수에 적절한 공간으로 만
들기, 원격학습 및 연수 자원 개발, 연수의 효과성 평가, 중앙정부와 아카데미 간의 소
통 강화 등이다. 이 회람에서는, 교사 현직교육은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임무를 실현하
고, 역량을 개발하며, 교직경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현직교육은 교사자격증에서 검증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적 경험을 활용하
고, 변화를 지원하는 등의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특히 2010년 5월 12일 법령에서 규정
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10가지 역량 명세서는, 각 아카데미와 현직교육 제공기관들이
현직교육의 내용을 설계하는 지침이 될 뿐 아니라 교사들의 전 교직 경력에서 계속교육
의 요구를 평가하고 전문적 역량 향상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교사 역량 명세서에 기초하여 2010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 교사들의 훈련 권리
(le droit individuel à la formation: Dif)에 의하면, 모든 교사들은 학교 방학 동안 근
무 시간 외에 연간 20시간, 연 최대 120시간까지 현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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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연수를 위한 재정적･인적 지원
교사들의 현직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재정지원과 인적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 연수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6~2007년의 현직교
사의 연수비용은 36백만 유로였으며, 이 중 중등교사의 연수비용은 25백만 유로였다.
대부분의 비용은 교통 및 체제비(57.6%)이며,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비(27.2%)의 비중
이 높았다(Eurydice, 2010a: 253).
프랑스에서 교사 현직교육은 교사 개인의 ʻ권리ʼ로 초등교사는 1972년부터, 중등교사
는 1982년부터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현직교육은 정부의 지침 하에 각 아
카데미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된다. 즉, 교사를 위한 현직교육에 관한 기본 지침과 세
부 운영 방법 및 현직교육 제공 기관 등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 하에 각 아카데미
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 있다. 각 아카데미의 교사 현직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
감이며, 교육감은 교사 역량 명세서에 따라 훈련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교육감은 대학
의 초기 교사교육과 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현직교육 계획 사이의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Eurydice, 2010a: 229).
각 아카데미 내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연수를 지원하는 인적 자원들은 다양하다.
특히 최근 정부는 교사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연수에 참여하는 인력 풀을 보다 강화하
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Circular no. 2011-042). 이에 의하면, 각 아카데미는 학년
도 초에 초･중등학교 교사들의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훈련가와 관련 네트워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지속적
으로 갱신하고, 새로운 인적자원을 확보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교사
연수･훈련 기관에 관한 평가나 인증 절차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는 하지 않고 있다
(Eurydiece, 2006: 55).
초･중등교사의 연수를 지원하는 인력으로는 초등학교 학구에 배정된 국가교육장학관
(national education inspectors), 교수법 자문가(conseillers pédagogiques) 등이 있
다. 교수법 자문가는 초등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인력이다. 그들은 초등교사연수자격
증(CAFIPEMF: Certificat d'aptitude aux fonctions d'instituteur et de professeur
des écoles maötre formateur)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무 시간의 3/4은 가르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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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1/4은 상담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이들은 주로 교육실습생들을
담당한다. 즉, 자신의 학급으로 실습생을 초대하여 수업을 관찰하게 하거나 교육실습생
의 수업에 피드백을 제공한다(주당 6시간). 교수법 자문가의 역할은 학급운영과 교과 면
에서 미래 교사들을 지도하고 교직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Eurydice, 2010a: 249).
초･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장학관들의 역할이다. 장학관
은 학교급과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국가교육장학관(IENs: Inspecteurs
de l'öducation nationale)은 초등교육 분야, 정보와 진로 분야,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분야(일부 중학교 교사들을 위한)를 담당하며, 초등 학구(circonscription)에 배정된다.
이들은 장학과 교사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교사 연수를 조직하고, 교사의 임명과 승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보와 진로 분야 국가교육장학관(IEN-IOs: Inspecteurs de lʼ'éducation nationale
- information et orientation)은 진로문제에 관한 아카데미 장학관의 기술 자문가들이
다. 이들은 데파르트망 수준에서 진로 서비스를 조직하고 진로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교육 분야 국가교육장학관(IEN-ETs: Inspecteurs de l'öducation
nationale - enseignement technique)은 중등학교의 전문적 수업에 관한 장학을 수행
한다. 이들의 장학 업무는 교과별로 즉 경제 및 경영, 산업과학 및 기술, 생명과학, 응
용사회과학 등 교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Eurydice, 2010a: 247). 아카데미 장학관-지
역교수법장학관(IA-IPRs:

Inspecteurs

d'académie–

inspecteurs

pédagogiques

régionaux)은 특정 아카데미에 배정되며, 교육감의 권한 하에 있는 장학 팀의 일부이
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과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가로 일하며, 교사평
가에 관한 최종 결정자이다. 일반 고등학교와 기술 고등학교에서 이들은 교사에 대한 장
학과 학교평가를 시행하고, 특히 신규 교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한
다. 중학교의 교장(principal)과 고등학교의 교장(proviseur)은 교사에 대한 행정적 평
가 영역을 담당한다(Eurydice, 2010a: 247).
교사 평가와 관련하여, 초등교사에 대한 평가와 지원은 (중등과 달리 교장이 아니라)
국가교육장학관이 담당한다. 초등교사 350명 당 1명의 장학관이 배치된다. 교사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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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매 4년마다 평가를 받으나 평가 주기는 장학관의 활용 가능성, 학교구(disctrict)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교육장학관은 행정적 기준과 교육적 기준에 기초하여 모든 교사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Eurydice, 2010a: 228).
중등교사는 교과에 따라 다르지만, 교사 400명에 한 명의 장학관이 배정되어 있다.
중등학교 교사는 매 6~7년에 한번 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교사의 근무 장소에서 이
루어지며, 교육활동 관찰 및 관찰 후 의견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사평가는 장학관의 ʻ교수ʼ 점수(60점)와 학교장이 매년 주는 ʻ행정ʼ 점수(40점) (시간
업무, 출근 등)의 합산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의 경력 승진(승급이나 이동 등)은 평가점
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Eurydice, 2010a: 228). 이와 더불어, 중등학교 교사는 다음
과 같은 세 주체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 장관(minister): 인적자원의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을 진다. 장관은 교사의 신분, 지
위에 관한 결정, 교사 모집, 특정 인사운영 방식(예를 들어, 첫 근무지 배치, 아카
데미간 교사 이동 등)에 관한 결정, 아그레제 교사 관리 등의 책임을 진다.
- 교육감(recteur d'académie): 아카데미 내에서 장관을 대표한다. 분권화 경영이 허
용된 직원 범주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이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다(예를 들어, 중등
교사의 첫 근무지 배치, 아카데미 간 교사 이동, 교사 승진, 휴가 등).
- 학교장(le chef d'établissement, 공립중학교는 principal, 공립고등학교는 proviseur
라 함): 교사들에 대한 교장의 책임은 기관 운영, 가르치는 시간 등의 조직, 인적자
원 관리, 경력 심사 과정 참여 등이다(Eurydice, 2010a: 219-220).

다) 기타 자원 개발 및 제공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프랑스에서도 교직의 변화를 제안하는 정부 문서가 지
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Cros와 Obin, 2003: 16). 프랑스의 경우, 교사의 현직교육보다
는 상대적으로 신규교사 지원, 양성에 개혁의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유럽국가 연합
의 교사 전문성 개발 강화 정책에 맞추어 프랑스에서도 교사들의 현직교육이 점차 강조
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정부 회람 2011-042는 교사훈련에 관한 정부의 이러한 기본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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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고 있다. 이 회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지침 중 하나는 교사의 현직교육을
위한 원격교육과 자원의 풀 확대이다. 이에 의하면, 면대면 훈련에 대한 보완으로 기존
의 교사훈련 사이트(http://national.pairformance.eudcation.fr)를 포함하여 교사들의
현직교육 지원을 위한 인터넷 기반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각 아카데미별로 원격교육
코스를 보다 확대하고, 온라인 훈련 모듈도 보다 확충한다. 이는 기존의 자료
(pairform@nce)를 비롯하여 원격학습과 온라인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
한다.
또한 기존 에듀솔(Eduscol) 사이트가 2011년 9월부터 개편되어 다양한 학제 간 자료
와 교육자원을 제공하는 교과 포털 사이트로 활용될 예정이다(Cirlular no. 2011-071).
프랑스 교육체제 전반에 관한 문서를 제공, 출판하고 교육 전략을 개발하는 국가교육문
서센터(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CNDP)도 교사들을 위한 전
자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Cirlular no. 2011-071).
교사들의 현직교육을 지원하는 또 다른 자원으로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총국장(directeur général de l'enseignement scolaire:
DGESCO)과 일반교육 장학관의 공동 규제를 받는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 자
원 네트워크는 교사들에게 최신의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할 공간을 공유하
며, 해당 분야의 정보(교육과정, 시험, 관련 법, 기술, 파트너십 등) 네트워크를 제공한
다(www.eduscol.gouv.fr). 이러한 네트워크는 직업교육, 컴퓨터 경영, 마케팅, 회계 등
의 기업 및 경영 분야 네트워크, 산업과학과 기술 분야 네트워크(응용미술, 산업자동화,
전기 등)와 연계되어 교사들의 계속교육과 학생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교사의 현직교육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들은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Cros와 Obin(2003)의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2000년대 초에 제안된 중
등교사교육 개혁안들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교직의 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초기 훈련은 젊은 교사들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과 현직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Cros & Obin, 2003:45). 특히 교사훈련 방법
과 관련하여, 현직교육 방법의 다원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는 온라
인 캠퍼스의 개발, 코칭, 자기 훈련, 다른 분야 행정가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협동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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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식과 모범 사례의 교환 등이 제안되었다. 이 중 상당 부분, 예를 들어, 온라인 강
좌의 개발, 다양한 모듈 개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개발과 활용 등
은 최근 프랑스의 교사 현직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는 교사
현직교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정책이 발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현직 교사들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프랑스의 주요 제도적 특징 중 하나는
교사들에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 다양한 경력 개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교직경력이 있을 경우 다양
한 진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국가교육장학관이 될 수 있으며, CAPSAIS(특수교육 및
학교 통합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면 장애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또 CAFIPEMF(교사 훈
련 자격) 시험에 통과하면 학급 튜터나 코치 또는 교육 상담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초등
교사들은 교육우선지구(ZEP)에서 다양한 조정, 혁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수업 부담이 감해지는 학교 관리자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프랑
스에서 이러한 경력 전환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력과 연수를 이수하고, 내부 임용이나
외부경쟁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교사들은 긴 교직 경력 동안 특정 시점에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상황
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교사들은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Eurydice(2009: 165)가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이 자주 직면
하는 4가지 상황은 개인적 문제(소진 - 교사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어렵
게 만드는 신체적, 정신적 탈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한 형태), 학생･학부모･동료 등과
의 갈등, 교수 활동과 관련된 어려움(새로운 교과의 도입, 새로운 교수 장비나 자료의
도입 등), 추가적인 요구를 가진 학생을 교육하는 것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 중 인간
관계 갈등이나 교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
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Eurydice, 2009: 165). 이는 이 분야에 있어 정부의 계속적
인 지원과 관련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프랑스는 2006년 10가지 역량을 규정하고 최
근 이를 개정하였지만, 교사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역량이 현직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의 교사양성교육 개혁에서 10가지 역량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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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성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수습과정, 그리고 교사자격심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신규교사나 현직교사를 위한 연수에서는 그 연계
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에 있어 실무 경험보다는 세
미나와 토론 등 이론적 접근이 주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42)

4. 시사점
핀란드, 일본, 프랑스의 교사 역량 개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 개발 방향 정립에의 시사점
1)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접근
핀란드를 비롯하여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
하여 신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사들이 처치
나 통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대상이다. 이러한 신뢰와 존중의 밑바탕
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다. 신뢰받는 교사들은 자율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회의 신뢰와 교사들의 자율적인 노력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및 영연방국가들은 교사의 현직교육과 관련하여 기술공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Deborah, Sally, & Anna, 2000). 즉 교사가 교직에 입직한 후 어
떻게 발달하는지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
되는 교육내용을 의무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접근의 주요 특징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이에 교사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그 근간이 되는 철학 및 가치에 대한 보다 깊이 있
는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교사 스
42) OECD 내 프랑스교육 전문가(Eric CHABONNIER, Stephan VINCENT-LANCRIN) 면담(201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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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통
제와 관리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마련할수록 교직은 그 시스템 내에서만 작동하는 비전
문적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사에게는 이전
보다 더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들이 만나는 아이들의 속성은 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
과 함께 하는 교사들이 매 상황 속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이 아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할 때, 교직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라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한국의 교사 현직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원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국
가 차원에서 설정된 방향과 원칙 하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교원 정책 개발의 안정성과 종합성 유지
일본의 정책 개발은 문부과학대신의 자문문(諮問文)과 관련 심의회 및 특별부회의 답
신(答申) 형태로 전개된다. 정책입안 부서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전문가가 현장
성과 구체성을 가진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 교원문제에 대하여는 특별부회를 설치
하여 집중 논의하게 하고, 앞선 답신의 정책자문 방향을 연속성 있게 수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부회 등 자문기관의 회의 자료와 보고서는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완전히
공개되어 정책 논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자문기간 및 정책형성기간은 통상 1
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것은 현안에 대한 대응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정책 관
련 요소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정책을 안정성 있게 운영한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교원 정책 특별 자문기구는 “교직생활 전체를 통한 자질 능력의
종합적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교원의 양성, 자격
검정, 임용, 연수 등 교원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을 포괄한다. 즉 교원의 양성, 자격검정,
연수 등 교원의 교직 입문에서부터 교직 생애 전반에 걸친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별 교육정책 의제
에 따라 짧은 시간에 정책들을 개발하고 담당 행정 라인에서 이를 추진하는 구조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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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것은 교원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며, 개별 정책 요소들 간의 조
화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교사의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발
굴 시에도 전체 교원정책의 맥락을 고려하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직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나.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1)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역량 기준 마련
2006년부터 10가지 영역에 걸친 교사 역량 명세서를 개발하여, 교사양성, 자격심사,
수습훈련, 현직교육, 교사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된 교원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 받
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매우 포괄적 의미의 교사 ʻ역량ʼ 표준을 마련하여 교사 양
성교육, 현직교육, 교사평가 등에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때 ʻ역량ʼ을 상세 직무 수준으로 구체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표준에 기초하되, 교직
에서의 상상력과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기반 접근의 도입
대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의 교원 정책도 학교현장과 대학 혹은 연구기관이 밀접히 상호 연계된 연구 기반 교사
역량 강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 교사 현직교육은
주로 대학이 담당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직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이나 이념의 정립, 교육 목적이나 목표의 수립, 교육
과정 개발 등의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교사의 현직
교육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실천적 이론 구축 또한 강조하고 있다(Kansanen et al.,
2000). 구성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현직교육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교사교육 과정에서 지
식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참여 교사들의 주체적 지식 구성을 중시하고 있다(Hytö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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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우리의 경우에도 교사의 현직교육을 대체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핀
란드와 유사하다. 전문가로서 교직을 수행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성찰하고 개선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필요하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는 점에서 향후 교사 역량 강화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어야 할 것이다.

3) 교사 경력 이행 경로 다양화
프랑스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사 경력을 토대로 교과 교사 외의 다양한 경력을 가질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상담, 진로지도, 특수아동지도, 장학관, 교장 등 교직 경력을 토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력교사들이 진출
하는 영역은 장학사, 교감, 교장 등의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 향후에
는 교사들이 교직 경험을 활용하되 다양한 특수 영역 역량을 개발하여 상담교사, 진로지
도교사, 학습부진아 지도교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교사
개인의 경력 개발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교사의 전문적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한
다는 데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초임교사 단계에서의 교사 역량 강화
일본에서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초임 교사에게 1년간의 학교 내외의 연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선배교사로부터 교직입문에 필요한 실천적 경험을 쌓는 도제
식 연수 과정으로서, 개별 교사의 교직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원양성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별도의 수습 기간 없이 교직에
임용되어 학교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초임교사 연수를 담당하는 선배교사의 연수 역량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시간낭비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잘못된 관례를 학습함으로 그 영향이 교직 생애 전체에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경력이나 보직으로 연수 담당교사를 지정할 것이 아
니라, 학교별 초임교사 연수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멘토에게 요구되는 지도 역
량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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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중심의 교사 역량 강화 기회 확대
국가가 교사 현직교육을 주도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교사의 요구나 학교 및 지
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초점을 두게 된
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우리와 비슷하게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 하에 각 지방(아카데미)
별로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교육 방법 면에서도 세미나, 토론회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론 중심의 현직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아닌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사들이 실제 업무
를 수행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고 자
원을 관리하는 데에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6) 의무가 아닌 권리 차원의 교사 현직 교육 관점 전환
교사의 현직교육을 강제나 의무로 접근하게 되면 교직 자체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교사의 역량 강화 노력을 강제한다는 차원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량 개발을 교사의 ʻ권리ʼ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에 기반 한 관련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역량 개발을 교사의 ʻ권리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러한 ʻ권리ʼ를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교사 연수를 위한 각종
경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듯이 교사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교사가 지니는 권리의 종류와
주요 내용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방교육청, 학교 등의 지원 내역들을 구체
화하고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교사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교사 연수기관 및 사회기관들 간의 연대 및 협력
핀란드에서는 볼 수 있는 교사의 현직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중요한 특징은, 관련 기
관 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 교사 현직교육은 대
체로 대학에서 담당하기는 하지만, 대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담당부
서, 연구기관, 교사단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회 기
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특정한 영역에 편중된 역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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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종합적인 역량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 목적도 학생들에게 전인적인 역량을 길러
주는데 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교원들에게 필요한 역량 역시 종합적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의 교원 대상 연수 기관들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회기관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원 현직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든 혹은 사설
기관이든 대체로 단일 기관 중심 현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교원 역량 및 자질
개발 프로그램을 개별 연수원이나 대학에만 의존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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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본 연구의 서두에서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이해가 교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에 지니는 의미를 세 차원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는 이것이 교사 개인으로 하여금 교
직의 전체 맥락 속에서 자신의 현 위치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교사의 자기 발전
을 도울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교사 생애단계별 특징에 대한 이해는 각 생애단계별 교
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 생애단계의 흐름과 특징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 교직 특성을 이해
할 수 있게 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의미는 교사 개인 차원의 것이므로 여기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
중심으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추출된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안된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 현직교육 프
로그램 운영 방향,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시스템 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생애단계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본 연구의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도 조사 결과는 각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연수 프로그
램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주제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음 전체적으로
교사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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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 주제
교사 역량 요구도 조사 결과에서 각 단계별 요구도 우선 순위 1~6위를 보여주는 교사
역량과 중간 점수 이상의 요구도를 보이는 교사 역량을 종합하여 각 단계의 교사에게 핵
심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역량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초, 중등 교사 생애단계
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역량들을 구성하는
세부 역량을 프로그램으로 주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세부 역량의 성격에
따라 수많은 하위 주제로 세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세부 역량들을 관련 프로
그램의 주제로 하여 학교급별 교사들의 생애단계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것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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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1> 초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제
단계
역량
학생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이해

교육과정이해

학급운영이해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문화 이해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빈곤아동･청소년 이해, 이주가정 자녀이해,
성별 학생의 주요 특징 이해, 농촌 아동･청소년의 삶 등)
▪교과내용 이해(교과별)
▪수업방법별 특성 이해와 적용
▪목적별 평가방법 이해
▪국가교육과정 이해
▪학교교육과정 편성하기
▪내가 만들어가는 00교과 교육
왼편 내용과 동일
과정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활
용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학급운영
목적이해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이해

▪지역 역사 이해
▪지역 인적, 물적 자원 찾기
▪지역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이해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노동시장 및 직업구조 현황 이해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주제별
정보활용법
▪컴퓨터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한
수업방법
▪논리적 글쓰기
▪수업 분석
▪학급운영 분석
▪학교행정구조 분석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오른편 내용과
동일

리더십

오른편 내용과
동일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대화법
▪상담의 실제
▪경청의 힘
▪효과적 설득법
▪나의 비전 타인과 공유하기
▪다양한 의견 포용하기
▪갈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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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2> 초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제
단계
역량
학생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이해

교육과정이해

학급운영이해

열정기

성숙기

성찰기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문화 이해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빈곤아동･청소년 이해, 이주가정자녀
이해, 성별 학생의 주요 특징 이해, 농촌 아동･청소년의 삶 등)
▪교과내용 이해(교과별)
▪수업방법별 특성 이해와 적용
▪목적별 평가방법 이해
▪국가교육과정 이해
▪학교교육과정 편성하기
▪내가 만들어가는 00교과 교육과정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학급운영 목적 이해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이해

▪지역 역사 이해
▪지역 인적, 물적 자원 찾기
▪지역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이해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노동시장 및
직업구조 이해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정보수집 및 분석방법
▪주제별 정보활용법
▪컴퓨터 및 기타
매체를 활용한
수업방법
▪논리적 글쓰기
▪수업 분석
▪학급운영 분석
▪학교행정구조 분석

왼편 내용과 동일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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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대화법
▪상담의 실제
▪경청의 힘
▪효과적 설득법
▪나의 비전 공유하기
▪다양한 의견 포용하기
▪갈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업무

왼편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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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3> 중등교사 조직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제
단계
역량
학생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이해

교육과정이해

적응기

자립기

승진
고려기

퇴직
준비기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문화 이해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빈곤아동･청소년 이해, 이주가정자녀 이해,
성별 학생의 주요 특징 이해, 농촌 아동･청소년의 삶 등)
▪교과내용 이해(교과별)
▪수업방법별 특성 이해와 적용
▪목적별 평가방법 이해
▪국가교육과정 이해
▪학교교육과정 편성하기
▪내가 만들어가는 00교과 교육과정,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학급운영 목적 이해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학급운영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이해

▪지역 역사 이해
▪지역 인적, 물적 자원 찾기
▪지역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이해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노동 시장 및 직업 구조 현황 이해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정보수집 및
분석법
▪주제별
정보활용법
▪컴퓨터 및
기타매체 활용
수업방법
▪논리적
글쓰기
▪수업 분석
▪학급운영 분석
▪학교행정구조
분석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대화법
▪상담의 실제
▪경청의 힘
▪효과적 설득법
▪나의 비전 타인과 공유하기
▪다양한 의견 포용하기
▪갈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추진

왼편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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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Ⅷ-4> 중등교사 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제
단계
역량
학생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이해

교육과정이해

학급운영이해

열정기

성숙기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문화 이해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빈곤아동･청소년 이해, 이주가정자녀
이해, 성별 학생의 주요 특징 이해, 농촌 아동･청소년의 삶 등)
▪교과내용 이해(교과별)
▪수업방법별 특성 이해와 적용
▪목적별 평가방법 이해
▪국가교육과정 이해
▪학교교육과정
편성하기
▪내가 만들어가는
왼편 내용과 동일
00교과 교육과정
▪방과후, 동아리 활동
활용 교육프로그램
만들기
▪학급운영 목적 이해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이해

▪지역 역사 이해
▪지역 인적, 물적 자원 찾기
▪지역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기
▪교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교육체제 이해
현대사회이해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노동 시장 및 직업 구조 현황 이해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정보관리 및 연구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286 ｜

성찰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대화법
▪상담의 실제
▪경청의 힘
▪효과적 설득법
▪나의 비전 타인과 공유하기
▪다양한 의견 포용하기
▪갈등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참여하는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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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운영 중점 방향
1) 전체 교사
□ 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관련 수준별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 운영
초, 중등을 불문하고 교사의 모든 생애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교
사 역량은 ʻ학생 이해(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학생 문화 이해, 학생 환경(빈곤, 이
주가정, 농촌 등)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ʼ, ʻ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교과내용 이해, 교수
방법 이해, 평가방법 이해)ʼ 역량이다. 이 역량들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가 항상 최고 수
준의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ʻ학생 이해ʼ 역량은 모든 생애단계에 걸쳐 요구되는 수
준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이들 역량 관련 각 생애단계별 교사의 보유도는 다르다. 열정기에서 성찰기까
지 각 역량별 교사 보유도는 증가한다. 이는, 같은 영역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라 하더
라도 교사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학생 및 수업 관련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세부 역량별로, 수준별로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교사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준별 연수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특정 주제 관련 연수를 단계적으로 받았을 때 관련 자격증을 주는 등
의 방법으로 교사들의 연수 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 교육과정이해, 리더십, 의사소통, 지역사회이해, 현대사회이해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점 개발
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역량보다 요구도 수준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 혹은 요구 우선 순위에 있는 교사 역량에는 ʻ교육과정 이해ʼ, ʻ리더십ʼ, ʻ의사소통ʼ,

ʻ지역사회 이해ʼ, ʻ현대사회 이해ʼ 등이 있다. 이들 역량 관련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역시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수준에 따라 대
응할 수 있는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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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기 교사 현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모든 교사에게 일률적인 연수 규정을 제시하기보다 특정 생애단계에 해당하는 교사들
에게는 더욱 심도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애단계별
교사들의 교사 역량 요구도 조사에서 특히 여러 역량과 관련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단계는 열정기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교사 역량은 ʻ학생 이해ʼ, ʻ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ʼ,

ʻ교육과정 이해ʼ, ʻ리더십ʼ, ʻ의사소통능력ʼ, ʻ현대사회 이해ʼ 등으로 다른 단계의 교사들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보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도, 그리고 이들이
열정이 매우 높고, 그러한 열정에 의해 상처를 쉽게 받는 교사들이라는 점 등, 열정기
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중점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
다. 이 때 특정 경력의 교사가 특정 생애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설문 조사에 의하면 열정기 교사 중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교사는 전체의 43.4%로서 반 정도가 저경력 교사이지만 10~20년 21.6%, 20~30
년 24.4%, 심지어 경력 30년 이상의 교사도 10.6%나 차지한다. 따라서 연수 프로그램
은 참여자의 경력을 제한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교사 특성을 제시하여
그러한 범주에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별로 심도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신규교사
를 대상으로 하는 임용 전 직무 연수와 임용 후 추수 연수들에서 사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30시간 많게는 60시간의 과정에 10개 이상의 서로 다
른 과목들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한 주제(예를 들어 학교교육과정 이해)를 2-3시간 이
상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연수 내용의 피상성으로 연
결된다. 향후에는 적어도 세부 주제별 15시간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
되어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주제별로 연수를 찾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성찰기 교사: 연수 및 교수 인력으로의 활용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수를 ʻ받는 것ʼ 외에도 ʻ하는 것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ʻ열정기ʼ, ʻ성숙기ʼ, ʻ성찰기ʼ를 거치면서 교사들에게 축적되는 역량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이론이자 동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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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다. 이것을 표면화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들
이 자신의 활동을 자료화하고 그것을 동료교사 혹은 예비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면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ʻ성찰기ʼ 교
사를 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수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교사 연수에 현직교사가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학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지 않다. 교사 양성 학과 혹은 대학의 학부 프로그램 중
다수가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강사 자격에 학위는 중요하나 교직 경험은 중
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향후 팀 티칭 등을 활용하여 현직교사가 학위와 상
관없이 대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퇴직준비기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퇴직준비기 교사는 퇴직에 가까워진 교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고경력자들이다. 퇴직 준비기에 있다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사
들 중 70% 이상이 경력 20년 이상 교사들이다. 이들은 경력상으로는 학교 내 다양한 갈
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조직 내에서 어떠한 위
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 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 단계 교사에게 특히 요구되고
있는 역량이 ʻ리더십ʼ이다. 초등학교 퇴직준비기 교사들의 경우 ʻ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ʼ
역량보다 ʻ리더십ʼ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이에 퇴직준비기 교사들이 학교 조직 내에서
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나름대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의 ʻ리더십ʼ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 리더십 프로
그램을 활용하기보다 이 단계 교사의 특징을 면밀하게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퇴직준비기 교사들이 교직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것이다.

□ 기타: 학교행정가 연수 프로그램에 ʻ한국 교사의 생애단계 이해ʼ 활용
본 연구 조사 대상 중 퇴직준비기 교사 범주에 드는 교사들 중에는 성찰기 교사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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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교사들이 많다. 퇴직준비기에 열정기 교사들이 많다는 것은 교직의 어느 시기에나
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랜 기
간 교직에 있어도 여전히 열정기에 있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퇴직준비기 교사 중에는 성찰기 교사들이 가장 많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퇴직을 고려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교사 면담에서 퇴
직준비기의 특성을 보인 교사들은 대부분 실제로 역량이 낮은 교사들이 아니라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교사들이었다. 따라서 요구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이다. 역량은 요구될 때 함양되고 발휘된다. 향후 교직 사회가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퇴직 준비기 교사들이 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이들의 역량 강
화 의지 자극에 필수적인 것은 학교행정가의 조직 운영 리더십일 것이다. 학교행정가들
은 퇴직준비기 교사들이 지니는 세부 특징을 파악하는 가운데 각각에서 요구되는 것을
지원하여 조직 전체 역량을 높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즉, 열정기 교사는 역
량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성찰기 교사는 그 잠재력을
파악하여 한국 문화 내 경력자의 위치를 고려하면서 학교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
는 향후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별 특징 분석 자료가 학교장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현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
□ 맞춤식 연수 지향: 생애단계 자가진단도구 개발 및 역량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현재 한국의 교직에서 나타나는 교사 생애단계는 현 교직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 개인적 특성, 교사 개인이 접하는 교직 환경적 특성에 따라 특정 경
력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생애단계는 달리 나타난다. 이에 교사 생애단계별 연수는 일정

290 ｜

Ⅷ.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한 경력별로 일정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판단
하고 자신에게 맞는 연수를 찾도록 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개인별 필요 연수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도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교
사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분석 작업과 역량 분석 작업에 기초하여 개발한 설문 도구를
향후 개별 교사의 자가 진단 도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구가 개발
된다면 교사가 스스로의 직감적 판단에 기초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과 관련된 연수를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교사 역량별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재 온라인, 오프
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 각 유관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을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게 되면 예상보다 훨씬 용
이하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에 기반 하여
역량별로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뒤에서 별도로 논의하게 되겠지만 관련 연수 프로그램들을 연수 포털 사이트에서 교
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조건 확보도 중요하다. 교사들이 받은 연수에 대한 피드
백, 그리고 연수 결과를 자신의 교육활동에 적용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을 이 연수 포
털 사이트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중요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 그림은 본 연구에서 주최한 교사 생애단계별 연수 체제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
숍에서 영훈 초등학교 김대권 교사가 제안한 생애단계별 교사 연수 시스템에 대한 제안
에 이들 각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덧붙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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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Ⅷ-1] 교사 생애단계별 연수 시스템

□ 초등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연수 지원 강화
초등교사의 경우, 일부 교사 역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중등교
사보다 요구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는 영역인 ʻ학교
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ʼ, ʻ기획 및 조직 능력ʼ과 관련해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점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 중등에 비해 훨
씬 다양해야 하며 초등교사들에게 더 많은 연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연수 관련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 학교급별 연수 지원을 차등화하여 초등
교사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구축: 연구자와 현장 교원의 협동 연구 지원
교사의 현직 경험 축적을 통해 획득되는 역량이 이론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생산된 이론을 초･중등학교에 적용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실제에 대한 이론의 상대적 우위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서 교사의 수동적 자세를 조장하기도 한다. 교사가 오랜 교직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역
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동료 교사, 예비 교사, 교육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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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전공이 대학원 과정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 혹은 교육 관련 정부 출연 연구소 등에 현장 교사 파견 제도를 마련하고 교직 관
련 강의나 연구를 현장 교원이 포함된 팀 단위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 이후 별도의 안으로 제시하겠지만 학습연구년을 제도화하고 학습연구년
기회를 얻는 교사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파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의 자발적 역량 강화 의욕 지원: 학교 내 교사 학습동아리 지원 제도화
교사의 자발성을 토대로 한 교사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
교 내 학습동아리 지원이다. 과거에 있었던 학교 단위 교과 연구 모임 지원 효과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제, 진행 방식, 보고 방식 등을 자유롭게
하여 자발적 학습 의지를 지닌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팀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학교 내 교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K중학교 사례43)는 교사들의 자발적
학습 의지와 그것이 발휘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이 학습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수를 시행
해 왔다.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주제 당 1학기 이상의 장기 연수 계획 수립,
연수 강사와 학교 교사들의 레포 형성, 교사가 학습한 결과를 실제 교육활동에 접목해
본 것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최종 결과물 공동 출판 등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는 교사
의 ʻ자발성ʼ, ʻ연수의 현장성ʼ, ʻ연수 강사와 교사의 상호 학습ʼ 등이 가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이 보다 많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
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3) 이 내용은 교사 학습 동아리를 주도하고 있는 교사와의 면담 자료와 학습 동아리 산출물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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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중학교 교사 학습 동아리]
○ 개요
∙ 한 교사가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교사 학습 동아리 지원 예산 확보,
∙ 교내에서 동참할 교사들을 모으고 이들이 함께 학습할 주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공동으로
기획함.
∙ 적어도 한 가지 연수 주제와 관련하여 한 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운영 과정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치를 발견해 나감.
∙ 주제에 따라 책, 자료집, 영상물 등 다양한 형식으로 최종 성과물을 만들어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이들과 공유함.

○ 주요 특징
-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
∙ 참여의 자발성: 교사평가, 학교평가 등과 연계시키지 않음.
∙ 연수 주제 및 운영 방법 공동 기획
- 핵심 추진 인력 확보
∙ 지자체 지원, 강사 섭외, 참여 교사 섭외 등에 주도적 역할 담당
- 1학기 이상의 장기 기획
∙ 외부 강사와 참여 교사 간의 충분한 레포 형성 필수
∙ 한 주제로 한 학기 이상 학습을 진행하여 교사들의 요구와 필요가 강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
록 하여 연수 효과 극대화
∙ 최종적으로는 연수 내용이 수업에 적용되고 그 결과가 다시 강사에게 feedback되는 등의 과정
을 포함
∙ 때로는 연수내용에 기반 하여 학습자료를 교사와 강사가 공동으로 개발
예) 논술 강의----> 교사와 강사가 함께 하는 논술 교재 개발
- 개별교사의 다양한 특성 반영
∙ 개별교사들의 성격, 관심, 취향 등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요구가 학습 주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이 지니는 평소의 쟁점 해결
예) 임상 심리 실습 ----> 성격이 지나치게 여려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 여교사, 성
격이 지나치게 강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종류의 상처를 받는 남교사 등이 스스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 학습 성과 공개적 공유
∙ 가능하다면 지역 내 교사 연합체를 형성하여 공개 세미나 개최
∙ 일상적 상호 수업 공개를 함께 하면 학습 효과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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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공간을 ʻ성장ʼ의 장으로: 단위학교의 학습공동체로의 진화 유도
최근 수업 공개가 일상화되는 학교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 수업 공개를 일상화하고 수업 공개 후 진행되는 수업 연구회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제도화해 나가는 학교들이 있다.
경기도 J중학교에서는 수업 공개를 학년별로 교과 구분 없이 실시하되, 1인 교사가
월 1회 수업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교육과
정계획에 포함된 일정 외에도 수업을 일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원하는 경우, 누구나
수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업을 관찰하는 이는 관찰의
초점을 분명히 하여 이를 수업 교사에게 피드백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수업
관찰 시 교사의 수업 행위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찰에 집중하여 수업하는 교사가 인
식하지 못하는 각종 학생 상황을 교사에게 세밀하게 피드백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업 변
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떠한 현직 교육 프로그램보다 교사에게 실질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교사의 일상적 업무 수행 활동과
연수가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
가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성장하는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경호(2010)는 미국 Cottonwood Creek School에서의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형성 성공 사례를 Hord(1997, 2004)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속성
에 기초하여 소개하고 있다(p. 402). 그 다섯 가지 속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는 ʻ공유된 가치와 비전(shared values and vision)ʼ으로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목표로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는 ʻ협력적 학습과 적용(collective learning and application of learning)ʼ으로, 전문가
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는 ʻ지원적 환경(supportive condition)ʼ으로,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배움이 활
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장소와 같은 물리적 환경과 배려, 존경과 같은 인격적 환
경을 조성한다.
넷째는 ʻ지원적 공유 리더십(supportive and shared leadership)ʼ으로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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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지원적이고 분산된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 등을 통해 서로 권한을 나
눠 가진다.
다섯째는 ʻ개인 실천의 공유(shared personal practice)ʼ로 전문가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은 상대
방에 대한 존경과 신뢰 등을 바탕으로 서로 교육실천(practice)을 공개, 관찰하고 함
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실천을 개선해나간다.”

위와 같은 사례는 외부의 자원을 투입하거나 외부의 통제 기제를 활용하지 않고도 학
교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관점과 실제 운영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교사들의 일상이 바로
교사의 지속적 성장의 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시사해 준다. 이러한
학교의 학습공동체화가 교사 역량 강화 방안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직 교육 시스템
□ 교사 역량 표준 마련
현재 한국 사회에는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실제
많은 교사 역량 관련 연구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강조한다. 특히
여러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교직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다. 그러나 ʻ잘
가르친다는 것ʼ, ʻ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ʼ과

ʻ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ʼ과의 차이점을 명료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ʻ교과
내용 이해ʼ, ʻ학생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ʼ, ʻ개별 학생 능력 및 관심에 대한 이해ʼ 등에
기반 하여 ʻ타인 수용력ʼ을 가지고 학생들이 몰입하는 수업을 해 낼 수 있는 교사는 교직
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연구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역량에 대한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기보다는 훌륭한 교사에게 요구하는 공통적 특성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정의되는 교사 역량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표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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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량 표준은 현직 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학 기반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 체
계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수 관련 통합 포털 사이트 활용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연수 관련 업무는 시･도에 이관되었다. 특히 연수 방향
과 원격연수 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이 시･도에 이관되고 연수기관 설폐권도 시도
교육청에 이양되어(ʻ10. 4. 16) 중앙정부의 역할은 정책 조정이나 중앙 단위의 제도 개선
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정금현, 2011).
최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는 ʻ교원연수 정보 서비스(TTIS)ʼ라는 교원 연수 포탈 홈
페이지를 개통하였다(ttis.edunet.net). 중앙에서 운영하는 이 포털 사이트는 각종 교원
연수기관 및 일반 관련 사회기관에 대한 정보 검색과 함께 관련 사이트로의 연결이 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정보 제공 및 검색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여기를 통해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평가와 연수 내용을 실제 교육활동
에 접목해 본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면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에 크게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이트에 등록된 연수 기관들이 확보하고 있는 교
수 요원, 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프로그램 평가 결
과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질 관리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 연수 프로그램 평가인증
사실 교사들의 연수 요구 수준은 높으나 제공되는 프로그램 수준이 미흡하여 연수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교사들이 연
수를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연수의 ʻ수준 미흡 또는 현장과의 연계부족ʼ(43.2%
응답)을 들었다. 이는, 연수를 잘 받지 않는 교사들의 문제가 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
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ʻ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ʼ가 품질 심사를
통해 그 질을 관리하고 있다. 원격교육연수 계획서와 콘텐츠의 품질 검사에 의해 인증된
콘텐츠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이와 같이 각종 오프라인 연수들도 연수 프로그램별 인
증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 포털 사이트를 평가 인증 통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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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수 과정별 연수 내용, 연수 방법, 강사의 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사이트에 공개하여 연수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연수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수자들
이 자신의 교육활동에 연수 내용을 활용한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활용한다면 평가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 축적된 평가 결과를 중
앙 단위에서 분석하여 연수 프로그램별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수 프로
그램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역시 원격 연수프로그램처럼 2~3년의 평가
주기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시･도교육연수원 중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사회기관 연계 현직교육 시스템 구축
핀란드에서처럼 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가 교사들을 위한 연수
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 현직교육
을 대학이 담당하기는 하지만 대학이 모든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
라 지자체의 교육담당부서, 연구기관, 교사단체, 국제기구, 그 외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
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한
정된 자원의 대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여러 국제기구와의 연계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육 욕구는 매우 높고 다양해서 면담 대상 교사 중에는 민
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에 1년 반에 걸쳐 매주 참여하여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사도 있다. 학위 증명이 되지 않는 대학원 과정을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연수가 연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담심리, 사회복지, 청소년 문화 등, 교사가 접해야 하는 전문 영역은 날로 다양해져
가고 있으며 여기에 특정 주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졌다. 향후 교사의 현직 교육프로그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주제인
가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체
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도연수원이나 대학부설 연수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실제 운영 프로그램은 시･도연수원이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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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가 아니라 사회 내 다양한 기관44)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 초임 3년간 일정 시간(예: 180시간) 연수 공적 지원을 비롯하여 매 3년간 일정 시간
연수 권고
현재에도 신규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회적 성격이 강하여 교직 초기 교사가
겪는 시행착오 과정을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보다 장기적
연수를 제도화하여 이들의 연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비를 지원해야 할 것
이다. 신규 발령 교사의 경우, 처음 3년간 일정 시간(예를 들어 연간 60시간, 총 180시
간) 연수를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규교사가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3년 간 180시간의 연수 시간은, 매년 6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서 3년 한도 내에 개별 교사의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1년에
120시간의 연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특정 해에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
을 수도 있는 등의 융통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교사 외에도 모든 교사가 매 3
년간 일정 시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비용 지원 및 시간 확보 등 관련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연수 강사로서의 활동 연수 시간 포함
연수 강사로서의 활동은 연수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연
수 강사 스스로 가르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을 수 있다. 특히 성찰기 교사
들 중 많은 이들이 학교 내외에서 멘토 역할이나 연수 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이러한 활동을 연수 시간에 포함시켜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 대학원과정 이수(일반 대학원 포함) 공적 지원
교직 3년이면 교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44) 청소년 상담원, 가이던스, 한국 심리연구소, 월드투게더, 월드비전, 서울특별시보행자전거과, 풍물교육
연구소, 한국식오카리나협회, 한국예술종합전문학교, 한국전업도예가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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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 간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 교사들을 ʻ소진ʼ하게끔 한다고 한다. 이 시기에 경
험하게 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직 초기 경험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교직 3~5년 정도의 시기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같은 단기간의 연수뿐만 아니라 2
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 이수를 장려하여 교사의 자기 개발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ʻ성숙기ʼ 교사는 교수 방법이나 학급 운영 등에서의 자신감을 획득하기는 하나 현
재의 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교사
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 이수를 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교사의 ʻ소진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초기 교직의 각종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각종 이론에 입각하여 다시 해석할 기회를 갖는 가운데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에 터하여 초기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때 대학원 과정 선택 시 영역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사가 다양한 시각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기별 학습연구년제 제도화
현재 교원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사들 중 선발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습연
구년을 제공하고 있다. 그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선발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
기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 연구역량 평가 등을 평가하여 교육감이 선발
○ 연수 대상자 자격 요건
1)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13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 연수 후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2) 2010. 9.1 기준 정규교사 실 교육경력 10년 이상, 정년잔여기간 최소 5년 이상인 교사
3) 교과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자

구체적인 선발 조건은 각 시도별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
우에는 1차 전형은 서류 전형, 2차는 연구능력평가, 3차는 면접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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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 밖 다양한 경험이다. 수십년 동안 학교
를 중심으로 매일 바쁜 일상에 쫒기다 보면 사고의 범위가 매우 한정된다는 점을 교사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다. 일상적인 연수 프로그램에 열려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
구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조직에서 자신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습연구년을 수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지나치게 한
정된 우수 교사에 제한하기보다 이를 어느 정도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45)
이에 주기적 학습연구년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10년 정도의 주기로 희망하는 자
에 한해서 학습연구년 활동 계획서에 기초한 심사를 거쳐 학습연구년을 제공하여 교사
에게 ʻ재충전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대학의 대학원 과정 이수, 각종
연구소에서의 활동,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 관련 행정부서에서의 활동 등, 학교
밖 교육 관련 활동 경험을 통해 학교 내 교육활동의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찾아낼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교사 양성 및 배치
□ 교사 양성 대학교육 프로그램 강화: 특히 ʻ학생 이해ʼ 영역
본 연구의 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요구도 분석에서 초, 중등을 불문하고 교사의 모든
생애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은 ʻ학생 이해ʼ 역량이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생애단계 초기에는 초등보다 학생 이해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나 생애단계
가 높아질수록 초등보다 학생 이해 요구도가 더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ʻ학생 이해ʼ 관련 내용이 핵심적인 비중을 차
지할 수 있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전공교육이
일반대학 전공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제로 교육받은 결과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45) 단, 이것이 그야말로 휴식년제가 아닌 연구년이 될 수 있도록 학습연구년제가 추구하는 바를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성과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정미경･정금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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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김명수, 2004; 조경원, 2004: 김갑성 외,
2009 등)들은 ʻ학생 이해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
된다. ʻ학생 이해ʼ 역량은 ʻ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ʼ, ʻ학생 문화 이해ʼ, ʻ학생 환경과 교
육과의 관계 이해ʼ 등을 포함하는 역량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 발
달단계 혹은 장애에 대한 이해, 아동 및 청소년 문화 이해, 빈곤 아동･청소년 이해, 이
주가정자녀 이해,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이해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된다. 기
존의 교사양성교육과정이 지녔던 한계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
에 대한 이해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Palmer(1998; 이종인･이은정 역; 38)는 이제까지의 교사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
치라는 내용은 있었으나 그것을 ʻ누구를ʼ 대상으로 가르치느냐의 문제는 논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한계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양성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개인
차원이 아닌 학과 차원, 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학과
혹은 대학의 교육과정들이 교사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운영되도록 하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유･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실습뿐만 아니라 지역아
동센터 등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서의 현장 체험
학습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사 양성 과정이 개방되어 있어 희망하는 모든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일본과 같은 경우, 보다 강한 교사 통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반면,
독립된 교사 양성 학과 혹은 양성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핀란드나 프랑스의 경우, 교직
의 전문성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고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교사 역량 강화 기제를 지니
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향후 우리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차원의 교사 양성
과정이 아닌, 학과 단위, 대학 단위에서 교사를 양성하여 양성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
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교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기피 지역 근무 교사 별도 선발 및 교사 순환근무제 보완
본 연구에 따르면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 기피 지역 근무 경험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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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기피 지역 근무 경험이 다양한 환경의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이해 폭을 넓히는 등, 교육적 관점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등 공립학교에는 사립학교에 비해 승진고려기 교사들이 많
고 성찰기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기피 지역 근무 교사를 별도로 선발할 수 있
도록 최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제11조 2항, 12조 1항)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벽지 등
기피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기피지역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사 초빙제를 실시하는 등의 현행 정책을 적극 확대하여
기피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공립학교 교사 순환근무제를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피 지역 근무 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피 지역 장기 근
무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환경의 학생 이해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 강사로, 대
학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러한 학교에서의 근무 의
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일반 교육정책
□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발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재구조화
본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교사들은 기획 및 조직 능력,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공교육 체제 이해 등을 중요한 교사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교직에서의 오랜 경
험으로 교육이론가 못지않게 나름의 안목과 관점을 획득한 성찰기 교사들 중 다수가 경
력 상으로 퇴직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을 고려한다.
이는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전반에서 교사의 리더십과 기획력을
요구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이나 학급
운영 나아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존재하는 요구들을 분석해 내고 비전을 설정하
며 관련 구체 내용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활동 속에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 학교는 경력을 쌓은 교사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일정한 경력이 되면 여러 교사들이 승진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은 교사 역할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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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기본 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결국 다른 어떠한 외부에서의 연수 프로그램보다도 더욱 필요한 것은 교사의 일상적
인 활동이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이다. 곧, 국가적, 세계
적 주요 이슈와 공교육체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하여 큰 틀에서 교육활동을 교사 스스로
기획하고 이를 실천하며, 자신의 실천 과정과 결과를 학교 전체 교사들과 상시적으로 공
유하는 등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행정
조직, 승진제도 등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틀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은 현재보다 훨씬 대강화되어야 하며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자
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조난심, 2011)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그들에 맞게 교육내
용을 구성할 수 있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교육과정 정책을 비롯하여 전체 초,
중등 교육정책들을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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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요약 및 결론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연구 문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기
초하여 결론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을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고 각 생애단계
별로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사 역량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교사의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 강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방법과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헌 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틀 구성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교사발달, 교사생애단계 혹은 생애주기,
교직사회화, 역량, 교사 직무, 교사 역량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생애단계를 “교사의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직에 대한 관점, 이해, 행동 등에서 분명한 특징을 드러내는 일련
의 단계”로 규정하고 교사 역량을 “효과적인 교사 직무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
한 능력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교사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ʻ이
해ʼ, ʻ분석과 조직ʼ, ʻ관계형성ʼ 등의 세 영역, 13개 역량(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
해, 교육과정 이해, 학급운영 이해, 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 지역사회 이해,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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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이해, 현대사회 이해, 정보 관리 및 연구, 기획 및 조직, 대인관계, 의사소통, 리더
십), 38개 세부 역량으로 분류하고 이를 본 연구의 기본 틀로 활용하였다.

나. 연구 방법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주요 특징 이해를 위하여 질적, 양적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우
선 질적 방법으로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학교 교사 10명,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교사 10
명, 일반계 사립고등학교 교사 10명 등, 총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초2, 중2, 공립고2, 사립고 2개교 등, 총 8개 학교를 먼저 선정
하고 선정된 학교 내에서 서로 다른 경력 범위에 있는 교사 5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교사 배경, 입직 이유 등 입직 당시 상황, 시간에 따른 변화, 현재, 향후 계획, 생애단계
별 보유 역량, 요구 역량 등을 주요 질문으로 하여 진행된 면담을 통해 한국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생애단계를 추출해 보려 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메모, 코딩, 심
층코딩, 주제발견 등의 순서를 밟아 진행하였으며 경력대별 교사가 자신의 현재를 기술
하는 내용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교사가 경력을 축적해 나가면
서 거치는 변화 과정의 일반적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이
고 다른 하나는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이다.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교사 생애
단계를 조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선행연구와 면담 자료를 통하여 교사 생애단계
와 관련될 수 있는 교사 개인 배경 변인 및 교직 환경 변인을 추출하여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사 역량 분석틀에 기반 하여
세부 역량 수준에서 각 역량별 보유도와 중요도를 묻는 설문문항을 이에 포함하였다. 이
도구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총 3,0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교사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교사 생
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을 위해서는 Borich의 요구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를 핀란드, 프랑스,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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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하여 관련 시사점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 3개국은 서로 다른 교사 양
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들이 교사 현직 교육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
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간 결과를 중심으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2회 실시하였다. 1차 워크숍은 질적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교사 생애단계별 역
량 강화 방안을 일반교육정책, 교원정책 등 거시적 측면에서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차는 교사 연수 시스템과 연수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도출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 수
렴을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 학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최종적으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다. 주요 연구결과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교사들의 생애단계는 ʻ조직 내 역할 변
화ʼ 차원의 생애단계와 ʻ교육적 관점 변화ʼ 차원의 생애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교
사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어떠한 일을 수행해 나가고 이 가
운데 동료교사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교사 생애 변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후자는, 교사가 수업이나 학급 운영 등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어
떻게 이해하고 자신이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에 어떻게 접근하며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교사의 변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ʻ조직 내 역할 변화ʼ 차원의 교
사 생애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한 학습 단계로
서의 ʻ적응기ʼ, 어느 정도 학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학교 내 비중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서의 ʻ자립기ʼ, 승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ʻ승진 고려기ʼ, 퇴직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ʻ퇴직 준비기ʼ가 그것이다. ʻ교육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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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변화ʼ 차원의 생애단계는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며, 또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정을
쏟는 ʻ열정기ʼ, 점차 경험을 쌓아가면서 수업에서나 학급운영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
졌다는 자신감을 지니는 ʻ성숙기ʼ, 이전의 자신감이 교육의 핵심을 놓친 노하우에 불과했
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며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ʻ성찰기ʼ 등으로
구성된다. 이 두 차원의 생애단계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 교사 생애단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는 한 차원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선적 구도로 나타난다. 둘째, 이 두 차원에서 진행되는 생애단계를 기계적으로 결합하
여 하나의 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셋째, 양 차원의 생애단계가 갖는 비중은 개별 교사
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교사 내에서도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다. 넷째, ʻ교육적 관
점 변화ʼ 차원 생애단계는 교사가 교직 경험 속에서 ʻ발달ʼ, 혹은 ʻ성장ʼ하는 과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 차원 최종 단계인 ʻ성찰기ʼ는 교직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교사 ʻ전문성ʼ의 주요 내용을 드러내 준다.

2)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 관련 요인 분석
질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교사 생애단계에 교사 개인 배경 및 교직 환경 요인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과 면담 자료 분석을 통
해 설정한 교사 개인 배경 변인은 ʻ성ʼ, ʻ성장 시 가정 경제 수준(주관적 인식)ʼ, ʻ학력ʼ,

ʻ교사 자격증 취득 기관ʼ, ʻ교직 입직 이유ʼ, ʻ교직 이외의 직업 경험 유무ʼ, ʻ기간제 교사
경험 유무ʼ 등이며, 교직 환경 변인은 ʻ경력ʼ, ʻ기피학교 근무 경력ʼ, ʻ현 근무 지역ʼ, ʻ근무
학교 설립유형ʼ, ʻ학교급ʼ, ʻ보직교사 경력 여부 및 현재 보직교사 여부ʼ, ʻ담임경력 여부
및 현재 담임 여부ʼ, ʻ담당 교과ʼ, ʻ비중을 두는 업무 영역ʼ 등이다. 이 변인들이 두 차원의
생애 단계, 곧 ʻ조직 차원 생애단계ʼ와 ʻ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ʼ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교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ʻ조직 차원 생애단계ʼ 관련 교사 개인 및 교직 환경 요인 분석에서 드러난 초･중등 공
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직에서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둘째, 학력 요
인이 승진고려기와 관련이 있어 승진고려기 교사 중 석사과정 졸업자가 다른 학력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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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많이 나타난다. 셋째, 경력 요인이 조직 차원 생애단계와 밀접
히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경력이 높은 교사가 승진고려기, 퇴직준비기에 많이 분포한다.
넷째, 교직 입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였던 교사가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
다. 다섯째,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교사의 경우, 승진고려기에 많이 분포한다. 여
섯째, 보직교사경력이 있는 교사, 그리고 현재 보직 교사인 경우, 초, 중등을 불문하고
승진고려기에 대거 분포하고 있다. 일곱째, 자녀가 있는 교사,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경우, 아닌 경우에 비해 승진고려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 여덟째, 초, 중등을 불문하고 수업에 보다 많은 업무 비중을 두
는 교사는 적응기에, 학교 차원 업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교사는 승진고려기에 상대
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초등과 중등의 주요 차이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에서는 입직 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교사들 중 승
진고려기에 분포하는 교사가 많은 반면, 중등은 이와 같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중등교사의 교사자격취득기관이 사범대학이나 일반교직과정인 경우 자립기에 보
다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적응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셋째, 중등의 경우, 사립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승진고려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
다. 넷째, 중등의 경우, 서울 지역 교사들은 다른 지역 교사들에 비해 승진고려기 교사
들이 적고 자립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ʻ교육적 관점 차원 생애단계ʼ 관련 교사 개인 및 교직 환경 요인 분석에서 드러난 초･
중등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차원 생애단계에서와 같이 교육적 관점 차원 생
애단계의 경우에도 경력과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4년제 대학 졸업자
에 비해 석사졸업 교사 중에 성찰기 교사가 보다 많이 나타난다. 셋째, 보직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재 보직교사인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다. 넷
째, 자녀가 있는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또래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아
닌 경우에 비해 성찰기에 분포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 초등과 중등 간 차이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성별 요인은 초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등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성찰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등의 경우, 기피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교사가 성찰기에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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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사립학교일수록 성찰기 교사 비율이 높다. 넷째, 중등의 경우, 교직 입직 이유가 성
적에 있었던 교사에게는 열정기 교사 비율이 높고 성찰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다섯째, 중등의 경우, 예체능 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들이 일반교과 교사들에
비해 성찰기에 있는 교사 비율이 높다. 여섯째, 초등의 경우, 수업에 보다 많은 업무 비
중을 두는 교사에게서 열정기에 속하는 교사 비율이 높다.

3) 교사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분석
교사 생애단계별로 교사 세부 역량별 보유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고 Borich의 요구도
분석법에 의하여 교사 역량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초･중등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역량은 ʻ학생 이해ʼ, ʻ교과수업 및 평
가 이해ʼ이며, 특히 ʻ학생 이해ʼ 역량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역량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
난다. 생애단계별로 어느 정도 요구도에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요구 수준이 높은
교사 역량은 ʻ의사소통능력ʼ, ʻ리더십ʼ, ʻ교육과정 이해ʼ, ʻ지역사회 이해ʼ, ʻ현대사회 이해ʼ
등이다. 이는 학생 이해와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직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생애단계나 학교급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는 교사 역
량은 ʻ공교육체제 이해ʼ, ʻ기획 및 조직 능력ʼ, ʻ학교조직 및 행정체계 이해ʼ, ʻ대인관계능
력ʼ 등이다. 이와 관련한 보유도는 생애단계가 변화할수록 증가하나 축적된 역량 이상을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요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보다 큰 틀에서 스스로 교육 내용을 기획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생애단계별 요구 역량 수준을 상호 비교해 보면 조직 차원 교사 생애단계에서
는 적응기 교사들의 교사 역량 요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초등 적응기 교사의 경우, 그
러한 경향이 보다 두드러진다. 적응기에서 승진고려기로 갈수록 일부 교사 역량을 제외
하고 대체적으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 수준은 낮아진다. 그러나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각 교사 역량 보유도가 승진고려기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요구도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퇴직준비기 교사들 중 열정기에 속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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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등 퇴직준비기 교사들에게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역량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초등학교 퇴직준비기 교사들은 ʻ교육과정 이해ʼ, ʻ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ʼ, ʻ의사소통능력ʼ, ʻ리더십ʼ 등에서 높은 역량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적 관점 차원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열정기에서 성찰기로 갈
수록 각 역량 관련한 보유도가 증가함으로써 요구도는 낮아진다. 열정기 교사들의 경우,
다른 단계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열정기, 적응기, 퇴직준비기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상대적
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넷째, 초･중등 학교급 간 차이는 공통 요구 역량에서는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학교급
간 차이는 생애단계별로 요구되는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초등에서 특히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도 중등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현직 교육 지원이 중등보다 더욱 집중적으로 또한 다양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4)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현황 및 쟁점 분석
이상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
색해 보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쟁
점을 분석해 보았다. 현황 파악이 가능한 기관 단위 연수, 곧 시･도교육청 연수와 원격
연수기관 연수 현황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ʻ교사의 생애단계에 따
른 연수 시스템 부재ʼ, ʻ교사 개인 간 연수 의지 편차ʼ, ʻ운영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부족ʼ, ʻ연수와 승진과의 연계가 초래하는 부작용ʼ, ʻ연수 관리 시스템의 폐쇄성
및 연수 프로그램의 질 관리 기제 미흡ʼ 등이었다.

5) 주요국의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사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교사 양성 학과 중심으로 교사를 기르는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
정하는 가운데 교사 통제나 관리를 위한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
에 기초한 핀란드식 교사 역량 개발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모든 교사교육과정에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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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목들을 연구와 결합시킨 연구기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관리 차원에서 교사 핵
심 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 노력은 거의 없었으나 최근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 교사를 위한 [The competent teacher 2010-2020] 계획을 수립하
여 교사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주도 혁신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이를 강조하고, 다문화교육, ICT 활용 교육 등을 위한 교사 역량 개발에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사 역량 개발 활동에 민간 기관이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함
께 참여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교사양성기관이 있지만 원하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일본에
서는 국가 수준에서 우수한 교사의 세 가지 조건으로 ʻ교사의 일에 대한 강한 열정ʼ, ʻ교
육전문가로서 확실한 역량ʼ, ʻ종합적인 인간력ʼ 등을 제시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규정된
구분은 아니나 정책 보고서나 학교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ʻ초임교사ʼ, ʻ중견교사ʼ, ʻ베테랑
교사ʼ 등으로 교사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초임교사는 임용 후 1년 이내의 교사를, 중견
교사는 10년 이상 경험자를, 베테랑교사는 20년 이상 경험자를 지칭한다. 이들을 대상
으로 국가 차원 혹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연수를 진행하는데 초임자 연수, 10
년 경험자 연수(혹은 중견교원연수), 20년 경험자 연수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연수들은
참여 교사 경력 조건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독립적인 교사양성대학을 중심으로 교사를 양
성해 왔으나 2010년부터 이것이 석사과정 수준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 교사가 습득해
야 할 10가지 전문역량을 법령으로 명시하였다. 이 나라에서도 교사 생애단계에 대한
법적 구분은 없으나 교사교육전문과정인 석사과정에 유급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수습
단계가 중요한 교사 생애단계일 수 있다. 교사 자격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른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들은 수습 공무원 신분이 된다. 교직 입문 후 2년간을 프랑스에서는 신규교
사로 규정하고 경력교사나 교장이 멘토가 되어 수업 계획과 평가 등을 지원한다. 이후
교사들은 정년인 60세까지 자발적으로 현직교육에 참여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정지
원, 수업보조자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 개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
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도출 시에 ʻ교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교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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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접근ʼ하고 여타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ʻ안정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접근ʼ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ʻ국가 차원 교사 역량 기준
마련ʼ, ʻ연구기반 접근 도입ʼ, 현재 장학사, 교감, 교장 등으로 제한된 ʻ교직 경력 이행 경
로 다양화ʼ, ʻ초임단계 교사 역량 강화ʼ, ʻ학교 중심 교사 역량 강화 기회 확대ʼ, ʻ의무가
아닌 권리 차원 교사 현직 교육 관점 전환ʼ, ʻ교사 연수기관 및 일반 사회기관들 간 연대
및 협력ʼ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6)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ʻ생애단계별 역량 개발 프로그램ʼ 수준에서 ʻ생애단계별 교사 역량 개
발 프로그램 주제ʼ를 이들 ʻ프로그램 운영 방향ʼ과 함께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
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교사 현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 현직교육시스템, 교사 양성
및 일반 교육정책 등의 차원에서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교
사의 생애단계별로 요구도와 요구도 우선 순위가 높은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
램들을 초, 중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 주제는 생애단계별로 요구도가 높
은 교사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 역량들에 기초한 것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ʻ학생 이해, 교과수업 및 평가 이해 관련 수준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시 운영ʼ하며 ʻ교육과정 이해, 리더십, 의사소통, 지역사회 이해,
현대사회 이해 관련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ʼ하고 ʻ열정기 교사를 위한 현직 교
육 프로그램을 강화ʼ하며 ʻ성찰기 교사를 연수 및 교수 인력으로 활용ʼ하고, ʻ퇴직준비기
교사를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ʼ할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학교 내 역량 있는 교
사에게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ʻ학교행정가 연수 프로그램ʼ에 ʻ한국 교
사의 생애단계 이해ʼ를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 현직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는 ʻ생애단계 자가진단도구 개발 및 역량별 연수프로그램 개발･활용을 통한 맞춤식 연수
지향ʼ, ʻ초등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연수 지원 강화ʼ, ʻ연구자로서의 교사상
구축ʼ, ʻ교사의 자발적 역량 강화 의욕 지원: 학교 내 교사 학습동아리 지원 제도화ʼ, ʻ단
위학교의 학습공동체로의 진화 유도ʼ 등을 제안하였다. 현직 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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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량 표준 마련ʼ, ʻ연수 관련 통합 포털 사이트 활용ʼ, ʻ연수 프로그램 평가인증ʼ, ʻ
시･도교육연수원 중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사회기관 연계 현직교육 시스템 구축ʼ, ʻ초임
3년간 일정 시간(예: 180시간) 연수 공적 지원 및 매 3년간 일정 시간 연수 권고ʼ, ʻ연수
강사로서의 활동 연수 시간 포함ʼ, ʻ대학원과정 이수(일반 대학원 포함) 공적 지원ʼ, ʻ주기
별 학습연구년제 제도화ʼ 등을 제안하였으며 교사 양성 및 배치와 관련해서는 ʻ학생 이해ʼ
영역 중심으로 ʻ교사 양성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ʼ할 것과 ʻ기피 지역 근무 교사 별도
선발 및 교원 순환근무제 보완ʼ을 제안하였다. 이에 덧붙여 일반 교육정책으로서 ʻ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발휘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재구조화ʼ함으로써 교사 생애단계
별 역량 강화 방안들이 전체적인 학교교육의 틀 변화 속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사의 생애단계가 갖는 특징을 질적, 양적으로 드러내고 생애단
계별 교사 역량 요구도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을 추출
해 보았다. 이 연구의 출발점에서 ʻ교사 발달론ʼ적 접근을 피하고 ʻ교사 생애단계ʼ로 접근
한 것은 ʻ발달ʼ이라는 측면과 관계없이 교직 입문에서부터 퇴직하기까지 한국의 교사가
경험하는 단계를 있는 그대로 포착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연구 결과, 교사의 생애
단계는 ʻ발달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포착하기 어려운 조직에서의 역할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와 ʻ발달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변화 차원의 생애단계로 구분된
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 내용의 대부분은 이 두 차원의 교사 생애단
계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 두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는 한국의 교직 사
회가 지닌 주요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교사 생애단계는 바로
교사의 핵심 역할이 ʻ가르치는 활동ʼ과 관련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교사 역량
이 발휘되고 또 강화되어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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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한 전문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는 일을 떠나 학교 행정가로 변신할 때
그 위상을 인정받는 교직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이중적
특성을 지니게 하고 있다. 교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사일수록 승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나 동료에게나 별로 떳떳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은 교
직 내에서 자기 개발을 위한 개인 활동이나 동료와의 공동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
이 승진을 위한 일이 아님을 굳이 강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지 않
거나 못한 교사는 그의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학교 조직 내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다. 이 점이 승진과 관련하여 교사들을 항상 갈등 국면
에 처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승진 구도에 변화가 있어야만 교직에서 교사들
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본질적 특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성찰기 교사의 특징이다. ʻ열정기ʼ, ʻ성숙기ʼ, ʻ성찰기ʼ를 거치
면서 교사들에게 축적되는 역량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하나
의 이론이자 동시에 현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천적 역량이다. 아이들의 사소한 행
위에서 아이들의 전체 삶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누구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도 학교가, 그리고 “내가” 포용해야 한다
고 보는 판단 기준 등 성찰기 교사가 지니는 특성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결과라
하기도 어렵고 실제적 문제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기술적 능력이라 보기도 어렵다.
소경희(2009)는 Cochran-Smith & Lytle(1999)의 ʻ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ʼ 개념
을 소개하며 ʻ이론적 지식ʼ이나 ʻ실제적 지식ʼ과는 다른 차원의 지식을 교사들이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고 그 맥락에서 고유한 의
미를 지니는”(p. 120) 이론적, 개념적 틀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에 의
해 교사가 처한 교육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교사 연구(Teacher education)를 강
조하는 이들(Cochran-Smith & Lytle, 1999; Rust & Meyers, 2006; Rust, 2009)의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교사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체계적, 의도적, 그리고 자기비판적
으로 던지는 모든 형태의 실천가로서의 질문을 포괄하는 것”(Cochran-Smith & Lytle,
1999; Rust, 2009; 1883에서 재인용)으로서의 교사 연구가 그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각 생애단계에 있는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현 상황을 전체적인 맥

｜

317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
설 수 있게 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가 갖는 더 큰 의의는 교직의
주요 특성을 교사 생애단계라는 측면에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
사 생애단계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한편으로는 승진 구조와 관련한 교직의 모
순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교직에서 모색되어야 할 변화의 방향을 시사해
주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주요한 자원이 교직 내부에 있다
는 점, 그것을 학교 내외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사 역량 강화 방
안일 수 있다는 점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기초
로 하여 향후에 교직의 승진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교사의 교직
경험으로 축적되는 역량을 학교 내외에서 어떻게 상호 공유해 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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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Job Competency Development at Each Stage of
Teachers’ Life Cycle
Kim, Jeongwon
Park, Soyoung
Kim, Kisu
Chung, Mikyung
Moon, Chansoo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teachers’
life cycle in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examine
teachers’ job competencies required for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and finally
explore ways to strengthen the required competencies for teachers in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Followings are key research methods and results.

Setting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lated advanced research, this study defined the
teachers’ life cycle as “a series of stage which shows outstanding characteristics
of views and understanding on teaching and teaching behaviors from the
beginning of the teaching career to the retirement” and teachers’ competencies
as “capabilities needed for successful performance of a teacher’s duties which
can be acquired and learned.” In addition, this study categorized teachers’
competencies into three areas of “understanding,” “analysis and organizin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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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uilding,”

13

competencies

(understanding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communities, understanding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understanding of the modern society, information management and research,
planning and organizing, relationship, communication, leadership), and 38
specific competencies. They were used as a basic framework for the study.

Research Methods
Researchers us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o understand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n teachers’ life cycle. At first, interviews with 40
teachers from various regions and schools were conducted. The interviews were
aimed at understanding the general life cycle that Korean teachers go through
and the questionnaires for the interviews included questions on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teaching career, changes over time, present
and future plans, competencies teachers had at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and
competencies required for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A survey was also conducted for two purposes. One is to analyze factors
related with the teachers’ life cycle using a method of cross-tabulation analysis
while another is to analyze competencies required for each stage of teachers’
life cycle using a method of Borich need analysis. The survey was participated
by a total of 3,000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cross the
country.
Researchers also analyzed the current issues of teachers’ job training
programs in Korea and the examples of teachers’ competencies improvement in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in foreign countries like Finland, France, and
Japan and draw implications.
Two workshops were held to seek ways to strengthen teachers’ competencies
required in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based on the midterm study resul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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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 drew the final conclusion by collecting ideas and opinions through
the forum on the ideas established based on the overall result of the study.

Major Study Results
Based on the research methods described abov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delivered.
First,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analysis, teachers’ life cycle can be
categorized into the life cycle in terms of “changes in the role in the
organization” and the life cycle in terms of “changes in the educational view.”
The former is related with which role a teacher performs in school, which tasks
a teacher carries out, and how a teacher forms and manages a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Meanwhile, the latter is related with how a teacher understands
students, approaches subject matters, and defines his or her role while teaching
students and operating a class. The life cycle in terms of “changes in the role
in the organization”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an “adaptation” stage in
which a teacher gets accustomed to tasks in school, an “independence” stage in
which a teacher understands the dynamics in school and can handle important
tasks in school, a “promotion aspiration” stage in which a teacher specifically
examines whether he or she can get promoted and prepares for promotion, and
a “retirement preparation” stage in which a teacher prepares for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the life cycle in terms of “changes in educational view” is
comprised of an “passion” stage in which a teacher tries to do everything and
believes that he or she can do everything, a “maturity” stage in which a teacher
is confident in his or her own knowhow of teaching and managing a class with
accumulated experience, a “self-reflection” stage in which a teacher realizes
that the core of education is missing in his or her knowhow and takes a new
educational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Researchers outl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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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Korean teachers’ life cycle as follows. First, Korean teachers’
life cycle shows a double-track structure. Second, it is difficult to combine the
two types of the teachers’ life cycle and understand them as one framework.
Third, the importance or weight of the two life cycles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individual teachers and time. Fourth, the life cycle in terms of

“changes in the educational view”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where a
teacher grows or develops himself or herself throughout his or her teaching
experience. Fifth, the “self-reflection” stage shows major information on
expertise of a teacher which is developed through his or her teaching
experience.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n teachers’ life cycle, researchers tried
to find out how the personal background and teaching environment is related in
the life cycle of a teach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of teachers and
teaching environment related with the ʻlife cycle at the organizational level,ʼ
there are following characteristics shown both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irst, more male teachers than female teachers, more master’s degree
holders than those with other different academic careers, more teachers who
entered the teaching profession due to financial reason than those who did not,
more teachers with teaching experience in unwelcome schools like rural area
schools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more teachers with experience of
serving as head teachers at school than those without experience, and more
teachers who are serving as head teachers than those who are not are
distributed in the “promotion aspiration” stage. Second, year caree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life cycl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teachers with long experience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and

ʻretirement preparationʼ stage. Third, more teachers with children than those
without children and more teachers who have nurtured children at the sam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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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ir students than those who have not are distributed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Fourth, many teachers who put more weight on teaching than
any other duties are distributed in the ʻadaptationʼ stage while a great number
of teachers who put more weight on administrative works than any other duties
are distributed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Meanwhile, there are
following differences betwee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in the
teachersʻ life cycl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First, while there are many
teachers with relatively low income family background who are distributed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in primary schools while there is no such
phenomenon in secondary schools. Second, teachers trained in colleges of
education or through a teaching certification course are more distributed in the

ʻindependenceʼ stage while teachers trained in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re
more distributed in the ʻadaptationʼ stage. Third, more public school teachers
are distributed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than private school teachers
in secondary level. Fourth, more teachers in Seoul are distributed in the

ʻindependenceʼ stage than those in other regions while less teachers in Seoul are
distributed in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than those in other reg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actors of individual background and teaching
environment related with the ʻlife cycle at the level of educational view,ʼ there
are following characteristics shown both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First, as in the life cycl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re is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life cycle and year career. Second, more
master’s degree holders than bachelor’s degree holders, more teachers with
experience of serving as head teachers at school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more teachers who are serving as head teachers than those who are
not, more teachers children than those without children, and who have
nurtured children at the same age with their students than those who hav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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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istributed in the ʻself-reflectionʼ stag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ollowing differences betwee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First,
while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 gender of teachers
in primary schools, there are more male teachers than female teachers
distributed in the ʻself-reflectionʼ stage in secondary schools. Second, teachers
who have not taught in unwelcome schools such as rural schools are more
distributed in the ʻself-reflectionʼ stage than those who have in secondary
schools. Third, there are more teachers at the stage of ʻself-reflectionʼ in
private schools than public schools in secondary schools. Forth, in secondary
schools, there are a high portion of teachers at the stage of ʻpassionʼ stage and
low portion of teachers at the stage of ʻself-reflectionʼ among teachers who
chose to enter the teaching profession due to their academic scores. Fifth, in
secondary schools, more music,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re
distributed in the ʻself-reflectionʼ stage than teachers for general subjects.
Sixth, in primary schools, many of the teachers who put much weight on
teaching are found to be distributed in the ʻpassionʼ stage.
Major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required competencies at
each stage of the teachers’ life cycle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on
competencies required for both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are ʻunderstanding
of studentsʼ and ʻunderstanding of instructions and evaluations.ʼ In general,
highly required competencies include ʻcommunication ability,ʼ ʻleadership,ʼ

ʻunderstanding of curriculum,ʼ ʻ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ʼ and ʻunderstanding
of the modern society.ʼ
Second, less required competencies are ʻunderstanding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ʼ ʻplanning and organizing ability,ʼ ʻunderstanding of school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ʼ and ʻrelationship building ability.ʼ While these
abilities are developed over the teachers’ life cycle, demand for th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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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low as the school does not require such competencies

above the

certain level.
Third, when comparing the level of required competencies at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teachers at the ʻadaptationʼ stage have highest demand for most
of the competencies for teachers in the life cycle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n
particular, primary school teachers at the ʻadaptationʼ stage are more likely to
have high demand for the teachers’ job competencies. As teachers shift from the

ʻadaptationʼ stage to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their demand for the
competencies decreases since they acquire most of the competencies over the
life cycle. However, teachers at the stage of ʻretirement preparationʼ are shown
to have less competencies than those at the ʻpromotion aspirationʼ stage and
have higher demands for competencies. This is because many of the teachers at
the ʻretirement preparationʼ stage are distributed in the ʻpassionʼ stage.
Especially, primary school teachers at the ʻretirement preparationʼ stage have
high demand for a number of competencies including ʻunderstanding of the
curriculum,ʼ ʻinformation management and research ability,ʼ ʻcommunication
ability,ʼ and ʻleadership.ʼ In the life cycle at the level of educational view,
teachers have lower demand for competencies as they acquire a certain level of
the competencies throughout the life cycle. Teachers at the stage of ʻpassionʼ
are found out to have higher demand for a number of competencies compared to
the teachers at different stages.
Fourt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with regard to common competencies required for teachers.
However, it is notable that primary school teachers have higher and more
demand for competencies at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than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eacher training and major issu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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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teachers’ competencies, current status of the teacher training a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remote training institutes was
outlined, and major issues were introduced including ‘absence of the training
system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eachers life cycle,’ ‘difference in individual
teachers’ commitment to training,’ ‘lack of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raining
programs,’ ‘side effects of the linkage between the training and promotion,’ and

‘closed training management system and insufficient quality control of the training
programs.’
Examples of teachers’ competencies improvement at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in
major foreign countries showed that various matters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eachers’ competencies in each stage of their
life cycle. The matters include ‘acknowledgement of the expertise of teachers based
upon the trust in teachers,’ ‘stable and comprehensive approach in linkage with
other related policies,’ ‘establishment of criteria for teachers’ competencies at
national level,’ ‘introduction of the research-based approach,’ ‘diversification of the
teachers’ career path which is now limited to supervisor, vice-principal, and
principal,’ ‘enhancement of teachers’ competencies at the beginning stage,’

‘expansion of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eachers’ competencies led by school,’
‘transition of the point of view on in service teacher education from obligation to
right,’ and ‘cooperation among teacher training centers and social institut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for teachers’ competency
development as follows. ‘Themes on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at each stage
of teachers’ life cycle’ are proposed fo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respectively with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program operation.’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in the study that programs for 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subject education and evaluation are developed for teachers as a
whole, and programs for understanding of curriculum, leadership, communication,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and understanding of the modern society. It is
also noted to enhance the education programs for teachers at the ‘passion’ stage,
utilize teachers at the ‘self-reflection’ stage as instructors for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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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 leadership programs for teachers at the ‘retirement’ stage. In addition,
it also suggested that ‘school administrators training programs’ include the

‘understanding on Korean teachers’ life cycle’ to enable competent teachers to
excercise their abilities. As for the direction of the operation of in-service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suggested ‘development of self-analysis tool for
teachers’ life cycle and development of tailored teacher training or education
programs,’ ‘diversification of in-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primary school
teachers and enhancement of support for training of primary school teachers,’

‘establishment of a firm status of teachers as researchers,’ ‘supporting teachers’
voluntary will for developing their competencies: supporting teachers’ academic club
activities within school,’ and ‘development of a unit school into an academic
community.’ As for the in-service education systems, this study suggeste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eachers’ competencies,’ ‘utilization of portal sites
for training programs,’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training programs,’

‘establishment of an in-service education system linked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teacher training center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provision of the
public support for training for the first three years after entering the teaching
profession(ex. 180 hours) and recommendation of mandatory training for every three
years,’ ‘inclusion of hours performed as an instructor in the training hours’

‘provision of the public support for graduate studi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abbatical year for learning.’ As for teacher candidate training and placement,
this study suggested to strengthen university programs for teacher education
centering on 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supplementation of the selection of
teachers for unwelcome schools like rural schools. Last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teachers competencies at each stage of life cycle
should be materialized in the change in the overall framework of school education
by restructur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towards the one where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ies are fully utilized and shared among th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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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이 연구는 교사가 교직에 입직하여 퇴직하기까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단계를
거치는지 밝힘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포착하여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한 선생님의 도움
을 요청 드립니다. 학교현장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오니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너그러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내외입니다. 선생님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통계 분석에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장
김태완
※ 본 조사지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동 401호
□ 문 의: 문찬수(02-3460-0482)
□ FA X : 02-346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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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선생님의 개인 배경과 교직 입문 이전과 이후 경험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

다. 해당하는 란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남

②여

2. 성장 시 가정의 경제적 수준(현재 답하시는 선생님의 성장 환경에 대한 질문이며 선
생님께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의거하여 답하시면 됩니다.)
①상

②중

③하

3. 최종 학력
① 2년제 대학 졸업 이하

② 4년제 대학 졸업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졸업

⑤ 기타

4. 교원자격증 취득 기관
① 교육대학

② 사범대학

③ 일반대학교 교직과

④ 교육대학원

⑤ 양성소

5. 교직에 입문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
① 경제적 어려움

② 부모나 교사의 권유

③ 본인의 희망

④ 학교 성적

6. 교직 이외의 직업 경험
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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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없다

⑤ 기타

부록

7. 정식 발령 전 기간제 교사 경험
① 있다 총합

년

개월

② 없다

8. 정규직 교사로서의 근무경력 총합

년

개월

9. 기피학교(본인 판단으로 학교 학생 특성에 의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
근무 경력

년

개월

10. 현재 근무 지역
① 서울

② 광역시

③ 경기도

④ 경기도 외 도 지역

11. 현재 근무 학교 설립유형
① 국․공립

② 사립

12. 현재 근무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중학교

② 고등학교

13. 최근 3년간 받은 총 연수 시간(교내 자율연수 제외)

14. 보직 교사(부장 교사) 경력

년

시간

개월

15. 현재 보직 교사(부장 교사) 여부
①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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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임 교사 경력

년

개월

17. 현재 담임 여부
①예

② 아니오

18. 현재 담당 교과(초등학교 교과전담 및 중·고등학교 선생님에 한함.)
① 국어

② 수학

③ 사회/도덕(윤리)

④ 과학/실과(기술·가정)

⑤ 음악/미술

⑥ 체육

⑦ 영어

⑧ 기타

19. 선생님께서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예

② 아니오

19-1. 자녀가 있으시다면 선생님께서 현재 가르치시는 학생들의 나이와 비슷한 연배의
자녀가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으셨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20. 교직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수업 이외의 업무 시간에 수행한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① 학교 차원 업무(교무, 연구, 학생 등 부서 업무, 학교행사 등)
② 수업 준비 및 담임 업무(교과 연구, 학급 조종례, 학생 상담 등)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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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선생님의 연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연수 경험
이 있는지, 있다면 그 연수를 얼마나 선호하시는지를 해당하는 정도에 √표 해 주십
시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선호 정도에 √표 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원격 연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학교 밖
자율연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참가 여부

유형

1.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연수
2.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교과교육연구
회 주체 연수 등)
3. 대학부설
초·중등교육연수원
연수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22.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연수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
유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① 연수에 대한 외적 보상 미흡
② 경제적 부담
③ 강사의 자질 부족
④ 연수 내용 수준 미흡 혹은 현장과의 연계 부족
⑤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⑥ 연수 장소 및 시간의 불편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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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예시를 사용하여 아래의 문항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역량 문항
매우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파악 및 대처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 종류의 역량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묻는 질문과 보유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
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현재 보유 정도(왼쪽에 표기)와 중요도(오른쪽에
표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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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문항

어느 매우
정도 잘 할
할수 수
있다 있다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①

②

③

④

⑤

1)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파악 및 대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 문화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부록

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①

②

③

역량 문항

어느 매우
정도 잘 할
할수 수
있다 있다

④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⑤

3) 계층, 인종, 지역 등,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 특성 이해와 필요
지원 추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가르치는 교과의 핵심 내용
이해에 기초한 교과 수업 운영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5) 교과내용별 적절한 교수방법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교과내용별 적절한 평가방법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⑤

7) 초, 중, 고에 이르는
국가교육과정의 전체적 틀
이해에 기초한 교과 수업 운영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⑤

8) 현재 근무하는 학교교육과정
특징 이해에 기초한 교과 수업
운영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⑤

9)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체계
이해 에 기초한 교과 수업 운영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외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 이해 및
필요로 하는 학생과의 연결

①

②

③

④

⑤

11) 학급 운영의 주요 목적
이해에 기초한 학급 운영 방향
설정

｜

353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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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역량 문항

어느 매우
정도 잘 할
할수 수
있다 있다

④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⑤

12) 효과적인 학급 운영 방법
이해 및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조직의 운영 방향과
원리 이해 에 기초한 업무 관련
활동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행정 및 예산체계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파악과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의 특징
① ② ③ ④ ⑤
및 주요 이슈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8) 한국 사회의 주요 변화 흐름
① ② ③ ④ ⑤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19) 한국 사회 노동 시장 구조와
① ② ③ ④ ⑤
직업 세계 이해 및 활용

①

②

③

④

⑤

20) 교육 관련 세계적 주요 이슈
① ② ③ ④ ⑤
이해와 활용

①

②

③

④

⑤

21) 교사로서의 각종 활동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활용

① ② ③ ④ ⑤

부록

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역량 문항

어느 매우
정도 잘 할
할수 수
있다 있다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컴퓨터 및 기타 각종 매체
활용

①

②

③

④

⑤

23) 각종 활동 성과를 타인과
① ② ③ ④ ⑤
공유할 수 있는 논리적 글쓰기

①

②

③

④

⑤

24) 수행해야 할 업무 관련 학생,
① ② ③ ④ ⑤
학부모, 동료 교사 요구 분석

①

②

③

④

⑤

25) 교사로서 수행하는 각종
활동의 장단기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8) 타인과의 공동 작업 수행

①

②

③

④

⑤

29) 듣는 사람을 고려한 의도하는
① ② ③ ④ ⑤
내용의 효과적 설명

①

②

③

④

⑤

30)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다른
의견 경청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1) 학생이나 동료교사에게 자기
논리의 설득력 있는 제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6) 교사로서 수행하는 각종
활동에서 요구되는 공문서
① ② ③ ④ ⑤
작성
27) 학생 및 동료 교사와의
효과적 소통 및 상호 인격적 ① ② ③ ④ ⑤
관계 형성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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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정도
전혀 별로
보통
할 수 할 수 이다
없다 없다

역량 문항

중요도

어느 매우
정도 잘 할
할수 수
있다 있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거의
중요 보통
하지 이다
않다

어느 매우
정도 중요
중요 하다
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교사로서 수행하는 각종 활동과
관련 하여 설정한 목표를
① ② ③ ④ ⑤
타인과 공유

①

②

③

④

⑤

33) 특정 사안 관련 다양한 의견
포용 및 적절한 결론 도출

①

②

③

④

⑤

34)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들 간
① ② ③ ④ ⑤
갈등의 조화로운 해결

①

②

③

④

⑤

35) 교사로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의 효과적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선생님께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최근 3년 간 선생님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중 하나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이전에 비해 학교 내에서 내 주장과 판단이 생
①
기고 때에 따라 그것을 표현해 왔다.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되도록 나를 낮추
고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 왔다.

3) 학교 내 교사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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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 교사나 학생들에
게서 선호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할 때가 있
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일에 익숙지 않아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맡아 왔다.

①

②

③

④

⑤

6) 부장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동료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부장을 맡았거나 맡기를 희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젊은 교사들과 구분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학교 일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부담스럽게 느
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현재는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이 최대 관심이
고 승진 문제는 경력이 좀 생긴 다음에 생각해 ①
보려 한다.

②

③

④

⑤

10) 몇 년 후에는 승진을 본격적으로 고려해 보아
야 할 것 같으나 지금은 주위 여건상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승진에 필요한 점수 확보 등, 관련 준비를 하
기 시작했거나 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12) 승진을 준비했었으나 지금은 여러 여건상 포
①
기한 상태다.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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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교과서 내용이든 교과서 밖 내용이든 되도록
①
많이 가르치려 했다.

②

③

④

⑤

14) 이전에 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아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이전에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으나 지금
①
은 아이들의 삶에 녹아드는 수업을 할 수 있
게 되었다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낀다.

②

③

④

⑤

16)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애쓰기
만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들의 가정사 등에 깊이 개입하려 하면 내
역할의 한계만 확인하게 되므로 아이들과의 ①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 한다.

②

③

④

⑤

18)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학교 밖 삶이 환히
보이고 가정에서 포기하거나 학교에서 자퇴
나 전학을 고려하는 아이들도 끌어안을 수 있
는 포용력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발생하는 소소한
사건들에 의해 나의 행·불행이 극단적으로 좌 ①
우된다.

②

③

④

⑤

20) 아이들을 위해 계속 나의 에너지를 “퍼붓기”
만 하기보다 이제 “나를 좀 챙겨야 한다.”,
“재충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이전에는 내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나
지금은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①
되었고 내가 이전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아이
들이 생각난다.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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