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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

에 관한 연구로서 미술교사 신규임용제도를 분석하고 현직 미술교

사의 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견해를 토대로 미술교사 양성과 선발

과정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즉, 미술교사가 되기 

이전에 겪은 교사양성과정과 선발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시험

의 실태에 대해 서술하고 특히 신규임용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보완점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교사 신규임용제도의 변천과정과 선발현황은 어떠한가? 

신규임용제도의 양상을 알아보고 현재 신규임용제도의 역사적 맥락

을 이해한다. 둘째, 중등 미술과 신규임용제도의 절차와 미술교사 

자격기준은 어떠한가?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과 신규

임용제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다. 셋째, 미술교사들의 신규임용제

도에 대한 요구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실제 신규임용제도를 경

험한 미술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신규임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미술교사의 임용시험에 관한 경험 조사는 미술교사 34명에게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사양성과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술교사 5인에게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임용시험에 관한 심

도 있는 의견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녹취된 심층면담 자료는 전사하여 의미를 

찾고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교사의 양성과 선발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은 개인적,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양성단계에서 무

시험검정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급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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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현장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용시험에서 실천적 교수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실기시험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실연과 면접평가에서 세분화된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집권적으로 경직된 임용제

도는 획일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

린 임용시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발방식을 다원화하고 포트

폴리오 평가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기존의 미술과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에서 미술교사들의 경험과 

견해를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 임용

시험과 학교현장을 경험한 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제도를 

분석한 것은 미술교사 신규임용제도의 실질적인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교사들의 목소리

를 통해 신규임용제도의 현안을 파악하고 학교현장과 임용시험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미술 교사, 신규임용제도, 임용시험, 타당도 

학   번: 2010-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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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교육은 시대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키

기 위하여 지속되어 왔다. 교사는 그 교육을 행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양

성과 선발에 관한 정책은 교육개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

성과 덕망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수행 유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교사의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임용시험

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학생의 잠재

력을 끌어내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교

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에 대한 미술교사의 인식

을 알아보고 중등 미술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교사 양성제도와 임용제도를 개편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하여 교사의 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Peter & 

Dick, 2006; Zimmerman, 2005).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OECD)에서는

「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및 유지(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라는 주제로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여 회

원국의 교원정책 현황 및 대안을 모색하였다(Coolahan, 2004).1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ㆍ학습 환경에 대한 「 교수-학습 국제조사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가 진행 중이다. 2  

                                            
1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협력계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교원정책을 조사하

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는 중학교 교사의 국제 교수-학습에 대한 조사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23개국 약 9만 여명의 교사가 참여하였고 2008년 발

표한 결과에서 한국 교사의 전문성 수준은 조사에 참여한 23개국 중 12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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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개혁에 대한 국외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2000년대부터 아동

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3을 통해 국가교육수준을 

높이고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은 2010년에 발표한 교육백서

(The School White Paper, The Importance of Teaching) 에서 교육개

혁의 핵심을 교사개혁에 두고 있다.4 중국의 경우 2013년부터 상하이 지

역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국가교사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5 그리고 최

대 개혁 내용으로 교사자격 종신제를 폐지하는 등 교사 자격 제도를 개

혁 중이다.6 일본 또한 교육재생회의를 통하여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해 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교토(Kyoto, 京都)시의 경우 실

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를 교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교사 면허

가 없어도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을 추진 중이다.7 

이렇듯 각국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교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교

사자격제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처럼 교사개혁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은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교육 

                                                                                                                
2013년 2차 조사의 초점은 교사훈련 및 개발, 교사의 평가 및 피드백, 학교 환경, 학

교리더십, 교사의 교육 신념, 교사의 교수 방법이며 33개국이 조사에 참여 중이다. 
3
 LCLB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약해서 논의한다.  

<http://www2.ed.gov/policy/elsec/leg/esea02/index.html, 2013.5.20.>  
4
 현재 영국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1년

간의 교사양성과정(PGCE)를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의 2/3는 학교에서 진행된다. 영국

의 교육부 장관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의원은 교사양성을 위해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기존의 교사양성과정 이외에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BBC뉴스, 2012.6.14.)  

<http://www.bbc.co.uk/news/education-18427512, 2013. 5.20.> 
5
 일부 지역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폭로되면서 사

회적으로 교사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http://shanghai.mofat.go.kr/edu/edu5, 2013.5.20.> 
6
 처음 교사자격 등록 후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고 연속 5년 등록을 갱신하여 25년 이

상 교직에 재직할 경우 재등록을 면제하도록 한다.  

(중국교육보, 2012.9.9.) 

<http://www.jyb.cn/basc/xw/201209/t20120909_509870.html, 2013.5.20.> 
7
 일본에서 교원 면허가 없어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교사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기사

가 발표되었다. (요미우리신문, 2013.4.22.) 

<http://www.yomiuri.co.jp/kyoiku/news/20130422-OYT8T00287.htm, 2013.6.8.> 

http://www.bbc.co.uk/news/education-18427512
http://shanghai.mofat.go.kr/edu/ed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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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미술교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8  미

술교사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로 진입하면서 미술교육에서도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절대적

인 미를 추구하던 관점에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음

에 따라 미술교육도 현상을 보는 방법, 관점이 다양해졌고 결과물과 함께 

창작과정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른 미술교사 교

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백경미, 2005),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미술

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평가 방법 변화에 관한 연구(김형숙, 2010) 

정보화 사회의 미술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연구(양윤정, 2005) 등 

미술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및 교사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하는 미술과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미술교사의 선발은 미술교육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학생들은 교

사의 역량과 생각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미술교육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미술교사의 선발이 중요하다. 이에 획일

화된 제도를 거쳐 선발된 미술교사가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학생

들과 융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정옥희(2010)는 

미술교사가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자신이 받아온 수업 방식과 미술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고 보고 미술교사 양성제도에서 획일화

된 미술 수업 관행의 원인을 찾고 있다(정옥희, 2010). 따라서 미술교사 

임용 적체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새로운 교육이론이 학교에 적용되기 어

렵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양성과 선발이 괴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교과목 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8
 유네스코 홈페이지에서 문화개발 사업에 관한 추진내용을 볼 수 있다.  

<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ulture-and-development/, 2013. 

5.10.>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ulture-and-development/


 

 - 4 - 

미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

눌 수 있는데 첫째, 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는 경우, 둘째, 일반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셋째, 교육대학원과 국가가 인정하는 대

학원9에서 미술교육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세가지 경로 모두 미

술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한 후 임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교사 양성을 위하여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

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일한 시험을 통과해야 교사 임용이 가능하기 때

문에 예비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장기간 공부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친 채 노량진 

고시 촌에서 시험을 위한 암기식 학습이 시험에 합격하는 날까지 지속된

다(박진영, 2012). 

이렇듯 교직으로 입문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인 임용시험은 우수한 교

사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의 질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제공도 중요하지

만 우수한 교원 후보자를 변별해 낼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최희선, 2000). 

먼저 교육학에서 중등 임용제도에 대한 연구를 관점 별로 분류해보면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등교원임용제도의 변화를 연구하거나(박상완, 2002; 

박성호, 2004; 박윤규, 1991; 오태진, 2001; 우용제 & 안홍선, 2006; 이

정섭, 2009) 제도 비판적 관점에서 첫째,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 (이인제2004; 박형래, 2009; 백순근 & 유

예림, 2008; 위혜진, 2009) 둘째, 교원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김성기, 

전제상, & 정제영, 2011; 정미경, 2011; 홍성훈, 2007)로 분류할 수 있다.  

타 교과의 연구에서는 교원양성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김승현, 2002; 

                                            
9
 「201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원은(「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 16조)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교직 1017-9, 

1978.01.06) 교원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양성 25170-948, 198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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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1994) 임용시험과 양성과정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김영식, 

2010; 신혜민, 2011; 양민아, 2003), 임용시험 문항 자체를 분석한 연구

(최미란, 2011)등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임용시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교사수급의 불균형, 양성과정과의 부족한 연계성, 암기위주의 임용시험의 

타당도 문제, 교사자격기준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그 제도

가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정미경, 2011). 이에 대한 노력으로는 기본적으로 수급

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양성기관의 질 관리와 함께 교원자격증 발급 

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인턴교사나 수습교사1011등 교원수급을 늘리는 

제도의 제안 등 양방향으로 제도개편이 모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제도전반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각 교과별 임용제도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한 편이며 특히 미술교사를 대

상으로 한 임용제도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술과 임용제도를 광의로 해석하여 양성과 선발로 나누어 본다면 미

술교사 양성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임용제도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

다. 양성 교육과정의 연구로는 교과 교육학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 (김

필선, 1995), 사범대학 미술교사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박은덕, 

2004b, 2005),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연

                                            
10

 2013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양성 축소방안과 수습교사제를 추진 중이다. (중앙

일보, 2013.1.1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52373> 
11

 2012년부터 중국 상하이(上海)지역에서는 수습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초ㆍ

중ㆍ고교의 교원 합격 후 1년 동안 별도의 수습교사 양성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심

사에 합격해야 정식 임명이 된다. 수습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절반은 정부의 주관으로 연

수를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학교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동방조보, 2012. 8.30.) 

상하이총영사관<http://shanghai.mofat.go.kr/edu/edu5,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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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김현주, 2012), 예비미술교사를 위한 시각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손지현, 2009),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사교육의 역

할 연구(백경미, 2005, 2006b) 등 미술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

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술교사 양성 교육과정이 일반대학 작가를 양

성하는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통합적으

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의 조화로운 학습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

사로서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예비 미술교

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실기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되 

작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과는 차별화 되야 한다. 또한 학습자에 대한 이

해와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 교

육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교육영역들의 중요성을 주장한 백경미(2005)는 

조지 게히건(George Geahigan, 2003)의 연구를 예로 들어 예비교사들

이 미술교육을 하는 이유, 미술교육의 목적과 목표, 방법들간의 관계를 

되돌아 보는 기회보다는 교과지식과 운영 기술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집

중하는 교육과정이 초래할 수 있는 교육적 결과에 주목하였다. 실제로 미

술 교사 교육의 목표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탐구 

정신과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미술 교사 양

성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와 같은 맥

락으로 최근 교실친화적 교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최돈형, 

2010). 과거 이론전달에 중점을 두었던 교사의 역할에서 다양한 학습자

를 이해하고 방대한 정보를 선택, 분류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과 임용시험 자체에 관한 연구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출제 

경향을 분석한 연구(박은덕, 2004a)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출제경

향을 분석한 연구(차지연, 2008)가 대표적이다. 박은덕의 연구에서는 교

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이 7:3정도의 출제경향을 보이고 교과교육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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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과정이 교과교육론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

다. 그리고 교과내용학에서는 이해, 감상 영역을 합친 것보다 표현 영역

의 배점이 가장 높고 단순 암기식에서 점차 이론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

제되고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다른 시대의 작품이나 다른 분야와의 

내용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나 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수

업상황을 적용하는 방법 등, 좀 더 현장실무적인 출제 경향을 보이는 것

이다. 그러나 출제위원에 따라 한 분야가 지나치게 비중이 높게 출제되거

나 특정 분야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

다. 차지연의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를 제외하고 교과교육학 

30~35%, 교과내용학 65~70% 이내의 비율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출제문항의 비율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12 주목할 점은 단순

히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 점점 질문이 복잡해지고 구체화면서 좀 더 현

장실무적인 출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박은덕의 연구에

서도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은 단순암기식 시험에서 좀 더 복

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

지연은 한 문제당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가 출제되

었을 때 하위요소의 문항을 여러 개 넣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문제의 수가 

늘어나는 경향으로 출제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출제범위를 넓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나 방대한 

범위 때문에 다소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반면,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는 교사의 교직적성과 교수능력을 평가하기에 미흡

하다는 점, 출제 문제 오류 및 특정 대학의 기출문제 시비, 전공과목의 

정답지 비공개, 부적절한 시험공고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개선안

                                            
12

 배점비율의 평균을 보면 교과교육학 영역 중에서 미술교육론 13.3%, 교육과정19.92%

으로 교육과정이 미술교육론보다 높고 교과내용학 영역 중에서는 이해 17.24%, 표현

42.45%, 감상10.4%로 표현영역의 배점비율이 가장 높고 다른 영역에 비해 다양한 문항

들이 출제되었다고 한다. (차지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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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필 평가를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 면접진의 범위 확

대, 주관식 시험의 정답 공개, 문제은행제 도입, 실기시험의 전국 통일을 

제안하였다. 

한편 중등 디자인 교사와 공예교사에 관한 연구로는 2005년에서 

2009년까지 디자인ㆍ공예교사 임용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한 박선영의 

연구가 있다(박선영, 2010). 그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

적된다. 첫째, 임용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교직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

다.13 미술과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공예과도 수급의 불균형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용시험의 출제가 특정 부분에 편중되고 있었다.14 

이러한 문제점은 미술과 임용시험을 연구한 박은덕의 연구(2004a)에서

도 지적된 바 있다. 셋째, 임용 자격기준과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출제문항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격기준을 

재정립하고, 예시문항과 수행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선영의 

연구는 차지연의 연구(2008)와 마찬가지로 수급의 불균형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제경향과 문항 분석을 함으로써 시험의 타당도 높이고자 하는 시

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교사 임용시험도 미술교사 임용시험과 비

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들에서는 임용시험 문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항이 출제 되었는지에 대

한 분석보다는 출제기관이 제시한 출제비율과 문항제시 형태 분석에 그

친 한계점이 있다. 이렇듯 미술교사 임용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임용시험

은 출제경향 분석의 대상이 되거나 예비미술교사 양성교육의 관점에서 다

                                            
13

 디자인ㆍ공예교사 자격증 발급 인원은 2007년 556명 중에 교사임용은 9명이고 

2008년 836명 중 12명, 2009년은 5명이 임용되었다.  
14

 2005년 시각디자인 38.57%, 2006년 환경디자인 32.81%, 2007년 시각디자인과 환

경디자인 21.66%, 20008년 환경디자인 22.95%, 2009년 환경다자인 20.51%로 높은 

출제율을 보였다. 이것은 환경미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 때문에 환경미술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출제비율이 특정영역에 편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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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다. 따라서 미술교사가 경험한 임용제도에 대한 연구는 수요자 

측면에서 임용시험을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등 미술교사 신규임용 시험제도를 분석하고 미술교사들이 

생각하는 임용시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

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 미술과 임용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은 어떠한가? 임용제도

의 전개양상을 알아보고 현재 임용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  

둘째, 현행 중등 미술과 임용제도의 절차와 구성은 어떠한가? 현황 파

악을 토대로 미술과 임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중등 미술과 임용시험에 대한 요구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실

제 임용제도를 경험한 미술교사들의 인식을 토대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종합하여 임용시험의 개선

안을 도출한다.  

제도는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여러 집단의 이해 관계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제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적으

로 쟁점을 분석할 때 역사적인 맥락을 아는 것은 단순 비판을 방지하고 

현상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비

해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도가 성립된 배경과 지속해온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거듭해온 제도는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했다고 해서 

전체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역사적인 맥락

을 이해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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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시작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 2 장 첫 번째 절에서는 신규임용제도의 양상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임용제도가 발생하게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임

용제도의 변천과 교사 선발현황을 알아본다. 그리고 임용제도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수급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 2 장 두 

번째 절에서는 미술과 임용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으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미술과 임용시험의 구성과 특징, 교사자격기준, 국외 미술교사 

임용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제 3 장은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장은 연구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미술교사들이 인식하는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다. 임용제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과 양성과정에서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제 5 장은 결론 부분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한다.  

 

 

3. 연구의 중요성 
 

 

중등미술교사의 경험으로 임용시험제도를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등 미술교사 임용제도의 의미와 타당도를 실제 수요

자인 미술교사의 입장에서 반영한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전달 속도가 빨라졌다. 따라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보다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교

육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조력자로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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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고 하는 말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용시험이 국가고

시로서 교사 양성과정과 예비교사의 신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한 미술교사들의 시각은 단순히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안하거나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보다 실제적인 관점으로 

임용시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둘째, 임용시험에 대

한 기존 교육학계에서 논의를 미술교육학의 논의로 확장시켜 적용한 점

에 의의가 있다. 그간 교원정책 중에 임용제도에 대한 연구는 교원교육연

구, 교육정책평가연구, 교육평가연구 등 교육학계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러한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의 관점을 

토대로 미술교사 임용시험을 분석하였으며 교사임용제도 안에서 미술과

의 임용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미술교사 임용

제도의 발전에 관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점을 지닌다. 첫째, 미술교사의 근

무 기간과 경력에 따라 변화된 교사양성 제도와 임용시험이 다르기 때문

에 변인을 고려해야 하며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둘째, 미술

교사의 임용제도의 인식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연구대상들은 그들이 경험

한 교육과정과 개인의 경험 및 사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

이 미술교사 전체의 인식을 대표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예비 미술교사라 함은 미술 교사 양성교육을 받으

면서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 직업으

로 중등미술교사를 희망하는 자를 뜻하고 미술교사라 함은 중등학교에 

재직중인 미술교사로 제한하여 서술한다. 수집한 자료 중에 임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미술교사의 의견은 결과분석에 활용하고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는 미술교사들은 양성과 임용제도의 제안부분에 의견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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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신규임용 제도의 양상 
 

 

1) 중등교사 신규임용 제도의 변천  
 

 

교원 정책의 가장 큰 축은 교사 양성과 선발제도라 할 수 있다. 교사자

격기준에 부합하는 자질 좋은 교사를 양성하고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

는 것이 교원 정책의 핵심이다. 먼저 해방 이후 교사양성의 전개를 보면 

8ㆍ15해방으로 인해 일본인 교사들이 일본으로 돌아감에 따라 교원양성

은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당시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학교

가 없었기 때문에 1946년 서울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사범대학을 설치하

였다. 문교개관을 보면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이 생기고 난 후 1947년 대구 사범대학과 1948년 2년제 공주 도립 

사범대학을 설치하여 중학교 교원 양성을 담당하였다. 이후 공주 도립 사

범대학은 1954년에 4년제로 개편되었다.15 이 세 학교에는 인문 과학계 

학과만이 설치되었는데 1955년에 광주, 부산에 2년제 사범대학을 설치

하여 예능계 학과의 교원을 양성하였다.16 이때 일반 대학의 교직 과정이 

설치된 것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않는 교과목에 한하여 부족한 교사

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이후 양성규모가 확대되면서 사범대학과 

함께 중등학교 교사양성의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공추려, 2007). 

사립대학교의 경우, 1951년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을 시작으로 사립

대학교에 사범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수도여자사범대학

(1954)과 서울물리사범대학에 사범대학이 설립되었다. 국립대학과 사립

                                            
15

 1961년 교육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1962년부터 교육기관을 개편하였다.  
16

 문교개관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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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사범대학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부족한 교사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교사 수요 부족을 해결하고자 중등 교원 양성

소를 예능계와 실업계 대학에 설치하였고 이후 1948년에 수급의 균형으

로 교원 양성소는 폐지되었다. 현재의 교사양성은 모두 대학교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다수의 교사들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초기의 교사의 교육 정도를 보면 교사양성기관들이 출범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교사는 총 중등 교원 12,748명 중 174명에 

지나지 않았다.17 

1960년대 중반부터는 사범대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체능 교과를 

양성하는 일반대학의 교직과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1963년부터는 교직

과 졸업자에게도 사범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원양성의 규모를 확장하는 추세에 따라 1966년부터는 일반대학에 사

범계 학과와 교과교육과의 설치를 장려하였다. 조동섭(2007)은 이러한 

배경으로 사범대학과 중복되는 학과가 설치되고 기능 또한 사범대학과 

중복되면서 기능의 중복, 교사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조

동섭, 2007). 본래 일반대학에 교원양성의 기능을 역임한 것은 전공의 

세분화와 다양화에 따라 사범대학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교과목의 양성을 

위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일반대학의 교원양성 과정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족한 교사수급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교사양성 규

모가 수급의 규모를 앞서가면서 현재의 교사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원

인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교육대학원의 설립을 들 수 있다. 

1965년 교육대학원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직교사의 재교육과 중등

교사 양성을 담당하였다. 교육대학원은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

여하였으나 현직교사와 예비교사가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현직교사에

                                            
17

 1952년 기준으로 초,중등 총 교원의 수 48,848명이며 중등교사 중 기타대학 졸업자

는 2,563명이었다. 한국교육사 p.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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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좀 더 실용적인 지식의 습득을, 예비교사에게는 단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코스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도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의 교사 

재교육과 교사 양성의 기능이 중첩됨에 따라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의 교육대학원에 연구로는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운영 및 만족

도를 조사한 김현주(2012) 의 연구가 있다. 현장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

이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과정과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주장하였다. 한편 개방형 교사양성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1985년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 목적형 양성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가 설립 되었

다. 교사 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양성기관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가속화 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박상

완, 2000). 

요약하면 해방 이후 1946년에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을 필두로 교원

양성이 시작되었고 1960년대 팽창기를 거쳐 1980년대에 이르게 되었다. 

본래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임용이 되었으나18 1973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교원임용 순위고사 시행지침’ 에 따라 사범대학졸업자를 제외하

고는 채용고사에 합격해야 신규채용이 가능해진 것이다.19   

과거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수요를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던 것을 1991년부터 국공립의 차등 없이 공개경쟁시험으

로 변경되었다. 당시의 반발여론은 국가고시제의 도입은 교원적체 해소하

기 위한 정부의 은폐방안이라는 것과 교육 민주화 운동의 확산을 저해하

려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20 1988년 당시 1만3천5백 명이 미 발령 대

기 중이며 발령여부 또한 불투명하다는 기사를 보면 당시의 적체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부족한 문

                                            
18

 공무원법 제11조(1953.4.18.제정) 공무원임용령 제5조(1953.11.1.) 교원(대학교원 

제외)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서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의 우선임용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

 교육부, 교육50년사, pp. 658-659. 
20

 대학신문, 1988.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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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 문교행정의 무계획성이 지적되었다. 

 

국가고시제를 통해 합격인원을 정함으로써 교원 수를 통제하고 이를 통

해 교육재정의 감축과 교육세비 전용, 무계획적인 문교 행정으로 인한 교

원적체를 은폐하고 사범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하

게 하기보다는 시험에 매몰되게 함으로서 현정권의 완전한 하수인으로 전

락시키려는 술책이다. (대학신문, 권오성, 1988) 

 

그 다음해인 1989년에도 교원발령 적체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당시 대학신문의 표지기사를 보면 교원발령 적체에 대한 문제점

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체 해결방안에 대한 요

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의 도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해마다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원발령적체 문제와 관련 임용교원

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갑자기 국립, 사립의 차별

성을 없애 사립대학 출신자의 임용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고시를 실시

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대응 방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신문, 1989) 

 

이렇듯, 국가고시제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사범대학의 반발은 매우 거셌

으나 교육법시행개정령안이 1989년 1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다. 그에 대한 변화로는 1990년대 신입생부터 국립사범대학과 교육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제도가 폐지되었고 공개임용 국가고시제가 실시되

었으며 1991학년도 입학시험부터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성적이 면접고

사와 함께 의무적으로 점수화되었다.  

주목할 점은“이번 실질적인 많은 부분이 교원이 될 학생들에 대한 통

제를 고교시절의 지원에서부터 양성, 임용에 이르기까지「종합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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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지배이데올로기 주입이라는 기존

의 교육정책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의도로 보인다.”21  라는 의견이다. 기

본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의 발전과 후대양성에 

힘쓰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에 의한 지나친 통제

는 교육의 자율성을 압박하게 되고 양성과정의 통제는 질 관리 측면에서 

균일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종합화”는 획일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양성과정에서 차별화를 두되 

동일한 선발기제로 교사를 선발한다면 양성과정의 차별화 역시 희석되어 

교육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본질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혜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교육에서도 획일성과 경직

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는 공교육의 보편성의 이념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양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획일화의 위험이 내재되

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내용이 집

권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물들 가능성을 배제 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여러 집단의 상충된 의견을 뒤로하고 예정된 해의 다음해인 1991년부

터 공개경쟁시험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개경쟁시험이 실시된 

배경은 국립사범대학과 사립사범대의 갈등에 집중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전부터 공개시험을 계획하

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1994년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예정

일 보다 일찍 시행된 것은 당시 사립 사범대학의 평등권과 맞물려 시행

일이 앞당겨 졌기 때문이다(박성호, 2004). 

교원양성정책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

속적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2  2004년 사범대의 

                                            
21

 대학신문, 1989.11.13. 
22

 김종명(2011)의 연구에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다. 2003

년 10월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2003.10.),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헌 판결, 

(2004.3.25.)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 (2004.10.29.), 교원양성체제 개편방

안(2005.9.), 교원정책 개선방안(2006.1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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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위헌판결로 인하여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2008년 적용시험부터 2차 시험에서 3차 

시험으로 전환되는 것과 학사와 석사를 통합한 5년 양성안과 교원전문대

학원 도입을 통한 6년 양성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은 실기와 면

접 비중을 높여 실제 수업능력을 강조하고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임용시험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시험,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이 지나치

게 커서 시험의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10월 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개정

하였다. 2009년도(2008년 하반기 시행) 임용시험부터 현행 2차 시험에

서 1차 시험 선택형 필기,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과 수업능력 및 실기시험의 3단계로 바뀌었다.  

그리고 2011년 4월 1일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

다.23 교직 입문 단계부터 수업능력과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중점사항은‘잘 가르치는 교사’,‘창

의ㆍ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10분이었던 3차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 함으로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하였고 기존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1차 시험은 2차 시험의 응시 여부만 결정하고 최

종 합격자는 2차와 3차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 개선 방안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일부 개정령(2007.10.1.),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2011.4.1.)  
2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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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1년도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  

구분 2009년~2010년 2011 개선방안 

3차 시험 수업실연 

평가 시간 및  

배점 확대 

평가시간: 10분 

수업실연 배점:  

중등40점 

평가시간: 20~30분 

수업실연 배점: 상향조정  

(시도 교육청에 권장) 

1,2,3차 시험성적 

합산 방식 개선 
1차+2차+3차 2차+3차 

수업실연(3차 시험)

평가 객관성 제고 

시ㆍ도별로 각각 자체  

평가 지표 개발 활용 
전국 표준안 개발 제시 

교직적성 심층면접 

(3차 시험)평가 지표  

개발ㆍ 적용 

시ㆍ도별로 각각 자체  

평가 지표 개발 활용 

정책연구를 통하여  

표준 지표(안) 개발 

교사 임용 규모  

사전예고제 도입 

사전예고 미 실시 

시험 20일전 공고 

시험실시 6개월 전 개략

적인 임용규모 예고 

시험 20일전 본 공고 

출제 및 관리체제(위

원 구성 등)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대학교수들로만 구성 
시ㆍ도 전문가 

(교원 등) 참여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 
1년간 연장 2년간 연장 

도서ㆍ벽지 지역  

근무 희망교사 별도  

구분 선발 

미 실시 
근무예정학교를 미리 정

하여 구분 선발 가능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3.31. 

 

2011년의 개선방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보완하였다. 10분

간의 수업실연으로 평생 교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에는 평가의 기제가 

미약하였으나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을 확대한 것은 기존의 평가방식

에서 개선된 점이라 할 수 있다.24 그리고 3차 시험에서 현장의 수업능력

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화된 지표가 개발되었는데 수업단계에 따른 영역

(도입-전개-정리)및 요소 별로 객관화하여 평가에 적용하였다. 현재 시

                                            
24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확대 권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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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3차 시험은 학생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

고 있다. 세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주어진 주제에 따라 수험생은 도

입-전개-정리 순으로 지도안을 작성하여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때 학

생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발문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규 임용규모 사전예고제는 지역별로 수요가 적거나 아예 당해 선발

하지 않는 과목이 발생하여 수험생의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였던 경우를 

보완하고자 개략적인 규모를 6개월 전에 발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도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25 그리고 출제 및 

관리 면에서는 기존에는 대학교수들만 출제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현

재는 현직의 교사들도 문제 출제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

과 연계성을 높이려는 추세이다.  

 

 

2) 교사 선발 현황 
 

 

교직의 높은 유인가로 인해 임용시험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

다. 전체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면 1999년 8.5%, 2000년 10%

로 소폭 증가하다가 2001년에 6.6%, 2002년 5.5%로 감소세를 보인다. 

2010년은 4.4% 2011년은 4%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매우 낮다. 

1999년에서 2011년의 평균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6.75%이다. 대

략 100명이 응시를 했을 경우 4명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양성과정이 수

급에 비해 비대해졌음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2년과 2003년은 각

각 15.8%, 11.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7ㆍ20 교육여건개선사업』26으

                                            
25

 시험 준비 후 해당 교과를 선발하지 않는 사례로 인해 예비교사의 1인 시위가 벌어지

기도 하였다.  
26

 7ㆍ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1년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서 선진국형 교육통계와 

지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학교당 적정학급 규모를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하로 줄이

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였던 사업이다. 시행 배경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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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규 채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5%대의 합격률을 보인다. 

이러한 불균형의 요인 중 하나는 매년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이 발급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2011년의 경우 임용된 전체 인원은 2,687명으로

서 이는 2011년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인원 16,972명2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지원자 수가 67,509명임을 감안할 때 2011

년 자격증 발급 인원이 모두 시험에 응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50,537명은 임용시험을 최소 2회 이상 응시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아래의 [표2]을 보면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표 2] 연도별 중등교원 임용시험 지원자 및 합격자 수
28

 

                                                             (단위: 명, %) 

구분 지원자수 합격자수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 

  1999  31,847 2,709 8.5 

2000 64,561 6,698 10.4 

2001 41,070 2,725 6.6 

2002 45,445 7,170 15.8 

2003 60,629 6,800 11.2 

2004 64,371 5,831 9.1 

2005 73,205 3,999 5.5 

2006 79,272 5,315 6.7 

                                                                                                                
(OECD) 교육환경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업은 단기간 내 학

교의 신축과 개축이 집중되어 교육제정 재정문제와 교사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육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교육수요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충청일보, 2009. 

8.24.)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그 규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15개교를 신설하고 

교원3700명이 증원되었다. (연합뉴스, 2001.9.5.)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341, 2013. 6.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aid=0000097069, 2013.6.8.> 
27

2011년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대학에서 발급 된 인원 16461명, 시도교육

청 발급인원 299명으로서 총 16,972명에게 발급되었다. (교육통계연보, 2011) 
28

 신규 중등교원 임용시험 지원자 및 합격자 수로서 2008년과 2011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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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6,672 5,520 8.3 

2008 66,993 4,964 7.4 

2009 73,445 4,208 5.7 

2010 70,956 3,151 4.4 

2011 67,509 2,687 4.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신규 교사의 수요보다 발급되는 교원자격증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표3]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2급 정교사 교원

자격증 발급현황이다.29  

 

[표 3] 연도별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명) 

구

분 
1980 1985 1990 2000 2005 2008 2009 2010 

합 

계 
- 20,084 28,992 23,714 21,620 16,520 16,802 17,69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1985년에서 약 2만 명에게 발급 

되었다가 1990년에 약 2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

다. 1990년에 발급인원이 증가한 것은 1991년에 공개경쟁시험의 도입으

로 인하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인 2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래로 자격증의 발급이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교직 입문의 경로가 확대되면서 누적된 교원자격

증 소지자는 앞서 보았듯이 전체 임용시험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 도입된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29

 2급 정교사 자격증은 시도교육청, 대학교, 교육과학기술부, 각종학교, 산업대학으로  

분류하여 발급되고 있으나 발급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교의 발급상황만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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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30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교직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31 이는 교원 양성 체계의 질 관리와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교사 양성과 선발의 불균형은 미술과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의 [표4]를 

보면 2007년 미술교사 선발 현황으로서 당시 모집인원과 선발인원을 파

악할 수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전, 대구의 경우 약 84:1의 경

쟁률을 보이며 평균 경쟁률은 약 30:1이다. 지원자 대비 합격비율로 본

다면 이 역시 4%이하이다. 이것은 양성규모가 선발규모에 비하여 비대

해졌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체 중등교사의 수급불균형은 각 교과에도 

영향을 주며 미술과도 예외는 아니다.  

 

[표 4] 2007학년도 미술과 임용시험 경쟁률
32

 

(단위: 명, %) 

구분 모집인원 지원자 누계 경쟁률 

일반 장애 미임용 일반 장애 미임용 일반 장애 미임용 

서울 1 - - 83 - - 83.00 - - 

경기 41 2 2 921 9 1 22.46 4.50 0.50 

인천 9 1 - 338 7 - 37.60 7.00 - 

대전 3  2 85 - 2 85.00 - 1.00 

대구 1  2 85 - 2 85.00 - 1.00 

광주 1 - - 75 - - 75.00 - - 

울산 5 - - 133 - - 26.60 - - 

부산 7 - 2 153 - - 21.90 - - 

강원 -  - - - - - - - 

충북 - - 2 - - - - - - 

충남 5 1 1 164 4 1 32.80 4.00 1.00 

                                            
30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996년 제 3차 ‘교육개혁방안’(1996.8.20)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1주기(1998-2002년), 2주기(2003-2009년), 3주기(2010-2014년)평가를 실

시한다. 
31

 한국교육개발원이 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서 A등급 대학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자

율권이 주어지고 C, D 등급을 받은 대학은 학과정원의 20-50%감축하는 재제조치가 이

루어졌다. 2주기 평가(2003-2009) 결과로 인하여 1990년 이후 개설된 사립 교육대학

원 미술교육전공은 7개 대학에서 폐과가 되었다. (김현주2012) 
32

 차지연(2007)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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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 1 - 300 9 - 50.00 9.00 - 

경남 8 1 3 259 8 2 32.00 8.00 0.70 

전북 2 - - 76 - - 38.00 - - 

전남 - - - - - - - - - 

제주 - - - - - - - - - 

합계 89 6 14 2714 37 6 30.49 6.16 0.42 

 

경기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미술 교사를 모

집하고 있는데 2013년 전형에서도 상대적으로 모집규모가 큰 편이었다. 

매년 총 모집인원의 30%이상을 차지하며 2007년의 경우 선발인원 89명 

중 경기도모집인원이 41명을 모집함에 따라 총 선발인원의 절반을 차지

하였다. 차지연(2007)은 그 원인에 대하여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인구 

유입 등으로 경기도에 다수의 공립학교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수급정책은 학교의 신설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수업 

시수 변화, 그리고 교사의 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한 교사정원의 변동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다. 경우에 

따라 미술교사를 한 명도 모집하지 않는 지역도 해마다 여러 곳 발생한

다. 때문에 예비미술교사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희망지역과 관계없

이 선발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응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이 교사를 선발하

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2007년 당시 모집인원의 구분은 일반, 장애, 미 임용으로 구분하였다.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이것은 장애인

에 대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 임용 부

분의 모집은 과거 국ㆍ공립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교육공무원법(법률 

제 3458호) 제 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한 부분이

다.33 그 결과 1991년 임용제도가 공개전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

                                            
3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8478호, 2004. 7.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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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있었던 졸업자들도 임

용시험을 봐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는 교직 이외의 직업을 택하기

도 하였다.34 가장 최근의 개정법에 따르면 현재 미 임용자가 교사가 되

고자 할 경우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에 미 임용자 등록신청을 

한 후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전형을 통과해야 

한다.35  

다음은 2013년도 미술과 임용시험 경쟁률이다. 2007년과 비교해보았

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서울지역의 선발인원이 1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기본적으

로 수급의 원칙에 따라 서울지역의 교사 수급이 증가하였다. 그 배경은 

문화예술정책을 강화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미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 둘째, 2013년 임용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임용시험

은 객관식 전형의 마지막 시험이 되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반발과 

기존의 적체되어 있는 인원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교사 수를 확충하였다.  

반면 인천, 대전, 울산, 부산, 충남, 전남의 경우 모집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가정한 원인들 중 하나의 원인으로 교사 모집 인원이 변동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 규모 안에서 복합적으로 수급정책이 이루어 지고 

모집인원이 결정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예비 미술교사는 이전과 마찬

가지로 지역에 따른 선발인원의 규모를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미

술교사들은 지역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예고제

36를 통해 시험공고 이전에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임용시험의 난이

도와 경쟁률을 미루어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수급정책이 필요하다.  

                                            
34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2003) 국회교

육위원회. 대한민국국회. 이 자료에는 당시 상황과 쟁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35

 미임용자에 대한 관련 법규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3.23][법률 제 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에 나와 있다.  
36

 사전예고제는 중등 임용시험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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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의 경우 2007년 약 31:1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 15:1로 나타났

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완화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아직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표5]에서 2013년도 미술과 임용

시험 지역별 경쟁률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 2013년도 미술과 임용시험 경쟁률
37

 

                                                             (단위: 명, %) 

 모집인원 지원자 누계 경쟁률 

 일반 장애 합계 일반 장애 합계 일반 장애 합계 

서울 32 3 35 489 8 497 15.28 2.67 14.20 

경기 19 1 20 239 2 241 12.60 2.00 12.10 

인천 - - - - - - - - - 

대전 - - - - - - - - - 

대구 14 1 15 221 4 225 15.79 4.00 15.0 

광주 4  4 74  74 18.50  18.5 

울산 - - - - - - - - - 

부산 - - - - - - - - - 

강원 11 1 12 133 3 136 12.10 2.00 11.30 

충북 2  2 36  36 18.00  18.00 

충남 - - - - - - - - - 

경북 4 0 4 50 - 50 12.50 - 12.50 

경남 8 1 9 141 - 141 17.63 - 17.63 

전북 2  2 36 - 36 18.00 - 18.00 

전남 - - - - - - - - - 

제주 5 - 5 57 - 57 11.40 - 11.40 

세종 2 - 2 22 - 22 11.00 - 11.00 

합계 103 7 110 1498 17 1515 14.80 2.67 14.51 

 

 

2007년과 2013년의 미술교사 선발현황을 요약하면 2007년 총 모집

인원 89명, 2013년 총 103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2007년 약 30:1, 2013년 약 15:1의 경쟁률을 보인다.  

양성의 규모가 수급의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다수의 교사양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100명 중 96명은 교사가 될 기회를 

                                            
37

 각 교육청 모집인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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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욱환(1986)의 글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면 국가는 가시적 효과가 큰 

양적 확대에만 정책적 배려를 할 수 밖에 없어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된다. 그 결과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지만 그들이 받은 교육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쓸모가 없거나 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다. 일자리 수의 증가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거의 무관하며 양산되는 졸

업자 수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고학력자들은 학력에 어울리는 

일자리를 구하지만 그런 일자리가 수요자의 기대만큼 공급될 수 없으므로 

교육받은 실업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다. 교육받은 실업자들은 개인적으

로는 물론이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며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

욱환, 1986) 

 

1980년대 교직이수의 확대, 사립 사범대학이 증가하면서 중등 교사 양

성과정이 확대가 되고 1980년대 경쟁은 심화되었다. 그리고 IMF 구제금

융기간으로 안정적인 직업인 교직공무원의 유인가가 높아졌고 사범대학

과 교직이수간의 차등이 없어지면서 임용시험 자체를 위한 경쟁이 가속

화되었다. 그리고 양성되는 예비교사의 수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구조는 오욱환이 지적했듯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

러한 수급의 불균형은 교사양성과정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양성기간이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기보다 오로지 시험에 선발되

기 위한 시험준비 과정으로 퇴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원양성의 사회적 낭비를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3년 1월 예비교사의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일반교사양성을 사

범대학에서 집중한다는 내용의 교원양성제도의 개편안을 제안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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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현재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으로 양성되는 

것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두 가지 경로로 양성하고 교원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교육대학원은 기존교사의 연수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임용시험 합격 후 바로 학교 발령이 되는 것

이 아닌 6개월에서 1년의 수습교사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

도적인 개편 방안은 현재 지나친 수급의 불균형의 해소하고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대학원의 순기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2.  중등 미술교사 신규임용제도 및 자격기준  
 

 

1) 미술과 신규임용제도 
 

 

본 장에서는 「교육공무원법」39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

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40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는 현행 미

술과 임용시험의 시행 과정을 분석한다. 교육공무원법에서‘임용’은 신

규채용뿐만 아니라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

(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뜻하지

만 본 연구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에 한정하여 서술한다. 교육

공무원법 제4장 제10조를 보면 임용의 원칙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추진방안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중앙일보 (2013.1.18.)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52373.7.22.> 
39

 「교육공무원법」[(타)일부개정 2013.3.23법률 제11690호]는 교육공무원의 자격ㆍ

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다.  
40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개정 2012.8.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5]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임용시험의 기준을 제시하

는 법이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5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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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공무

원법 제4장 제10조) 

 

교사의 신규채용에 관해서는 제4장 제11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교사

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

은 교사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예비미술교사에게 균등한 기

회가 보장되어 있으며 공개전형의 원칙을 따라 1년에 한번 시행되는 임

용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는 임용시험의 단계와 방법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실시 및 공고, 제

출서류, 합격자의 선발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현행 임용시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교육학, 전공 객관식시험, 2

차 전공 논술형시험 3차 실기와 면접으로 진행된다. 예체능과목은 실기

전형이 3차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술과도 3차 전형에서 실기시험을 치른

다. 실기과목은 각 교육청 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서울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먼저 1차 전형은 교육학과 전공으로 이루어

져있다. 2012년 교육학 폐지논란이 일면서 초등임용에는 2013년도부터 

교육학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중등임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학의 

출제 범위 및 내용은 교육학 전반에 걸친 지식을 묻고 있으며 전공지식 

이외에 교사로서 알아야 지식을 측정한다. 출제범위의 기본원칙은 임용시

험 모집 공고일 당시 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

육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술과의 경우 전공은 교과교육학 영역으로 미술교육학을 평가하고 교

과내용학으로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표현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

한다. 2차 전형에서는 전공논술 영역으로서 2교시 총 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출제비율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이 대략 절반 정도의 비

율로 출제된다. 마지막 3차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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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체소묘와 주제가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서 조형요소와 구성요소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시도교

육청에서 시행공고, 원서교부, 접수, 문답지 운송, 시험실시, 합격자 발표

를 담당한다. 그러나 2013년 임용시험출제기관 문제가 생김에 따라 잠정

적으로 이러한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2013년까지 임용시험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문 

문제출제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41 임용시험의 출제기

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출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평가하는 문항

을 출제한다.  

셋째, 단순한 암기력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이해력과 적용력(분석력, 

적용력, 종합력, 평가력 등의 고등정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넷째,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다섯째, 평가의 목표 및 내용이 특정 영역이나 학설(또는 이론)에 치우

치지 않고,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여섯째, 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출제한다. (교육과정평가원, 2012) 

 

이러한 출제방향은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기준이 되고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은

                                            
41

 임용시험의 문제는 시도교육청 관할이었으나 시험의 규모가 크고 출제인력과 비용에 

드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임용시험출제를 일임

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험출제기간 2~3달은 본래의 교육과정 연구업무를 중단

해야 할 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시험출제에 대한 부담이 큰 현실이다. (정책관계자 인터뷰,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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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2012)은 출제형식의 조건에서 질적인 문항을 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그 원인으로 다른 교과와 동일한 형식의 문제유형으로 출제

해야 하는 점, 획일적으로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항을 출

제해야 하는 점을 꼽고 있다.  

2009년도부터 이전 2차 전형으로 진행 시행되었던 시험이 3차 전형으

로 실시되고 있다. 1차는 교육학과 미술에 대한 전공지식을 묻는 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2차는 미술에 대한 전공지식을 논술형 문항으로 출

제된다. 그리고 3차는 실기평가, 수업실연, 면접으로 평가가 이루어 진다. 

출제범위 및 유형은 다음의 [표6]와 같다. 

 

[표 6] 중등 미술교사 임용시험 출제 범위 및 유형 

구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출제비율 유형 

 

1차 

 

교육학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

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

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

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과 

교육학 

25~35% 

 

교과 

내용학 

75~65% 

 

5지 

선다형 

40문항 

 

전공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17

호 (2008.8.1)〔별표 1〕‘표시과목

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

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

학(론)을 제외한 과목 

 

 

교과 

교육학 

25~35% 

교과 

내용학 

75~65% 

5지 

선다형 

40문항 

 

2차 

전

공 

1교시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 

평가 

교과 

교육학 

35~55% 

교과 

내용학 

논술형 

2문항 

2교시 
논술형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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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3차 

실

기 

평

가 

Ⅰ 
인체소묘 

(조형요소 및 원리표현) 
 

실기 

Ⅱ 
주제가 있는 다양한 표현 

(주제중심의 조형요소 및 원리 표현) 
 

교수ㆍ학

습 지도안 

작성 

일정 단원의 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필답형 

수업실연 수업 능력  구술형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구술형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2012-160호(2012.09.28.) 

 

미술과 임용의 특성인 실기평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

기평가는 2교시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Ⅰ에서 “인체소묘”를 실기Ⅱ에서

는 “주제가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 구성된다. 실기 재료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과 수험생이 준비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청이 제공하

는 것으로는 실기Ⅰ에서는 모델 2인, 미술연필, 미술용 지우개, 이젤, 3절 

켄트지, 3절 켄트지 용 화판, 압정, 문방 칼, 켄트지 부착용 집게(부착용 

집게, 압정, 문방 칼은 표현 재료가 아님)를 제공하고 실기Ⅱ에서는 4절 

켄트지, 4절 켄트지용 화판, 물통, 작업 테이블, 이젤, 휴지, 켄트지 부착

용 집게(부착용 집게, 압정, 휴지는 표현 재료가 아님)를 제공한다. 수험

생의 준비물로는 실기Ⅰ에서는 미술연필, 미술용 지우개가 필요하고 실기

Ⅱ에서는 기본용품은 미술연필, 미술용 지우개, 붓, 팔레트 등(전공재료 

일체)이고 선택재료는 수채물감, 먹, 포스터칼라, 유성색연필, 지점토이다. 

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42  

실기Ⅰ과 실기Ⅱ의 모델과 주제는 시험 당일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

다.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교육청 제공하는 재료와 허용된 재료 이외의 

                                            
4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2013-1호 제2차 시험 합격자 및 제 3차 시험 장소 공고 안

내문에 실기 재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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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채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료의 사용에 대한 규

정이 엄격해진 배경에는 2008년 2월 중등미술교사 임용실기시험의 공정

성 논란이 있었다.43 그 당시에 선택용구로 수채물감, 아크릴물감, 먹, 포

스터칼라, 색연필, 콘테, 지점토가 제시되었는데 약 70%의 응시생이 선

택용구에 제시되지 않은 재료인 파스텔44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시도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파스텔을 사용한 작품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합격하는 학생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제기되었다. 

2008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하고 파스텔을 쓴 응시자

들은 불합격 처리하거나 해당 실기성적을 무효로 했어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45 이후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 재료 이외의 작품은 채점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한 것이다. 이렇듯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험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응시생 입장에서도 동일한 시간 안에 작품

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파스텔은 건성재료이기 때문에 마르

는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그릴 수 있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작품

제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번짐 효과가 뛰어난 재료라서 다수의 학생이 파

스텔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하지만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평가기준을 현재와 같이 동일한 재료, 동일한 시간 안에 누가 더 

완성도 있게 한 작품을 완성하는 지에 둘 것인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43

 당시 공정성 논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연합뉴스(2008. 2.18.)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270275, 2013. 5.20.> 
44

2007년도에는 파스텔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2008년 시험에 파스텔을 제외한 이유는 

작품완성 후 분말가루가 다른 작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45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내용은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

755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에 상세히 나와있다.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4

300, 2013.6.10.>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2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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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여 한 작품이 아니라 응시자의 포트폴리오를 선발전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포트폴리오 제작과

정을 모두 평가에 넣기에는 제약이 있고 자체제작이 아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점이 요구된다. 따라서 작품만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아

닌 다양한 활동과 생각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 평가가 필요하다.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예비미술교사들은 실기시험도 유형에 맞는 준

비를 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단시간에 평가하는 실기방식은 창의적인 발

상의 표현보다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기술을 훈련하는 식

의 실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된다.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

해서 표현력은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한 습득은 대부분의 

예비 미술교사들이 대학교 입시를 겪으면서 이미 지나온 과정이다. 그리

고 미술을 전공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근래 미술대학 입시전형이 표현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는 관점에서 

학생이 미술관련 활동을 얼마나 활발히 하였는지,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등 관련 포트폴리오를 평가요소에 포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

용 실기시험은 현재 미술대학 입시전형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미술교사는 자신의 주 전공 이외의 미술과목들에 대한 지

식과 실기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실기를 일회성

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주 전공 이외의 실기수업을 필수로 이수하고 재료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및 지도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시험의 시행 일정은 과거 신규채용규모가 시행 20일 전에 발표되었으

나 지역별로 모집인원이 상이함에 따라 오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사전예

고제를 도입하였다. 서울의 경우 2012년 9월 28일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에 시험 일정에 대한 공고가 나고 2012년 11월 11일에 1차 시험이 시

행되었다. 서울의 2013년도의 임용시험 시행일정은 [표7]와 같다.  



 

 - 34 - 

[표 7]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일정 

구분 시험과목 배점 대상 시험일 시험시간 

 

1차 

교육학 

(선택형) 
20 

제 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12.11.10. 

(토) 

09:00~10:10 

(70분) 

전공 

(선택형) 
80 

10:40~12:40 

(120분) 

 

2차 

전

공 

(논

술

형) 

1교

시 
50 

제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2배수 선발) 

2012.12.15. 

(토) 

09:00~11:00 

(120분) 

2교

시 
50 

11:30~13:30 

(120분) 

3차 

실

기 

 

1교

시 
15 

제 2차 시험 

합격자 전체 

(1.5배수선발) 

 

 

 

2013.01.16. 

(수) 

09:00~12:00 

(180분) 

2교

시 
15 

13:00~16:00 

(180분) 

교수ㆍ학

습 지도안 

작성 

10 

2013.01.22. 

(화) 

09:00~10:00 

(60분) 

심층면접

용 자기기

술서 작성 

없음 
10:00~10:40 

(40분) 

수업실연 20 

13:00~ 

(20분구상, 

20분 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40 

2013.01.23. 

(수) 

09:00~ 

(10분 구상, 

10분 면접) 

합격

발표 
  

2,3차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선발 

2013.02.05. 

(화)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2012-160호(2012. 9. 28.)  

 

[표7]에서 보듯이 3차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한 뒤 약 한달 후에 시

험을 치르게 된다. 2013년 임용시험에서 서울시의 경우 2차 시험 합격공

고46가 2013년 1월 7일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예비미술교사는 3차 시험 

약 열흘 전에 2차 시험의 결과를 알게 된다. 기존 2차 전형에서 3차 전

                                            
46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2013-1호(2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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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바뀌면서 시험 시행시기가 앞당겨졌고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증가하였다. 응시생들 또한 약 3달간 시험을 치르면서 심리적, 체

력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다. 따라서 2013년에 시행되는 임용시험부터 

3차였던 시험이 종래의 2차 전형으로 회기 하였다. 3차에서 2차로 변경

된 임용개정안을 미술과에 적용해서 표로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 8] 2013년도 임용 시험 개정안 

구분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유형 

 

1차 

 

교육학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

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

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입형·서술형 

논술형 

필기시험 

 

전공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2차 

 

 

실기 평가 인체소묘 실기 

주제가 있는 다양한 표현 

교수ㆍ학

습 지도안 

작성 

 

일정 단원의 교수ㆍ학습 지도안 작성 

 

필답형 

수업실연 수업 능력 구술형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

양 

구술형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2012.12.28.) 

 

2013년도 임용 개정안을 보면 시험출제 유형은 교육학은 논술, 전공은 

서답형으로 변경되었다. 서답형이란 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의 출제방

식을 일컫는다. 미술과의 경우 객관식 전형으로 변경되자 채점기준이 명

확해지면서 채점의 효율성을 높인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예비미술교사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정답뿐 만 아니라 객관식 보기의 내용도 모두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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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알아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위 “시험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

는”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는 방대한 시험범위를 제한된 시간 안에 

습득하기 위하여 사교육을 찾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13년에 개정된 임용시험의 세부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시자

격 요건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3급 이상)인증서를 추가한다.47 둘째,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재학 중 2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48 셋째, 대학의 교직과목 성적

평가 기준과 교직소양 학점 취득을 상향 조정한다.49 2013년도 입학생부

터 기존 졸업 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이었던 기준을 전공과목의 

100분의 75이상, 교직과목 100분의 80이상으로 변경하고 교직소양 4학

점을 6학점으로 상향한다. 다섯째, 시험체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

화 하고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50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표 9]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인증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증서 제출 

(2013.9.1. 이후부터 적용) 

대학 교직과목 졸업평점 환산
대학 교직과목 이수기준 강화 

                                            
47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를 추가하는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2012.12.28. 개정) 제8조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제10조 제출서류, 제17조 합격

자의 결정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48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2012.11.21. 개정), <별표1>1. 무시험검정 합격기

준(제19조제3항 관련)에 제시되어 있다.  
49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과 교직소양 학점 취득을 상향한다는 계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2012.11.21. 개정), <별표1>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및「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2012.11.21. 개정) 
50

 2차로 변경되는 시험단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2012.8.2.

개정), 제6조 시험의 단계, 제7조 시험의 방법,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등 부분에 명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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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강화 점수 100분의 

75이상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이상 

교원양성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의무 실시 

교원양성기관에서 

임의로 실시 여부 

결정 

(양성 및 자격부여) 필수적으로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의무 및 

결과 반영 

- 재학 중 2회(1~2/3~4학년) 이상 

실시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모형 개발 및 

보급(2013. 1.예정) 

교원임용시험 

체제 개선 

3단계 전형 

<중등> 

- (1차 객관식) 

교육학, 전공 

- (2차 논술형) 

전공 

- (3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2단계 전형 

<중등> 2013년부터 시행 

- (1차) 교육학(논술), 전공(서답형) 

- (2차)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학생 이해 및 학교폭력 등 다양한 

교실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중심 평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12.28. 

 

이와 같은 변화는 창의 인성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양성 과정에서

부터 미래 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인성함양 도야를 목

표로 한다. 그리고 교직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교직이수요건 강화는 교사

자격증의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

존 3차 전형에서 2차 전형으로 줄인 것은 시험기간에 소요되는 인적, 물

적 소요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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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교사 자격 기준  
 

 

앞서 임용시험의 체계와 구성 및 선발현황을 살펴보았다. 임용시험은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사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다. 교사의 자격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사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알

아본다.  

교사가격기준은 1급 정교사와 2급 정교사로 나뉘며 2급 정교사는 임

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3년 이

상의 교육경력을 쌓고 1급 정교사 연수과정을 거치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장 제6조 교사의 자격항목에 근거하여 

교사자격기준을 확인하면 교사는「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

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다. 교사 자격기준은 아래

의 [표10]와 같다.  

 

[표 10]교사자격기준
51

 

 

1)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1급)*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1.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

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5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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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

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

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

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에 한해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 

교자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무시험검정으로 교사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교사자격증이 발급되

기 때문에 미술교사로서 인성적 특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를 선발할 때 기준에 따라 중점적으로 선발의 기제가 달

라질 수 있는데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

한 일반기준 10가지를 발표하였다. 10가지 일반기준은 건전한 인성과 교

직 사명감 및 윤리의식, 학생들에 학습과 복지를 위한 헌신, 학생과 학생

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교과 전문지식, 적절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

영, 효과적인 수업계획 및 운영, 학생의 학습 평가, 학습지원 환경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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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관계 구축, 전문성 개발이다52(교육

과학기술부, 2006). 여기서 교사 전문성과 활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교사의 리더십이 주목된다.  

 

교사의 리더십이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구성원

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작

용하는 통합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정광희, 2008) 

 

한국 교사의 리더십 특성을 연구한 정광희(2008)에 따르면 한국 교사

의 리더십은 생활지도 면에서는 높은 반면 학급운영, 수업지도, 학부모 

관계, 행정업무, 동료 교사 간 교육활동, 수업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리더십을 보인다고 밝혔다. 리더십은 전문성을 높이는 전제가 되기 때문

에 리더십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다른 속성들이 높더라도 효과를 드러내

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업지도 리더십에 대한 교육의 필

요성은 앞서 말한 실천적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맥락이 같다. 특히 

정광희(2008)는 교직경력 5년 이하의 교사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의 수업리더십이 낮으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활

동위주의 수업이 많은 미술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천

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6년 교육과학

기술부가 발표한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적용하여 

미술교사의 자격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표11]과 같다. 

 

 

                                            
52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 기준”을 2006년 11월 

17일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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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술교사 자격 기준  

소명

영역 

[기준 1] 미술교사는 교직과 미술교육에 사명감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교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미술의 문화적 성격과 가치를 인식한다. 

[기준 2] 미술교사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1. 미술교사는 미술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목표를 수

립한다. 

2. 미술교사는 미술교육의 이론적 철학적 배경을 토대로 교육 목표를 수

립한다. 

[기준 3] 미술교사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에 헌신한다. 

1. 미술교사는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학습자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지식

영역 

[기준 4] 미술교사는 미술의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미술작품의 창작과정을 경험하여 창작경험의 이해 지도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미술작품의 다양한 영역이 담고 있는 감각적, 형식적, 표

현적 특성들과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기준 5] 미술교사는 미술의 탐구방식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미술작품의 배경, 양식, 기능 등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미술작품의 감상, 해석, 비평, 가치 등에 관한 철학적 지식

을 갖는다. 

[기준 6]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국가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미술교과 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을 위한 지식을 갖는다. 

[기준 7]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통합적 이해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와 다른 교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다. 

2.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와 다른 교과의 관련성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 

교수

학습 

영역 

[기준 8]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1.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를 추출한다. 

2.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현한다. 

[기준 9]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1.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평가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한다. 

2.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의 평가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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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 미술교사는 미술수업에 필요한 교수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활

용할 수 있다. 

1. 미술교사는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을 활용한다. 

2. 미술교사는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기준 11] 미술교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는다. 

1. 미술교사는 학습자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한다. 

2. 미술교사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준 12] 미술교사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1. 미술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상의 차이를 이해한다. 

2. 미술교사는 학습자의 문화적, 환경적 차이를 이해한다. 

반성

적 

실천

영역 

[기준 13] 미술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성적으로 사고한다. 

1. 미술교사는 자신의 교수 행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한다. 

2. 미술교사는 학교 안에서 미술교육에 대해 맥락적으로 사고한다. 

[기준 14] 미술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1. 미술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2. 미술교사는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기준 15] 미술교사는 자기개발에 힘쓴다. 

1. 미술교사는 연구자로서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2. 미술교사는 전문가로서 자기개발의 책무 성을 수행한다. 

협력

관계 

구축

영역 

[기준 16] 미술교사는 학교 경영 및 지원에 참여한다. 

1. 미술교사는 미술 교육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학교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미술교사는 학교 경영과 문화적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기준 17] 미술교사는 학부모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협력하고 미술교육 

분야를 지원한다. 

1. 미술교사는 학생에 관한 문제를 학부모와의 상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해결한다. 

2. 미술교사는 대외관계를 통한 미술교육지원을 한다. 

[기준 18] 미술교사는 지역문화 기관과의 협력과 리더십을 발휘한다. 

1. 미술교사는 미술관, 박물관등 지역문화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2. 미술교사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출처: 표시과목 「미술」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20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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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미술 교사 자격기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신규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2006.11.17.)을 바탕으로 미술과목에 맞게 

구체화 한 것이다. (김동영. 2010) 연구자가 강조하고자 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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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은 소명영역, 지식영역, 교수학습영역, 반성적 실천영역, 협력

관계구축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임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지식영역 측

정)에 통과해야 3차(교수학습영역)을 볼 수 있고 임용시험에서 소명영역, 

반성적 실천영역, 협력관계구축영역 등에 대한 자격 평가는 지식영역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기존 10분간이었

던 수업실연을 2011년부터 20~30분으로 늘리고 면접을 강화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 중 교직관, 소명능력, 반성적 실천력 등의 

항목은 일회성의 시험으로 평가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소명영역 중 

[기준3]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형성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의 효과

도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식영역에서 강조할 점은 실천적 지식, 관계에 대한 지식, 탐구방식에 

관한 지식, 교수학적 변환에 관한 지식, 교수ㆍ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식, 관련성에 관한 지식 등 미술교과에 한정되거나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 지고 있는데 교사의 역량은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으로 

구성된다(백순근 외, 2007).54 이론적 교수역량에 비하여 실천적 교수역

량은 단편적, 일회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 비디오포트

폴리오 평가를 권장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백순근 재인

용). 임용시험도 일회성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술과는 특히 예체능 과목으로서 미술을 가르치

는 과정에서 실천적 교수역량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능력, 

즉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데 교사의 리더십은 학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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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클레란드(David, C, Mc Clelland)(1973)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역량(力量, 

competence)’은 교직 수행, 특히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교수역량 (敎授力量, teaching 

competence)’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백순근, 20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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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Lieberman & Miler, 2004; Lambert, 

1998, 정광희, 2008). 

본 연구에서 임용시험은 대표적으로 지식적 영역을 측정하는 시험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사 면담에서 지식영역에서 앞서 강조한 실

천적 지식, 관계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 등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현장과의 연계성은 어떠한지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임용시험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예언적 타당성을 함

의하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인지적 영역의 ‘지식’

이나 ‘이해’수준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교

육현장의 실제적(practical knowledge)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최병옥, 2010).  

 

 

3) 국외 미술교사 임용제도  
 

 

(1) 미국 
 

 

미국은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실력 있는 교사들을 선발

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예술교육협회(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NAEA)는 미술교사 양성 기준안(Standards for Art Teacher 

Preparation, 1999)을 제정하여 교사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이수경로는 교사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

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종류는 학사학위로 4

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5년 과정의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을 이수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손지현 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요즘은 교사

의 학력이 강화되어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도 5년 이내에 대학원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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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의 최종학력이 석

사학위 이상이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사양성과정이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미술교사는 실습기간의 절반은 유치원과 초

등학교(K-5thgrade), 나머지 절반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실습을 하

게 된다. 교육과정에서 현장 교육실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최소 40

일 이상의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3가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첫째, 기초학력평가(Liberal Arts and Sciences Test: LAST) 둘째, 교수 

능력 평가(Assessment of Teaching Skills: ATS) 셋째, 전공능력 평가

(Content Specialty Test)이다. 이 시험은 언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과목을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학생 지도 능력, 그리

고 전공 필기시험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평가한다(손지현 

외, 2011).  

그리고 행정적인 사항으로 지문등록과 아동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워

크샵을 이수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뉴욕주의 경우 포트

폴리오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때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자신

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사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

문에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교사교육을 통해 자신이 교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포트

폴리오를 제출하며 같은 내용을 e-Portfolio로 Livetext라는 인터넷 매체

를 통해 다시 교수에게 제출한다. 교사 채용 시 해당학교에서 제출자료로 

요구되기 때문에 교수는 예비교사에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한다. 포트폴리

오에는 수업계획안, 반성적 저널, 교수법, 수업사진, 학생 작품, 지도 교사

의 평가자료, 교육철학진술서, 세미나 과제 등이 포함되며 담당 교수는 결

과물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손지현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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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교육실습기간 동안 실습이 끝난 후 저녁에 대

학교에서 세미나 형태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수업 내용은 교육실습에 대

한 반성적 사고와 동료학생들과 교수의 평가로 이루어진다(손지현 외, 

2011). 한국의 경우 간혹 대학교에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이 실

질적으로 중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것이 현장과의 연

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실습

기간 동안 실습을 마친 후 교수와 동료학생의 평가를 듣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은 양성과정과 실습기관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여 교육실습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

학교와 중등학교의 협력적인 교육실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실

습기간은 교사로서의 인성, 학생들과의 관계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점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임

용시험의 당락에는 반영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세미나 형

태의 수업을 하고 반성적 사고의 결과물을 교사선발의 평가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능력과 반성하고 성장하는 교

사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는 교육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 

대학교의 수업이 단절되기 때문에 과목에 따라 수업참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55 미국의 경우 교육실습기간에도 대학 수업을 계속 참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의 인터뷰에서56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목이 교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제 수업활동에 대한 경험과 개인 미술 작품들로 구성

되며 한 학기 동안의 실습 활동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5

 이러한 이유로 간혹 교수가 교육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수업을 듣지 못하게 금지하

는 경우도 있다.  
56

 연구자는 2013년 5월에서 6월에 미국 뉴욕(New York)주에서 사립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미술교사와 서면인터뷰를 하였다. 미국의 교사양성과 선발과정에 대하여 조사

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원문으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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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your Portfolio and do 1 full semester of student teaching. 

(One half in a K-5
th
 grade setting and another in a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Your Portfolio illustrated lessons and your personal 

artwork it included your resume and basically illustrated your 

experience as a student teacher/art teacher and PROVED why you 

were an effective art teacher as well as your skills as an artist. (Lisa, 

art teacher in New York) 

 

연구자가 서면 인터뷰한 미국 뉴욕 주(New York)의 교사를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미술교사가 되는 과정을 서술하겠다. 그는 뉴욕주립대학교(New 

York State University at New Paltz)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미

술교사로 재직 중인 초임교사이다. 교사양성과정에서 전공과목 88학점을 

이수하고 일반과목을 66점을 이수하였다. 미술교육에 대한 과목을 집중

적으로 이수하였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정과 지도법, 이론과 실재, 특수

아동 미술교육 등이 있었으며 현대미술사, 서양 미술사, 고대부터 현대

까지의 제 3세계 미술사 수업 등이다. 교육과정에 미술비평, 다섯 번의 

실기 스튜디오 수업이 포함된다. 미술교육전공 학생들은 도예, 조각, 금

속, 회화/드로잉, 판화, 목조,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미디어 디자인 

중에 선택하여 이수하고 아동심리와 기초드로잉, 디자인 수업 등을 배웠

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과정을 졸업한 후에 뉴욕에서 미술교사

가 되기 위해서는 주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시험에 통과해

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비미술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뉴욕 

주는 가장 높은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주로서 뉴욕 주에 위치한 대학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요건을 취득할 경우 뉴욕 주에서 교사로 채용

될 확률이 높아진다. 교사자격을 얻기 위한 제출서류는 졸업증명서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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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표, 이력서, 포트폴리오에 학생을 가르친 교수경험, 미술작품을 포함

하여 제출해야 한다. 교수경험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방식은 실제 미술교

사가 되었을 때 수업실행력을 높이고 예비교사 스스로가 교사로서 자질

을 키우는 경험과 교직이 적성에 맞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자격증의 경우 한국과 같은 영구적인 교사자격증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필요로 한다. 

 

Yes. It is similar here. In order to get your PERMANENT 

CERTIFICATION you need to earn your Master Degree (in a certain 

amount of time) along with a certain amount of teaching hours (in a 

certain amount of time). When you go for your masters your major 

need to be art education related. (Lisa, art teacher in New York) 

 

사립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앞서 말한 교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채

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 수급의 경우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

원자 대비 교사가 되는 것은 낮은 확률로 나타났다. 이 역시 양성에 비

해 수급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YES YES YES. Unfortunately we have the same problem in the US. 

Education is highly encouraged but the jobs are very scarce, I am 

sorry that this art education problem seems to be worldwide. (Lisa, 

art teacher in New York) 

 

따라서 미국의 교사선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공급에 비해 수급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주목할 점은 포트폴리오를 교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양성과정에서 미술수업에 대한 경

험을 강화하고 이를 신규임용과정에 평가요소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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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평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마다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다양성이 비교적 보장되는 반면 교사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한국은 중앙집권적으로 수요와 공급 

및 교사의 질을 국가시험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미국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공정성과 효율성이 중

요시 되는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고 현행 임용제도의 사정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평가방식의 장점은 미술

대학을 졸업한 후 정형화된 실기시험 양식을 배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

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완화하고 미술과의 경우 중요시 되는 실기실력과 

제작과정을 평가하기에 좋은 도구이다. 따라서 실기시험은 양성과정에서 

이수한 실기과목의 학점으로 대체하거나57 교육실습과 작품활동, 그리고 

기타 교육적 경험을 누적하여 미술교사로서의 자질과 양성과정에서 준비

한 여러 교육적인 경험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의 도입이 고려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교사교육대학원(IUFM, Institute Universitaires de 

Fomation des Maîtres)에서 교사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IUFM은 1989년

에 설립되었으며 예비 교사교육과 현직교사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

년 동안 4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미술교사들은 12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58 프랑스에서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서 미술대학을 졸업 후 중등 일

반교사자격시험 (Certificat d’aptitude au professorat de 

I’enseignement secondaire: CAPES) 또는 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

                                            
57

 실기시험을 양성과정에서 이수한 실기과목의 학점으로 대체할 경우 각 대학교의 특수

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 또는 평가방법의 균등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58

 <http://www.iufm.fr/devenir-ens/se-former/masters.html, 2013.7.18.> 

http://www.iufm.fr/devenir-ens/se-former/mas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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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Aggrég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중등 학교 

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대게 임용시험은 IUFM에 재학 중에 치

르게 되며 시험 응시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 IUFM에 재학하지 않고 시

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중등미술교사 임용시험은 우리나라

와 전형방식과 시험시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임

용시험(concours)의 경우 외부시험(concours externe)과 내부시험

(concours interne)로 구분된다. 외부시험은 IUFM에 다니는 예비미술교

사를 포함하여 미술교사 지망생이 치르는 시험이고 내부시험은 경력교사

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다.  

외부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프랑스 국적 또는 다른 유럽연합

(European Union)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소 5

년 주기의 고등 교육을 증명하는 학위증명서가 필요하다. 특이한 점은 세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엘리트 운동선수의 부모에게는 학위를 필요치 않

고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59  다음은 최근의 중등교원 

자격시험 합격률로서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는 10% 미만의 합격률

이 나타났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과 2012년은 30%의 이상의 합격

률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4%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과 많은 차

이가 있다.  

 

[표 12] 예술과 중등교원 자격시험(CAPES Arts plastiques)  

년도 모집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06 130 2042 130 6.37 

2007 130 1801 130 7.22 

2008 130 1443 130 9.01 

2009 130 1149 130 11.31 

                                            
59

 <http://www.education.gouv.fr/cid51268/conditions-d-inscription-au-

concours-externe-du-capes.html, 2013.7.18.> 

http://www.education.gouv.fr/cid51268/conditions-d-inscription-au-concours-externe-du-capes.html
http://www.education.gouv.fr/cid51268/conditions-d-inscription-au-concours-externe-du-cap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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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35 1030 135 13.11 

2011 175 543 175 32.23 

2012 180 571 180 31.52 

<출처: http://www.iufm.fr/applis/concours/index.php, 2013.7.18.>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구두시험으로 진행된다. 60  1차 시험은 

예술과 문화에 관한 필기시험을 5시간 동안 논술형식으로 치르고 다음으

로 조형실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면작품을 제작하는데 8시간의 시

간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 1,2차 지필시험을 통과해야 3차 실기시험

을 볼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미술과의 경우 실기 실력은 교수활동에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기능력을 고르게 평가하는 것은 역량 

있는 미술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2차 시험은 수업능력을 

평가하는데 3시간의 준비시간이 주어지고 5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된다. 

시험시간은 발표20분과 질의응답이 30분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은 조형

실기표현과 구두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구상과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은 5시간이 주어지고 작품에 대한 발표 20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20

분, 인성면접으로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

고 특히, 작품제작은 2차원 또는 3차원의 작품을 제작하고 주어진 자료

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임용 1년 후 치

르는 중등미술수석교사 임용시험(Aggrégation externe)의 1차 실기시험

에 주어지는 시간은 8시간, 2차에서는 22시간 30분이 주어진다(이은적. 

2012). 이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채점의 편리성 보다 질적인 문항의 출제가 우선인 점은 우리나라 임용시

험에 시사점을 준다. 또한 실기시험으로 양성과정에서 이수한 실기과목의 

점수로 실기시험을 대체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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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구성 및 시간에 관한 내용은 이은적(2012)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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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방식의 경우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문제를 선별하는 구조를 취

하고 있는데 미술교육 담당 교육부 장학관이 절차를 담당하고 문제출제

는 미술과 교수, 중등미술교사, 장학사, 기술자 그리고 2차 시험의 경우 

미술가가 출제를 한다. 일정기간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문제를 출제하

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자택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출제된 

문제 중 교육부 담당자가 적절한 문제를 선정, 보완하여 시험당일에 최

종 발표된다(이은적, 2012). 문제 은행을 구축하는 것은 다수의 출제위

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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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연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

를 설정하고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중

등 미술교사 임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미술과 임용제도에 

관해 다룬 논문들이 많지 않아 교육학과와 타 교과 교육학과에서 임용제

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검토는 연구자가 처음 

설정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데 필수적이며 기존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

기 설정한 문제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

로 분석하거나 또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

문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미술교과에서는 임용시험을 다룬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는 것을 발견하였고 교육학에서는 특히 교육평가학에서 임용시험이 평가

학적 관점에서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한 것이 대부분이며 

교사의 입장에서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과 그들이 겪은 임용시험의 의미,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 속에서 미술교사들이 인식하는 임용시험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들었고 임용시험을 통과한 미술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미술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구절차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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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연구 문제 설정 

↓ 
 

선행 연구 검토 
 

신규임용제도 정책 연구 미술과 임용시험 연구 타 교과 임용시험 연구 
 

↓ 
 

이론적 배경 연구 

↓ 
 

중등교사 신규임용제도 정책 분석 
 

중등교사 신규임용제도 변천 

교사 선발 현황 
 

미술교사 신규임용제도 정책 분석 
 

미술과 신규임용제도 및 자격기준 

국외 사례 조사 
 

↓ 
 

연구 대상 선정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및 연구 결과 도출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등미술교사들이다. 교육과정 설계의 경우세부

적인 교실상황과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과정 설계자들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제로 가르치는 활동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교사는 이러한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제 가르치는 활동의 차이

를 파악하고 일정한 조정을 한다(손지현 외, 2011). 따라서 교사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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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미술교사들의 경험

은 임용시험과 학교의 연계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미술교사를 선발하는

데 현행 임용시험이 지양해야 할 부분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행 임용시험을 경험한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자 2012년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로 조사연구를 하였다.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교직경력이 만 3년 이상인 교사들이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들도 연수에 참가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현행 임용시험에만 한정하여 분석할 수 없는 한계

점이 있었다. 교직 경력 약 3년 미만의 초임교사로 자료수집의 제한을 

두려고 하였으나 미술교과 특성상 선발되는 미술교사의 인원이 적기 때

문에 제한된 교직경력의 미술교사를 광범위하게 표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경

험과 교직경로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직경력에 관계 없이 모두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조사연구에 참여한 미술교사는 중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교사 27명 고

등학교에 재직 중인 미술교사 7명 총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임

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미술교사는 국ㆍ공립 미술교사 27명과 및 사

립 미술교사 1명이었다. 임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는 교사는 사립학교

에 재직중인 미술교사 5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술교사의 기본 

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3] 설문조사 참가자 기본 정보 

변인 범주 응답 수 % 

성별 
남자 4 11.8 

여자 30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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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20대 10 29.4 

30대 23 67.7 

40대 1 2.9 

교직경력 
5년 미만 27 79.4 

10년 미만 7 20.6 

근무학교 
중학교 27 79.4 

고등학교 7 20.6 

학교소재 

경기도 23 67.7 

강원도 3 8.8 

인천 8 23.5 

학교유형 
국공립 28 82.4 

사립 6 17.6 

교직이수경로 

사범대학 13 38.2 

교직과정 이수 13 38.2 

교육대학원 8 23.5 

대학교 전공 

순수미술 25 73.5 

디자인 4 11.8 

기타 5 14.7 

대학원 전공 

서양화 1 2.9 

미술교육 21 61.8 

입학하지 않음 12 35.3 

 

심층면담의 대상은 경력 4년 미만의 신규교사 4명과 교직경력 8년의 

경력교사 1명으로 선정하였다. 경력 4년 미만의 신규 교사의 경우 2009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이 있고 시험과정에 대

한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얻

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력 4년 이상의 경우 2차로 시행되던 임용시

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 신규교사와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대조하기 



 

 - 57 - 

위해서 면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력교사의 경우 교직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양성과정과 임용제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교사 C는 1급 정교사 연수에 참여했던 미술교

사로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함께 참여하였고 교사A, 교사B, 교사D는 

교직경력이 3년 미만인 초임교사로 섭외하였다. 그리고 교직이수경로와 

전공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

들은 경쟁력 있는 미술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비교적으로 단기간에 임용시

험에 합격한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앞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임용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임용시

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분석의 근거로 활용되었는데 결과 분석에 활

용된 설문지는 8부이며 수합된 설문지의 번호 순으로 교사 명을 기록하

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인적 배경과 연구결과에 반영한 설문지 

참여자의 인적 배경은 아래의 표와 같다61. 

 

[표 14] 면담 참여자와 연구결과에 활용한 설문 참가자의 인적 배경 

교사 학교 급 성별 
교직 

경력 

임용시험 

준비기간 

출신 

양성기관 
대학전공 

대학원 

전공 

A 중학교 여 0.7년 1년6개월 교육대학원 판화 미술교육 

B 중학교 여 1년 1년 교육대학원 디자인 미술교육 

C 중학교 여 3.5년 5년 교직이수 서양화 - 

D 중학교 여 3년 1년6개월 사범대 미술교육 미술교육 

E 고등학교 여 8년 6개월 교직이수 서양화 서양화 

3 중학교 여 5.1년 1.6년 사범대학 서양화 - 

5 중학교 여 3.5년 1년 교직이수 조소 미술교육 

8 중학교 여 5년 3년 교직이수 도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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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담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설문지 참여자는 수합한 각 설문지의 번호로 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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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등학교 여 6년 2년 사범대학 디자인 - 

14 중학교 여 3.6년 3년 교육대학원 서양화 미술교육 

15 중학교 여 3.4년 6년 사범대 서양화 - 

18 고등학교 여 8년 6개월 교직이수 서양화 서양화 

28 고등학교 남 11년 - 사범대학 한국화 - 

 

임용시험을 직접 겪은 미술교사들의 의견은 임용제도에 관한 의식 

파악에 활용되었으며 임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는 교사의 의견은 교

직이수에 대한 경험과 임용제도에 관한 견해를 얻는데 사용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문헌연구, 설문지, 인터뷰,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단계에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통합방법

(mixed method)연구라 할 수 있다. 통합방법연구란 단일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과 양적 연구방법론으로 통합한 연구를 뜻한다. 여기서 삼각화 

기법이 사용되는데 방법론 삼각화란 연구 내에서 동일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Tashakkori & Teddlie, 

1998).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실증주의자, 후기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한 

양적 연구와 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현상학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를 

규범적으로 분류하고 적용해왔다. 그러나 방법론의 규범적 분류는 연구대

상의 일면만을 조망하거나 방법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결

과를 수용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염시창, 2001). 통합방법연구의 

목적으로 삼각화(Triangulation), 상보성(complementarity), 전개

(development), 개시(initiation), 확장(expansion)을 들 수 있다. 여기

서 삼각화는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상보성은 어떤 현상을 다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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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게 해주며 개시는 현상의 모순되거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한

다. 전개는 첫번째 방법에서 나온 결과를 두 번째 방법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확장은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활용된다(Green, Caracelli, & 

Garaham, 1989).  

문헌연구로 중등교사 임용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보도자료와 관련 법규

를 조사하였다. 국내 학술지와 논문의 경우 주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해외

학술지의 경우 JSTOR62와 ERIC(EBSCO host)63등에서 수집하였다. 제 

2 장 임용제도의 양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문교개관과 교육정책에 대

한 단행본, 교육정책에 관한 신문기사, 교육개발원의 연구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인터뷰는 미국 뉴욕 주 미술교사와 서면인터뷰를 하고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미국의 미술교사의 경우 국외 미술교사 

사례조사를 위해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양성 과정과 미술교

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그리고 정책관계

자의 경우 전반적인 신규임용시험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기간과 시험응시횟수 그리고 

시험준비방법에 대해 조사하여 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평균적인 준비

기간과 경험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교직이수 경로와 임용시험 준비기간

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임용시험 준비

과정과 응시횟수, 그리고 교직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얻은 

지식이 교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임용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

지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선택형 질

                                            
62

 JSTOR는 주제전분야의 핵심학술지의 원문을 제공한다.  
63

 ERIC(EBSCO host)는 미국교육부에서 제작하는 교육학 서지데이터베이스로서 전세계 

교육학저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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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양성과정과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 둘째, 실제 교단에서 하고 있

는 미술수업의 내용, 셋째, 자유 서술형으로 교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미술수업을 하면서 더 배우고 싶은 부분, 임용시

험 변경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들은 

제 4 장 4절의 임용시험 개선방안 부분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제 주로 다루는 수업영역이 전공과 출신양성과정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하였으나 임용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교직부분과 

임용시험의 준비과정 부분은 중등교원임용고사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를 한 남승완(2005)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임용개선안에 대한 의견은 개방형 질문으로 수집하

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조사 기간은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대학교

에서 진행된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조교로 활동하면서 이루어졌

다. 설문지는 2012년 8월 8일에 배포하여 8월 10일까지 수거하였다. 총

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기입내용이 누락되거나 수거되지 않은 설

문지를 제외하고 총 32부가 분석되었다.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통계프로

그램(SPSS18)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예비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거치게 되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2012년 9월 노량진 모 임용학원에서 임용시험을 준

비하는 예비미술교사들의 일상을 2주간 참여관찰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임용시험 준비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수업 조교를 

하면서 예비미술교사들의 생활패턴과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예비 미

술교사들이 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현장분위기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 과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비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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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노력에 관한 것은 김진영(2012)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참여관찰로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경험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충하고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의 주된 

목적은 임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현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설문지 조사의 경우 많은 정보들을 

수합해서 경향을 보여주는데 강점이 있는 반면 개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

하고 합격한 후 교직생활을 하면서 임용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심층면담은 1차적으로 2012년 9월24일부터 10월18일 사이에 이루어

졌고 2차적으로 2013년 5월 31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심

층면담의 내용은 임용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험

과 의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층면담은 적은 표본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떠한 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목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담 과정은 임용시험에 대한 반 구조

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대화의 흐름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경험

하고 느끼는 현상을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에 관한 경험을 자

유롭게 진술하는 것에 대화의 초점을 두었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자에 의해 분석, 해석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시간 별, 주제 별로 코딩작업을 하였다. 시

간 별 분류는 교사 양성 과정의 경험, 임용시험 준비단계의 경험, 임용시

험 합격 후 학교현장의 경험 세 가지 시간 순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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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미 군을 찾아서 주제 별 세부 분류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

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과 의견은 중점적

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양성과정의 경험과 임용시험의 

경험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임용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서로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로서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시각이 개입된다. 분석 과정

에서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을 겪었던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파악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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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등미술교사의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 
 

 

 

1.  중등미술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 
 

 

1) 양성제도 
 

 

현재 미술교사 양성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일반 미술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세 가지 경로로 양성되고 있다. 심층 면담 대상

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양성과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물음으로 2012년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4명의 미술교사의 응답이 결과분석에 활용되

었다. 먼저 선택형 질문으로 대략적인 양성제도의 경험과 임용시험의 준

비과정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임용제도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표15]는 양성과정과 현장과의 연계성 파악을 위하여 미

술교사들은 교직수업을 통해 교사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한 

것이다. 

 

[표 15] 교직수업에서 도움을 얻은 부분   

 응답자수 비율(%) 유효(%)  누적(%) 

미술전공에 대한 이해 증가 

교사로서 자질 함양 

임용시험준비에 도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23.5 23.5 23.5 

9 26.5 26.5 50.0 

3 8.8 8.8 58.8 

14 41.2 41.2 100.0 

합계 3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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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수업을 통해 가장 도움을 얻은 부분을 묻는 문항에서 교직수업을 

통해 미술전공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다고 생각하는 미술교사는 23.5%, 

미술교사로서 자질을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26.5%로 나타났다. 

임용시험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8.8%로 나타나 임용시

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교직수업 이외의 공부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보

인다. 반면 41.2%의 미술교사는 이수한 교직수업이 미술교사가 되기 위

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교직수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교

육학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현장과의 연계

성이 강화된 교직수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6] 교직수업_ 교사로서 인성 함양에 도움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3 8.8 8.8 8.8 

6 17.6 17.6 26.5 

15 44.1 44.1 70.6 

10 29.4 29.4 100.0 

합계 34 100.0 100.0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 보통이다 44.1%, 그렇지 않다 17.6%, 전혀 그렇지 않다 

8.8%의 비율로 나타났다. 임용시험에서는 교사로서의 인성을 단시간에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성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하고 교직

에 대해 성찰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성 함양에 도

움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며 인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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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직수업_ 교사로서 지식함양에 도움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2 5.9 5.9 5.9 

그렇지 않다 9 26.5 26.5 32.4 

보통이다 11 32.4 32.4 64.7 

그렇다 11 32.4 32.4 97.1 

매우 그렇다 1 2.9 2.9 100.0 

합계 34 100.0 100.0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교사가 되어 교육을 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획득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34.4%의 인원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동일

비율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양성과정의 교직수업은 교육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임용시험에 반영되어 평가가 되는데 조사결과 임용시험과의 연계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로서의 지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데에는 보통이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지식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구체

적인 사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임용제도 
 

 

임용제도의 경험은 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서 임용시험이 교사들의 생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 분석에 활용된 

34명 중의 의견 중 5명은 임용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어 총 응답인원의 

85.3%, 즉 29명의 의견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결과 분석은 임용

시험 경험이 있는 응답 즉, 유효 퍼센트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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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임용시험 응시횟수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응시횟수 1 7 20.6 24.1 24.1 

2 10 29.4 34.5 58.6 

3 8 23.5 27.6 86.2 

4 3 8.8 10.3 96.6 

6 1 2.9 3.4 100.0 

 합계 29 85.3 100.0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 응시횟수를 조사한 결과 2회를 응시한 경우가 

3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회 27.6%, 1회 24.1%순으로 나타났

다. 최소 응시횟수는 1회부터 최다 응시횟수는 6회였다. 임용시험은 교

원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교사양

성기관의 마지막 학기나 교사양성기관을 졸업 한 후에 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약 4년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 8년 정도

의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19] 임용시험 준비기간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준비기간 .9 1 2.9 3.4 3.4 

1.0 7 20.6 24.1 27.6 

1.6 6 17.6 20.7 48.3 

2.0 6 17.6 20.7 69.0 

3.0 5 14.7 17.2 86.2 

3.6 1 2.9 3.4 89.7 

4.0 1 2.9 3.4 93.1 

5.0 1 2.9 3.4 96.6 

6.0 1 2.9 3.4 100.0 

 합계 29 8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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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용시험 응시횟수가 1회에서 6회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기간도 최소 9개월에서 6년까지 나타났다. 응시횟

수가 2회에서 3회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준비 기간도 1년

에서 3년 사이가 높은 빈도를 보인다.   

 

[표 20]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시간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공부시간 5.0 1 2.9 3.4 3.4 

6.0 1 2.9 3.4 6.9 

8.0 2 5.9 6.9 13.8 

9.0 2 5.9 6.9 20.7 

10.0 8 23.5 27.6 48.3 

11.0 2 5.9 6.9 55.2 

12.0 6 17.6 20.7 75.9 

12.5 1 2.9 3.4 79.3 

13.0 1 2.9 3.4 82.8 

14.0 3 8.8 10.3 93.1 

16.0 1 2.9 3.4 96.6 

17.0 1 2.9 3.4 100.0 

 합계 29 85.3 100.0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위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10~12시간을 공

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7시간이라고 응답한 미술교사도 있었

다. 따라서 임용시험 준비기간이 보통 1~3년 사이 인 것을 감안할 때 임

용시험의 준비에 드는 기회비용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68 - 

[표 21] 교직경로와 임용시험 응시횟수 교차 비교 

 응시횟수 전체 

1 2 3 4 6 

교직경로 사범대학 졸업 3 2 4 1 1 11 

비 사범대 교직과정 이수 3 3 3 2 0 11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 1 5 1 0 0 7 

전체 7 10 8 3 1 29 

 

출신 양성기관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직 경

로 별 임용시험 응시횟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범대학 출신의 미술

교사들은 시험에 3회 응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 사범대 교직과정의 

경우 1회에서 3회까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출

신의 미술교사의 경우 2회 응시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합하여 

봤을 때 2회 응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회 응시한 경우, 다

음으로 1회 응시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교직경로와 임용시험 준비기간 교차 비교 

(단위. 년) 

 

출신 양성기관에 따른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기간이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용시험 응시횟수와 마찬가지로 출신 

양성기관별로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준비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의 준비기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9 1.0 1.6 2.0 3.0 3.6 4.0 5.0 6.0 전체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 4 1 1 2 1 0 0 1 11 

0 3 3 1 2 0 1 1 0 11 

0 0 2 4 1 0 0 0 0 7 

전체 1 7 6 6 5 1 1 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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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임용시험 준비 기술통계량 

 응답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응시횟수 29 1 6 2.38 1.178 

준비기간 29 .9 6.0 2.176 1.2654 

공부시간 29 5.0 17.0 11.017 2.6406 

유효수 29     

 

미술교사의 임용시험 응시횟수와 준비기간, 공부시간을 평균 내어 보면 

응시횟수는 최소1회에서 최대6회까지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2.38회 응시

횟수를 보였다. 임용시험만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최소 9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 나타나며 평균 2년 이상의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으로 임용시험을 위한 하루 공부시간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17시간까

지 나타나며 평균적으로 하루 11시간 이상을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를 위

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

서 느낀 점에 관한 내용이다.  

 

[표 24] 임용시험 출제가능성 여부에 따른 학습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11.8 13.8 13.8 

15 44.1 51.7 65.5 

10 29.4 34.5 100.0 

합계 29 85.3 100.0  

 

미술교육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임용시험에 출

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공부한 적이 있었다라는 서술문에서 임용시

험을 위한 공부가 미술교육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시험

출제 가능성을 보고 공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다 51.7%, 

매우 그렇다 34.5%로 임용시험의 출제방향이 예비 미술교사들의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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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임용시험에서 미술교육 이해의 중요도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4 11.8 13.8 13.8 

9 26.5 31.0 44.8 

10 29.4 34.5 79.3 

6 17.6 20.7 100.0 

합계 29 85.3 100.0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임용시험에서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는 미술교

육을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서술문에서 표[24]

와 같은 맥락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술교육을 잘 이해하는 

것 보다 정답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4.8%, 보

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4.5%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용시험의 정답

을 맞추는 것 보다는 미술교육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은 20.7%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렇듯 예비 미술교사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였

듯이 임용시험의 출제경향과 방향설정은 예비미술교사들의 학습내용과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임용시험 준비 심화학습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9 3.4 3.4 

3 8.8 10.3 13.8 

13 38.2 44.8 58.6 

12 35.3 41.4 100.0 

합계 29 8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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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암기하기보다는 내용을 분석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문항에서 86.2%의 미술교사들이 무조건 

암기식의 공부보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택

하였다.  

 

[표 27] 임용시험 준비 심화학습 정도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주 교재+참고문헌 

주 교재 

교직수업, 학원수업 

19 55.9 65.5 65.5 

5 14.7 17.2 82.8 

5 14.7 17.2 100.0 

합계 29 85.3 100.0  

 

따라서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의 심화 정도는 주 교재와 참고문헌 모두 

다 공부했다는 비율이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용시험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심도 있는 공부가 요구되는 것이다. 

 
[표 28] 임용시험 준비 공부방법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학원 수업 

그룹 스터디 

독학 

15 44.1 51.7 51.7 

1 2.9 3.4 55.2 

13 38.2 44.8 100.0 

합계 29 85.3 100.0  

 

공부방법으로는 51.7%가 학원수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고 그 다음 

44.8%가 독학을 위주로 임용시험을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그룹 스터디

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비율은 3.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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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5.9 6.9 6.9 

3 8.8 10.3 17.2 

2 5.9 6.9 24.1 

8 23.5 27.6 51.7 

14 41.2 48.3 100.0 

합계 29 85.3 100.0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5.9%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

고 있었는데 그 중 48.3%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

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9%,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0.3%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0] 임용시험 준비 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증가 여부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9 3.4 3.4 

9 26.5 31.0 34.5 

11 32.4 37.9 72.4 

8 23.5 27.6 100.0 

합계 29 85.3 100.0  

 

37.9%의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

가 늘어났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다 31%, 매우 그렇다 27.6%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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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임용시험 준비 시 알게 된 미술교육학 지식의 유용성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5.9 6.9 6.9 

9 26.5 31.0 37.9 

12 35.3 41.4 79.3 

6 17.6 20.7 100.0 

합계 29 85.3 100.0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미술교육학 지식은 교사가 되어 교육

을 하는 데 유용하였다라는 서술문에서 62.1%의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

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미술교육학 지식이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응답하였다.  

 

[표 32] 임용시험 준비 시 알게 된 전공 지식의 효용성 

 응답자 수 비율(%) 유효 (%) 누적(%)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8.8 10.3 10.3 

6 17.6 20.7 31.0 

10 29.4 34.5 65.5 

10 29.4 34.5 100.0 

합계 29 85.3 100.0  

 

그리고 학부 때 배운 전공지식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지

식이 현장에서 효율적이었다라는 서술문에서 69%의 미술교사들은 학부

에서 배운 전공지식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 현장에

서 효율적이라고 답하였다. 이렇듯 양성교육과정보다 임용시험이 미술교

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평균 2년간의 시험준비기간은 미

술교사로서 필요한 미술교육학, 전공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예비 미술교사들은 임용시험을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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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교원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내

실화와 임용시험과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

용시험은 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해야 한다.  

정리하면 설문조사는 첫째, 출신양성기관별로 임용시험준비기간과 시험

응시횟수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현행 3차 임용시험을 치른 신규교

사들과 이전 2차 임용시험을 치른 교사들간 의견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

문의식을 갖고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첫째, 출신양성기관에 따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기간과 결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현

행 3차 전형으로 시행되는 임용시험을 겪은 교직경력 4년 미만의 교사의 

의견과 이전 임용시험을 경험한 교사들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의 2절 임용시험의 준비과정과 3절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 4

절 임용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는 심층면담을 통하여 도출되었다. 심

층면담은 미술교사들이 겪은 임용시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

고 양성과정, 임용시험, 학교현장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느끼고 경험한 

의견을 수집하여 세 부분으로 범주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임용시험의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으로서 임용시험의 개인적인 경

험과 의미 그리고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임용시험과 현장

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미술교사에게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 

알아보고 임용시험과 현장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2013년 임용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양성과정과 임용과정에 대

한 개선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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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시험의 준비과정  
 

 

1) 통과 의례의 어려움   
 

 

에릭 에릭슨(E. Erikson)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Freud)의 이론에서 

심리사회학적 측면과 성인기 이후의 단계를 추가하여 인간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다. 에릭슨은 초기의 성인 시기(19~35세)를 친밀감 대 고립감 

시기로 보았다.64 즉, 대부분 교직을 이수하며 미래에 미술 교사를 꿈꾸

는 예비 미술교사들은 초기 성인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 또는 학교에서 

독립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예비 미술교사들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늦어지게 되고 준비기간 동안에는 

성인으로의 역할이 유보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C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

였다.  

 

임용생들이 거의 3년 이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남들 직장 다니고 사

회생활 했던 시기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자기 혼자만 계속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던 게 익숙했던 거야. 고시생들은 사회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은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인기피증도 

있다가 막상 학부모도 상대 해야 되고 얘들도 상대해야 되고 너무 뭐랄

까.. 학교가 공부하면서 썼던 내용 같은 거는 전혀 유용하지 않았어요. 

100프로는 아니지만 10분에 일도 안 쓰이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몇 년씩 졸업하고 해야 되는 게. (교사C) 

 

임용시험 준비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약이 되는 거지. 내

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임용을 서른 살에 붙었거든요. 서른 살에 붙었

                                            
64

 성태제 외(2012). 최신교육학개론. 학지사.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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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남들은 다 회사 가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너무 그 시험보기 전에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침에 막 일어나자 마자 눈물이 뚝뚝뚝뚝 나는 거예요. 내가 갈 때가 없

다는 그런 어떤 되게 소외감. 그 마음이 아직까지 느껴 봤던 거니까 현장

이 어려웠을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침에 되게 출근하기 싫잖

아요. 내가 시험보기 전에는 내가 그런 것도 느꼈었는데 나름의 약이 되

는 거지. (교사C) 

 

이렇듯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의 관문을 거치게 되는데 대

인 기피증이 생기기도 했지만 임용시험은 심리적으로 한 층 클 수 있었

던 관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교사C). 임용시험의 준비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예비조사에서 평균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다음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3년 이 정도는 많이 하고 4,5년 이렇게 하니까. 저도 봤을 때 붙

은 사람 중에 진짜 없었어요 1년에 붙은 사람은 없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붙었는지. 실력이 좋으면 붙는 거 같아요. (교사B) 

 

요새는 거의 퍼센트로 봤을 때 교육대학원을 안간 사람은 거의 없더라

고요. 저도 이번에 합격생 중에 최연소가 학생이 학부를 미술교육과를 나

와서 한 2년 만에 된 건가? 26인가27이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평균합

격생 연령이 32정도가 평균이었어요. 저도 되게 어린 편 이였고 보통은 

대부분은 30이 넘었어요. (교사B) 

 

한편 이러한 장기적인 준비기간에 대한 염려는 앞서 이야기한 초기 사

회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장기간의 임용시험을 

위한 준비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한다. 이로 인

하여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적응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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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는 현재의 평가 방법이 일회성의 지필시험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면접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용시험 준비기간이 사회로부터 

“고립”의 기간이 아닌 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 좀 더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소 2,3년 투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얘들을 3년 가르친 경험이 있

는걸 자격요건으로 두는 게 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효과적일 거 같은데 

시험에 목 매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정말 고립되고 사회에서 

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줄어들고.. 너무 자기들끼리 가두는 시간이 기

니까 사회생활 할 시기인데 그걸 딱 놓쳐버리고 노량진에서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막상 현장에 투입됐을 때 그걸 극복하는데 힘들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폐인이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교사E) 

 

이렇듯 임용시험을 통과하는 부분은 교직에 입문하기 위한 마지막 관

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교직에 입

문하였기 때문에 교사C는 임용시험이 비록 교사로서 지식을 함양하는 계

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였으나 개인적인 성취감과 인격적인 성장을 이룬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교사가 되었을 

때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키는 역동이 된다고 보았다.  

 

노량진에 육교가 있어요. 노량진 육교가 있는데 너무 힘들 때는 육교를 

건너면서 이 육교가 무너져도 여한이 없다. 여기서 죽어도 정말 후회 없

다. 그런 한. 임용시험 붙고 나서 언니들이 하는 말이 벼랑 끝에 온갖 고

통이란 고통을 다 주고 나서 합격을 이제 주는 거 같다고 그 준비하면서 

내용적인 측면도 많이 알게 됐지만 그런 인간 적으로 뭔가 정말 오버된 

말이지만 엄마아빠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끔 이게 가족에 대한 도움도 있었던 거고 친구의 도움도 있었던 거고 그

런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성숙

하게 되는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교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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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이 되진 않고 과정에서 느꼈던 내 생각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시험 문제가 좋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던 간에 그런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통과의례의 과정으로

서. (교사C)  

 

임용시험은 준비하는 기간이 어려운 만큼 개인적으로는 성숙해지는 계

기가 되는 것이다. 통과의례가 힘들수록 통과 후에 얻는 성취감과 자아성

장은 성숙한 미술교사가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장기간

의 준비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단절 등은 교직의 초기입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교직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학생과의 융화가 잘 이루어

지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용시험이 교육적 경험이 의미 

있게 평가되는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 오로지 사회와 단절하고 이론적 공

부에만 매몰되는 경우를 교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준비과정으

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높은 임용시험은 높은 경쟁률로 인

하여 높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시험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임용시험의 출제방식, 실기시험,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미

술교사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임용시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 평가의 딜레마  
 

 

2013년도부터 전공영역 객관식 시험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는 객관식 

시험은 지식의 측정과 평가가 명료하고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지엽적인 보기문항들로 인해 통합적인 지식을 측정하기에는 부족하기 때

문이었다. 임용시험의 타당도에 관해서는 교사마다 상이한 의견을 보였는

데 시험이 어려워지면 더욱더 실력 있는 교사가 선발이 될 것이라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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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선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수년의 준비과정 자체가 비효율 적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C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실제로 이걸 알아야 되는 문제를 내는 것 하고 그냥 진짜 뽑기 위한 문

제. 근데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 그거를 내면

은 다 맞춰버리니까 이게 변별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는 사람 입

장에서는 어떻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자구 얼토당토 안 한 문제도 내게 

되는 거고 자꾸 왜곡이 되는 거지. 이미 중요한 문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

미 다 냈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내면 다 백 점 맞아 버리니까 

그래도 선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틀려야 되는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꼭 교사로서의 알아야 할 내용을 낸다기 보다는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내용에서 벗어난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 (교사C) 

 

반면 시험의 타당도가 있다고 본 교사A는 교사C와 마찬가지로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실력 있는 교

사가 선발된다고 생각하였다.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 질수록 적응력이 뛰

어난 교사가 선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시험의 타당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려워 질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건 맞는 것 

같고 어려워 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향상이 되는 거 전체수준이 상향 평

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면 그 안에서 예전에 이렇게 

걸러냈던 것을 진짜 이렇고 이렇게 추리고 추려서 걸러내는 거니까 그 사

람들이 학교가 변화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속도 뭐랄까 빨라진다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능력을 기본적인 능력을 더 기본으로 봐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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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록 뛰어난 인재가 뽑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이 이제 학교에서 적응하는 게 좀 그래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요. (교사A) 

 

시험출제유형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2차 시험

과 3차 시험을 모두 경험해 본 교사C의 의견에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서답식 시험이 객관식 시험에 비해 암기를 많이 요하

는 시험유형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전에 3차로 바뀌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기본서가 딱 있어요. 기본서 있

으면은 정말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되는 시험이었어요. 서답형 문제는 그

런데 객관식 문제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니까는 선생님들도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나름대로 교재를 발간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절대 시험

문제는 거기선 안 나와 물론 나올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겹치게 안내니까. 

(교사C) 

 

이러한 의견은 교사E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교사 E는 2

차 시험전형을 통해 교직에 입문하였는데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너무 암기를 위한 공부를 조장하는 것 같아요. 현장과 연계성은 거의 

제로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개정 7차 교육과정 집중 이수제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교사들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어차피 문제를 

내는 측은 정부 평가원 쪽이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안목을 요구하지도 않

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반추 이런 것일 텐데 그런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교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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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평가의 딜레마는 나타난다. 기

존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과 인성평가를 위해서 수업실연시간과 면접의 

문제도 암기식 문제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개선이 되고 있

지만 교사B는 3차 시험 평가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인성을 함양하는 테스트는 없잖아요. 그런 훈련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면접을 본다고는 하지만 면접도 포장과 연습이잖아

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계속 본 것도 

아니고 네. 요즘에 입학사정관제 그것부터 뻥인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보완할 건데요. 그 사람을 십 년 볼 것도 아니고. (교사B) 

 

임용시험의 문제점을 문제의 출제유형과 채점방식을 보는 의견은 시험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아래의 

면담에서 잘 나타나 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상

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에 따라 “하늘이 주는” 때를 기다려야 한

다고 한다. 이것은 극심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자질과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해 내기에는 임용시험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었다. 

 

임용고시가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워서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뽑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 하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시험으로 가

는 거지. 이게 결코 내용자체가 어려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운을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늘이 주는

….(교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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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을 통해서 임용시험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교직에 입문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점, 암기위주의 지필 시험, 1회성 면접만으로

는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3) 실기시험유형의 부적합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실기를 수업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는 교사들이 많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공 이외의 실기수업에 대해 부

담을 느끼고 실제로 수업을 적게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것은 학

생들에게 특정영역에 편중된 수업을 제공하게 되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공하지 않은 실기과목에 부담을 느끼는 선생님들은 다른 미술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학습하는 수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

럼 실기를 전공하였더라도 세부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학급에서 

다양한 실기를 가르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E는 실제로 해

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기시험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따라서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실기를 접하고 재료의 

종류와 사용법,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에 대한 경험을 해야 한다.  

 

실기를 보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저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안배우고 얘들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한번 해본 사람하

고 안 해 본 사람하고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모르는 전공은 아예 안 가르치

시잖아요. (교사E) 

 

그러나 현행 임용시험의 일회성 실기평가만으로는 다양한 실기과목에 

대해서 모두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교사 B

는 자신의 전공영역에 관한 수업의 비중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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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용시험에서 기본적인 수채화, 소묘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능력

을 평가하기 때문에 유의미하나 실기시험의 유형에 관해서는 개발의 필

요성을 느꼈다.  

 

교생 갔을 때 석고 뜨기를 했는데 같이 실습한 학생이 5명이었는데 조

소전공이 한 명도 없어서 석고를 한 명도 안 해본 거에요. 다 그래서 괜

히 겁도 나고 막상 해보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을 전공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수업을 하면 

디자인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저도 수채화를 하게 되면 제가 수채화

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얘들한테 수채화를 못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미술은 다 물론 한쪽을 많이 가르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묘랑 수채화 

능력은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그런데 좀 아쉽긴 하죠 너무 옛날 고리짝 실기인 것 같긴 해서. (교사B) 

 

미술교사는 다양한 장르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사E는 앞서 실기시험을 보는 것은 미술교사로서 

기본적인 실기 실력을 평가한 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지만 실기유형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실기부분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사

를 머리를 굳게 할 수도 있고 현시대의 대학입시 방향 과도 몇 년 10년 

정도 뒤쳐져있는 방향인 것 같고 다시 고등학교 입시 생이 돼서 대학입시

를 하는 기분이 들었고, 창의력이나 테크닉이랑 유형화된 것을 접하니까 

그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사E) 

 

실기준비 하는 거 보면 되게 열악한 닭장 같아요. H대학 입시가 확확 

바뀌는 것처럼 그런걸 지도할 교사들을 뽑는 건데, 아직 임용은 되게 옛



 

 - 84 - 

날식인 것 같아요 아 이걸 체계적으로 다 훈련을 하고 미대를 간 사람. 

다시 실기시험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물론 기본적인걸 보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임용시험 준비하는 거는 정말 정말 유치했던 거 같아요. 

정말 지금 대학입시방향보다 수준이 더 낮은 거 같아요. 과거 그대로라면 

현재가. 변화가 느린 것 같아요. (교사E) 

 

이렇듯 실기시험은 기본적인 실기 실력을 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

었으나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

고 교사C는 실기시험의 중요도가 임용시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했다고 

지적하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1세대에요. 계속 서답형으로 공부를 하다가 바

뀌면서 이제 처음 시험 봤는데 그 해 된 거에요. 걸쳐진 거지. 그 전에 2

차만 볼 때는 실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3차로 바뀌면서 실기 비중이 떨어

지니까 요즘은 실기학원이 덜 중요해지는데 그때는 실기학원이 되게 중요

했거든요. 그때는 실기를 잘하는 애들은 여름 방학 때까지 실기를 중점적

으로 하고 2학기 때는 공부위주로 했는데 3차는 공부위주로 하고 실기는 

그렇게 썩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하더라구요. (교사C)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이 

순수미술일지라도 각각 세부전공이 다르다. 따라서 주 전공이 아닌 과목

을 가르칠 때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경력교사들은 주 전공 위주로만 수

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기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용시험에서 실기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실기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나 시험당일에 작품을 잘 완

성했다고 해서 실기수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진 못한다. 미술

교사는 교사와 작가의 절충된 형태로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시연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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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실력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안목이다.  

우리나라는 입시정책에 따라 그리고 시험의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사

교육이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예비미술교사들은 사교육의 의존

도가 높다. 그러므로 신규임용시험에서 시험이 교수경험이 풍부한 교사에

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화된다면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준비과정 동안의 

경험이 미술교사로서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서 미술교

사들의 사교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살펴보겠다.  

 

 

4) 사교육의존의 불합리성 
 

 

앞서 본 설문조사에서도 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8.3%

인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면담에 참여한 미술교사들은 모두 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교육의 필요

성에 대해 교사A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학원수업 안 듣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시험도 방대

하고 경향도 자꾸 바뀌니까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연습할 공간자체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학원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학

부수업 자체도 학부수업자체가 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닌데 교육대

학원은 임용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어요. 교수들도 임용시험을 공부를 

해요. 뭐가 임용에 나오는지 보고 그거를 얘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까 임용을 임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 없이는 임용에 통과하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

는 정도에요. (교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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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교육대학원의 교수들도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 상황

이 발생하고 교사A는 임용 시험 준비를 해주지 않는 양성기관은 양성기

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양성기관평가

에 임용시험 합격률이 평가기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역으로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임용시험의 영향 아래 놓인 것이다. 또한 자주 변경되는 임용

제도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임

용제도의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교사B와 교사C는 임용준비 학원을 선호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얻는 지식이 적더라도 정보습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초수생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막 찾아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패키지를 끊었고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학원수업이 좋아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 이거 자체가 너무 많고 개인이 혼자 하기보다는 시스

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아서 내가 학원을 들을 꺼야. 이게 아니라 학원선생님들도 근데 길잡이 

역할만 해주실 뿐이고 떠 먹는 거는 다 자기 일이에요. (교사B) 

 

이런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남들 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하

고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자기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들 

하는 만큼 먹고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갔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

도 거기 가면은 분위기 라던지 어떤 공부 책, 정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

서 도움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식을 얻는 거는 그다지 별로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나 학원 공부하는 거나. (교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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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사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실기시험을 준비하는데 학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시험과목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디자인과 조소를 전공한 예비 미술교사의 경우 

시험과목인 수채화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목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말 그대로 정보 때문에 가고 실기를 해야 하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4

개를 보잖아요. 4개를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데가 노량진 거기 이제 임용

전문 미술학원밖에 없으니까 가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거기 가서 준비

하는 거 같아요. 합격생들 보면 혼자 공부하거나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

데 드물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20명에 하나 정도 정말 

그런 애들은 지방에 있어서 여건이 안돼서 그러는 친구들이었던 거고 웬

만하면 다 학원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사B) 

 

그리고 교사B의 의견과 더불어 교사C는 채점사례를 예로 들면서 학원

교육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경향을 따라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였다. 설

령 학원에서 배우는 경향이 실제 채점기준과 다르더라도 대다수의 학생

이 학원에서 배운 식으로 실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험생들에게는 사교육의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술

교육적 측면으로 봤을 때 획일화되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정형화

된 패턴을 배우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이다. 교사C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지방 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시험장에 가면 대세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

예요. 만일 주체 심사위원이 답은 이거야. 근데 애들이 이거 말고 다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그린 거예요. 학원에서 했던 풍이나 그런 거…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있어도 그다지 거기에 손해 보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원을 가가지고 분위기라든지 어떤 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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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거를 익히는 거 혼자만 하면은 정말 내가 뭘 비교할 대상도 안되고 이

런 솔직히 고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단시간에 얼마나 그거에 맞게 준비

를 했는지가 젤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따라 가려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패턴을 따라가려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학원이든 미술학원이든 입시학원이든 간에. (교사C) 

 

디자인은 막 학원에서 패턴을 정해 줘가지고 그것만 하면 돼요. 정해진 

패턴 대로만, 나중에 큰 학원 같은 데서는 학교 앞에 호텔을 잡아줘요. 저

는 B학원 다녔는데 24명 뽑았는데 20명이 다 B학원 출신이었어요. 시험

장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학원에서 그려진 상황이 시험장으로 이동되는 

풍이었던 거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준비하면 힘들어요. 약간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사C) 

 

따라서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방대한 양을 효율적으로 준비

할 수 있다는 점,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경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점, 시

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는 학원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예비 미술교사는 학원강사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교사E는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강사A라는 분은 엄청 사람이 많아요. 임용 많이 하시는 거 같긴 한데 

미술사 관련 강의를 할 때 외워서 준비한 사람으로서 준비한 내용을 틀리

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보였던 거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혐오를 하면

서 그 자리에 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의 수업을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좀.. 그냥 대학교에서 했던 내가 미술사 수업이 

토론하고 뭐하고 저 사람 말을 듣고 하는 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은 누군가는 그거를 입시에 맞게 요약하는 사람이 등장

한 것이고 요약하는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철학적인 부분이

나 배경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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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하거나 맥락 없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

게 치면 서술형으로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채점하는 게 어려

워서 그렇겠죠. 그러나 학원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쨌든지 간에 뭔가 나

를 단련시킬 수 있는 곳이고 제가 만약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시 갈 거 같아요. (교사E) 

 

위의 면담사례 같이 임용시험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학

원강사 한 명이 그 내용을 “철학적인 부분”, “배경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위한 용도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E는 학원 강사가 간혹 잘못된 정

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교사양성과정만으로는 임용시험을 통과하기에 충분치 않

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준비과

정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 장기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오는 외부와의 단절로 인하여 교육적 경험과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보류되고 시험통과를 위해서 심리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임용시험은 실제 교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필 위주의 평가 방식은 지나

친 암기위주의 공부를 유도한다. 그리고 1회성 면접은 교사의 자질을 평

가하기에 부족하며 인성평가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셋째, 임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지필시험의 경우 방대한 양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습

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이다. 같

은 맥락으로 실기시험의 경우도 정보를 수집하고 정형화된 실기유형을 

배우기 위하여 사교육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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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용시험의 준비과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임용시험이라

는 통과의례는 심리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교직 생활을 하

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주 전공 이외의 실기실

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교사가 된 후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시사점은 첫째, 일회성 지필시험의 평가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오로지 시험통과를 위해서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을 사

교육에 의지하여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떨어

뜨리며 실제 교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시험 평가 항목에 교수활동 경험을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임용시험의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실기시험의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 상위 교육기관의 입

시정책이 입시 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실기방식의 유

형과 방식이 고착화 되는 것을 지양하고 과정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 이

유는 미술교사의 본분은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이기 이전에 학생을 가르

치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3.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 
 

 

1) 지식전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광범위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미술교사가 된 

후 실제 교수활동을 통해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잘 가르치

는 교사는’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전달하는 교사’라

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아가 학생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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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량 있는 미술교

사를 선발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인 임용시험과 학교와

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을 준비과

정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어떤 과정에서의 지식습득이 효과적이었는지 

에 대한 물음에 미술교사B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지식의 효

율적인 면은 수업을 할 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비

효율적인 면은 수업에 활용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점을 꼽았다. 

 

음.. 저는 두 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학부 때는 지금 현상과 맞는 거

라고 하면은 임용시험은 어떻게 교과서적인 것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

면 요즘 수업을 할 때는 임고(임용시험)에서 배운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

를 얘들한테 이론으로 설명을 해주고 예시를 들 때 학부에서 배웠던 걸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 디자인 얘기를 할 때 디자인은 이런 이런 종류가 

있다. 학부 때 했던 경험 같은 거 말해주죠. 비효율적인 것도 물론 있죠. 

미술교육의 역사 같은 거는 저는 역사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국사를 좋아

해서. 근데 수업에서 필요는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게. (교사B)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A는 임

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하지만“시험용”이

라고 언급한다.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처능력과 해결능력이 필요한데 이 

때 학습자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교수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다

양한 교수학습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였다.  

 

임용시험에 한 것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써먹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

실 임용시험은 시험용이거든요. 정말 테스트를 위한 준비를 내가 하는 거

거든요. 현실은 수많은 케이스를 겪기 때문에 완벽한 모범답안을 요구하

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모법답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현장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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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말 수없이 엉망인 답안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범답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모범

답안을 내도록 우리가 트레이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딜레마가 있네요. 애들에 대해

서 많이 알아야 돼.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 직접 그러니까 처세 법은 경

험에서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론만 아무리 봐도 실제에 가서 딱 보면 

정말 다르거든요. (교사A) 

 

지식전달 측면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교사B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다. 임용제도를 준비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은 현장에서 모두 활용되지

는 않지만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수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미술사,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는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

며 교사가 “한 번 씹어서” 수업하는 것과 “교과서를 읽는”것에는 차

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용시험이 단지 “쓰레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 하였다. 이것은 교수능력에서 무엇보다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아는 대학원에 다닌 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임용 

임고 떨어지면서 사립을 갔는데 언니가 했던 말이 되게 저보고 힘들지? 

니가 그렇게 공부하고 언니고 임고 할 때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 얘들 가르칠 때 부끄러울 것 같다고 벌써 바닥이 보인다

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저는 그 말이 하면서 힘이 됐거든요 근

데 보면은 임고 하는 거 봤을 때 쓰레기다 라고 말을 할 수 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교육학에 발달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걸 다 써먹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왜 선생님도 알다시피 사람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잖아요. 바탕이 그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미술사 

같은 거나 현대미술 시각 이런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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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할 때도 내가 소화를 하고 알고 있는 거를 수업을 하는 거랑 얘들이 

내가 모르는 거를 수업하는 거랑 얘들도 알잖아요. 제가 한번 걸러서 내

가 한번 씹어서 말해주는 거랑 진짜 교과서를 읽는 거랑은 다르니까 확실

히 제가 미술사 말씀 드린 것 같은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미술교육이론 같은 거는 그 자체를 얘들한테 미술교육 역사를 설명해 줄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할 만한 이론가 이런 사람 꺼는 바탕

에 제가 깔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사B) 

 

시대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교사 A는 공교육에서 작가를 양성하는 미술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

화의 소비자로서의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미술교사의 역할이라고 인식하

고 있었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작가로서의 미술교사가 아닌 미술교육자로

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학생들

에게 미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

교육학적 교수능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미술 시장도 되게 넓어지고 있고 미술을 이제 투자로도 보고 사람들 자

체도 갤러리도 너무 많아지고 갤러리 문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누

구라도 쉽게 박물관가고 그림을 쉽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러잖아

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림

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초지식이 있어야 되고. 딱 외국 

애들이 아 그림을 보고 딱 이건 마티스의 그림이네 이건 피카소의 그림이

네 이렇게 구분할 줄 알고 이게 왜 가치 있는 이렇게 이런 가치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또 이거는 색감이 

예쁘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이 그림은 어떤 가치가 있고 이 그림이 좋다

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

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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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교사들한테 요구했던 게 작가가 선생이 됐잖아요. 작가는 미술

교육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 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티칭(teaching)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미술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

는지 배워야 되고 표현은 기본이고 이론적인 지식도 알아야 해요. (교사A) 

 

여기서 미술교사들이 주목하는 점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학생들

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술의 가치를 알려주고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하도록 도울 것인가? 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수능력이 중요한데 미술교사는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배

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다양한 학습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임용이 된 후 

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교사들은 이론과 실제의 차이

를 경험하게 되고 교직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같은 

맥락으로 교사28은 임용시험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미술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학원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간은 극히 이론적이고 선다형 문제와 

논술문제에 정답을 적기 위한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직/전공수업은 중고등학교 현실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 수업이 많아

서 실제적으로 현장 미술수업에 도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사28) 

 

이러한 지적은 학원 수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평가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

면 먼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평가방식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28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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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현장의 학습자 성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성향이란 연령적 특성, 지역적 특성, 성

별적 특성, 학습자의 선수학습 수준 등을 말합니다. (교사28) 

 

기본적으로 지식전달은 미술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

문에 임용시험에서 이론적 지식의 측정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미술지

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해야 한다. 학습자

에 대한 이해는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양성과정에

서 교육실습기간과 더불어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

다. 현재 교사자격증 무시험 검정에서 두 학기의 교육봉사가 요구되나 교

육봉사의 형태나 질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임용시험에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수업진행  
 

 

지식전달이 미술교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이 강조한 것이라면 수업진행은 교사로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나가는 측면이 강조된다. 신규교사는 임용이 된 후 바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미술교사의 수업진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적응력을 높이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 교사A

의 면담에서 “알몸뚱이”로 바로 투입이 된다는 표현은 임용시험을 

통과한 것은 교사로서 “모든 자질”이 다 갖추어 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교사는 임용시험을 통과함과 동시에 교사로서의 능력을 보장받

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곧 교사로서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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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키우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교사A는 양성과정과 현장의 부족한 

연계성에 대해 지적한다. 왜냐하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즉 “노

량진”에 있는 과정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

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교사양성과 선발에 유기적인 결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용제도에서 수업실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A는 임용시

험이 “교사로서 자질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

험이기 때문에 미술교사로서 자질과 수업진행능력에 관한 평가가 강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규교사는 바로 신규연수를 몇 달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바로 투입이

에요. 알몸뚱이로 바로 현장에 내던져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내던져졌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교사로서 모든 자질이 갖춰줬다고 보는 거예요. 하

나하나 배워서 대리로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똑같이 부장. 부장

교사나 초임교사나 똑같은 교사다. 실력 없는 얘들 뽑아서 회사에서 키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실력이 다 된 사람을 뽑는 게 임용시험이거든요. 그

러니까 사실 요구하는 게 많죠. 회사는 싹수를 있는 얘를 뽑아서 키우잖

아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 대리가 되고 이런데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얘

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노량진에 있는 게 트레이닝 받는 과정인 거죠. 

(교사A) 

 

“노량진”에 있는 것이 교사가 되기 위해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교사A

의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교사B의 면

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원인은 미술교사 양성과 임용시험 그리고 

학교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사B는 학교 현장의 변화가 가장 

느리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양성과 임용의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가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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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참, 양성과정과 현실세계와 임용현장 그 3개의 세 지점이 각기 

따로 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학

교가 제일 느리고 임용은 그나마 뭐 그렇고 현실은 뭐 완전LTE고 학교는 

자전거 타고 있고 임용은 케이티엑스(KTX) 타고 있고 현장가면 또 자전

거 타고 있고 아 근데 요즘 얘들 멀티미디어 수업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교사B)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그리고 학교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높여야 사

교육에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사A의 면담

에서 임용 실기시험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면담 내용 중에 “보

여 준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미술교사는 

실제 수업을 이끌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 작가 수준의 작품을 완성하

는 능력보다는 수업을 하면서 실제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을 이끌어나

가는 역할이 더 강조된다. 미술교사 양성과정에서 미술교사를 위한 교육

과정과 전문 작가 양성 교육과정이 별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서는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현행 실기시험에서 실기를 지도하는 

방법론적인 지식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능력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적응력을 보는 실기시험이 필요하다.  

 

교사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앞서서 수채화는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능력을 보는 거지 작가를 원하는 건 아니 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 안에. (교사A) 

 

예를 들어서 동양화 안 그려 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잖아요. 이론

적인 내용을 더해가지고 음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덜 번지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사소하지만 경험에 의해서 느꼈던 거를 실

기 수업할 때 얘들 표현수업을 할 때 내가 해봤기 때문에 내가 뭐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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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설명해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유용했던 것 

같아요. 실기수업 하는데 있어서. (교사C) 

 

이렇듯 실기수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기재료와 교수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C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설명해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실기시험을 예시로 들었다. 그 때 실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얻은 다양한 

실기경험들이 실제 교직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다. 실기 

실력뿐만 아니라 미술교사는 미술수업을 위해서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담당교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담

임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전공 이외의 교육학적 지식, 그리고 현장 적응

력이 있어야 한다. 교사C는 생활지도, 인간관계, 사회경험의 유무가 지식

적인 측면보다 현장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장에서는 10분에 1도 안 써요. 내가 볼 때 학교에서 더 필요한 거는 

얘들 생활지도 하는 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거지 학부모 상대하

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간에 인간관계, 사회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간에 

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C) 

 

따라서 이것은 전공 지식과 함께 임용시험에서 현장적응력, 인간관계능

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역량 있는 

교사의 기준을 어느 측면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의 비중이 

달라지게 된다. 교과지식의 전문성은 기본적인 요소로 의식하고 이제 실

제로 얼마나 삶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과 그

리고 학부모, 동료교사들과 잘 화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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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적성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임용시험의 타당도를 높

여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방법 이외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예비미

술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적성과 미술교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예비미술교사들은 미술교사로서의 전문 지식의 습득과 더불

어 미술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개인적 기질과 특성이 교직에 적합한지 스

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추후 미술교사가 되었

을 때 양질의 미술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함이다. 면담에 참여한 미

술교사들은 임용시험준비과정에서 오로지 합격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

성을 함양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한다. 이

것은 임용시험의 평가가 지식위주의 평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C의 

면담사례에서 정작 교사가 되고 나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은 교직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학생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인내심 등을 기르는 충분한 경

험을 하지 못한 채 임용이 되는 것이다. 현재 무검정으로 교사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은 제도상으로 요구하는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 

통과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절차이다. 때문에 정작 교사가 되어서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거나 쉽게 교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C는 힘들었던 임용 준비기

간은 좀 더 진지하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장

에서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임용제도가 현장과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

경의 아이들을 만나고 실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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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고 나서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지. 정말 교사하고 나서는 왜 내가 이

걸 했나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되게 어렵

게 된 친구들이 많아요. 몇 년 공부해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태

도가 틀려. 이걸 내가 어떻게 붙었는데 이까짓 어려움을 내가 포기하냐 

이런 자세로 일하게 되는 거고 쉽게 붙어버린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

만 해야지 라고 대하는 것 같아요. 임용고시 준비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약이 되는 거지. (교사C) 

 

저는 솔직히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라든지 인성 이

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문제

가 뭐 나올지 유형이 어떤 거지 그런 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

사가 되면 어떨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그런 거는 솔직히 그다지 느

껴보지 못했고 현장 가서 느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들 있잖아요. 가정

에서도 버려지고 문제아들 지도하면서 이제 아 얘네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친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약

간 그런 생활지도 하면서 좀 더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교육학 책을 

보면 사도 헌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전혀 와 닿지 않았거든요. 와 닿지 않았는데 현장 가서 다

양한 환경의 얘들을 만나면서 아 교육학 책에 나왔던 내용이 이런걸 말하

는 거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교사C) 

 

인성적 측면에서 임용제도가 현장과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비조사에서 교사들이 미술치료, 상담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

끼는 것처럼 학생들을 전인격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격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 C의 면담에서 미술교과의 특성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미술교과는 특히 아이들의 인성발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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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못하는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되게 재미있어 하는 얘들 있어

요. 왕따 당하는 얘들 있어요. 혼자만 생활하는 얘들은 낙서 같은 거를 나

름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 그들만의 세계가 없고 외톨이다 보니까 그걸로 

푸는 거예요. 걔네 들은 즐겁고 되게 즐거워 지는 거지. 항상 칭찬 못 받

다가 여기서 칭찬받으면은 얘들이 밝아져요. 이게 미술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교과목이 좀 그래요. 다른 교과 같은 경우

는 지식을 들여놓는 교육이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발산시키는 어떤 감정

이라든지 억눌러져 있는 거를 얘들이 뭔가 풀 수 있는 게 되니까 미술뿐

만 아니라 내가 볼 때 예체능 교육은 정말 중요해. 얘들 인성적인 측면에

서는. (교사C) 

 

따라서 미술교사로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

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이 일어나려면 임용제도에서 교사가 얼만큼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연구능력 
 

 

미술교사는 임용시험에 통과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능력, 즉 반성적 사고능력이 요구된다. 임용시

험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미술수업을 수행하

는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심층면담에서 미술교

사로서 필요한 자질로서 연구능력이 도출되었다. 미술교사E는 임용시험

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것

에 목적을 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상에 대한 의견은 교사마

다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잘 전달하는 역할에는 동의하나 교

사B는 극단적으로 지식의 전달자로만 역할을 할 경우 컴퓨터로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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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교사E와 B는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넘어서 교사 스스로가 학습하고 연구하는 탐구자

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해석을 해서 학생들에

게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 있다. 주체적인 미술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능력은 미술 수업

의 질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임용선발제도는 아무래도 전달자로서의 교사인 거 같은데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평생학습이니까 학습하는 교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교사E) 

 

미술은 어차피 삶이랑 밀접한 학문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대로 가르칠 거

면 예를 들면 극한 말이긴 하지만 PPT(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그러지 

내가 얘를 가르친다는 거는 교류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좀 후자 쪽이 맞

다고 생각해요. 내가 재해석을 해서 얘들한테 던져주면 얘들도 뭔가 재해

석을 하겠죠. 똑같진 않겠죠. 절대 지식이라는 게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

는 거잖아요. 그치만 참 단체를 가르친다는 것은 절대지식이 있는 거잖아

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고 어느 쪽에 비중을 두

느냐. 교과서를 읽는 선생님이다 그럼 아니고 내가 어떻게 수업에 할 것

이냐 예를 들면 수채화를 해도 정말 옛날처럼 정물화 꽃에 꽃병에 사과를 

놓고 할 것이냐 그 수채화 기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협동작품으로 해서 

다양한 기법으로 해서 할 것이냐 그거는 좀 재해석의 문제이지 않을까. 

(교사B) 

 

한편 교사A는 임용시험의 기준은 국가교육과정이라고 보았다. 근래 감

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당시 3차 시험에서 감상수업을 하라는 문

제가 나왔듯이 임용시험의 목적은 분명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국가가 정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하는지가 중

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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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자체는 시험의 기준은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09개정 교육과정

이죠 지금 09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지금 올해 신규로 뽑힌 얘들도 09개

정 교육과정에 맞게 뽑아야 되니까 그 과정 안에서 요구하는 교사상을 뽑

을 거예요. 문제도 아마 거기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고 거기에서 가르

쳐야 되는 지식을 물을 거예요. 저도 불가 몇 년만해도 감상수업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넘어오면서 07개정 07부터 감상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감상수업에 관한 게 많아졌고 불과 저 3차 때도 감상수업을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상수업이라는 거는 미술사적 지식을 물어보거든

요. 그리고 비평능력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느

냐 감상수업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할 수 있는 교사를 뽑겠다 이거거든

요. (교사A) 

 

교사B는 특히 미술과의 경우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사의 재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미술은 보는 관점이 다양하고 한 주제로 여러 

가지 실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교사의 자율성

이 작용되는 것이다. 이 때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의 질

이 달라진다. 따라서 지나친 자율성은 교사의 편의에 의한 수업으로 연결

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

적한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딱 정

해져 있지만 미술 같은 경우에는 딱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한 실기

내용을 가지고서 얘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사의 재량이 많이, 

자율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교

사가 자기가 하기 쉬운 수업만 하다 보면 얘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교육과

정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좋게 되면 얘들한테 정말 다양한 수업

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다양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교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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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사의 연구능력의 필요성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기 수업이 많은 미술과목의 경우 “실제로 해봐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술교사의 능력에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 따라서 미술교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기 위해서는 능동

적인 학습자로서의 태도가 필요하고 임용시험에서 이러한 교사로서의 자

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예비조사에서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수

업 방식,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교

사C는 기존의 것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 드신 선생님들을 기존에 했던 걸로 수업을 

하려고 해요. 내용이 시험문제를 내다 보면은 정말 우리는 수능세대잖아

요. 지문도 길고 최근 유형에 맞게 문제를 내는데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한 줄의 문제. 시험문제라든지 수업내용도 자기들이 전공했던 것 만 가르

쳐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붙은 선생님들은 워낙 실력도 좋아지고 경기도의 

경우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다양한 걸 시도를 하지, 대표적인 게 컴퓨터

수업 동영상 수업이라든지 광고 제작하는 수업을 할 때 나이 드신 선생님

들은 되게 두려워해. 그런 어떤 컴퓨터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견충돌이 있어요. 해봐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또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렇죠. (교사C) 

 

임용시험과 현장의 연계성에 대한 요구를 종합하면 첫째, 다양한 교수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현장 적응력을 높여준다. 

둘째, 같은 맥락으로 임용시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이론을 학습상황에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기수업에서도 임용시험에서 실기시험의 결과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실기 교수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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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량은 실제로 수업하는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미

술 전문가가 미술 전문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닌 공교육에서는 미술 비전

공자들에게 미술을 향유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술

교사는 그에 따른 교수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미술교사는 미술 이론과 실

기의 전문가이면서 이러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도 전문가이어야 한

다. 그리고 셋째, 실제 현장에서는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이 수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면접

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의 사명감과 연구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용

시험이 현장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기시험, 수업시연, 면접의 비

중을 강화해야 한다.   

 

 

4. 임용시험 개선 방안 
 

 

1) 2013 개정안  
 

 

2013년 개정안에 대해서 미술교사들은 찬반의 의견을 보였는데 시험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은 시험제도가 자주 바뀔

수록 개정안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험제도가 자주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

하고 교사8은 교육과정의 중심에 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용시험의 시험유형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화가 겹

칩니다. 교육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사를 뽑는데 이렇게 자주 변경하

는 것은 어떤 유형의 변화이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8) 

항상 임용문제가 바꿨잖아요 제도가 계속 바꿔서 제도가 준비하는 입장

에서는 일년에 한번 보는 시험인데 운에 맞길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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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던 사람들은 바꿔버리면 많이 혼란스러워 지잖아요. 정권 바뀌면 바

뀌잖아요. 나이 드는 선생님도 말하시고 저도 다 팔자라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운에 맞기는 거도 이게 어떻게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

아요. 좋게 하려고 바꾸는 거 같긴 한데. 좋게 하려고 바뀌는 거긴 하겠지. 

근데 누구 좋게 하려고 바뀌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 누구 좋게 하려는 

건지. 학원 좋게 하려는 거지 학원…새로운 문제 내가지고. (교사C) 

 

한편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자격증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다. 반대하는 의견은 

수험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나치게 암기위주로 시험이 재편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한국사 시험을 찬성하는 의견은 한국사를 아는 것

은 한국미술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사 능력시험 추가는 충격적입니다. 한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 교

사의 자질이지만 지나치게 암기능력 위주로 시험 제도가 재편되는 것 같

아 안타깝습니다. (교사14) 

 

미술에 한국미술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사 자격증이 수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교사15) 

 

이번 개정안은 한국사능력시험을 필수로 지정하였으나 교사C의 면담을 

보면 과거 한자 능력시험이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C는 임용시험에서 추가로 다른 시험의 가산점을 주거

나 개정안처럼 필수로 지정하는 것은 교사로서 능력에 필요하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의 변경 안은 미리 계획되고 점차적으

로 시행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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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는 물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사 시험 본다는 것도 그게 필요하니까 보는 

거거든, 근데 막상 하면 다 해요. 저희 때도 갑자기 한자 능력시험이 가산 

점이 된다고 해서 한자 능력시험을 갑자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공고를 

미리 발표하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사C) 

 

그리고 문제 유형에 서답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유형이 

바뀜으로 인하여 지엽적인 문제출제를 방지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C는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서답식의 문제는 객관식보다 암기가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서답식 출제의 문제점으로 심층적 사고를 평가하기

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히려 객관식 시험이 확산적 사고를 유

발하여 서답식 시험을 준비할 때 보다 폭넓은 공부를 하게 하였다는 것

이다.  

 

예전에 서답형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줄줄이 외웠어요. 선생님들 기

본 교재를 토시 하나 안 빠트리고 이거를 문장으로 딱 외워요 답을, 데칼

코마니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좌우 대칭의 작

품이 나올 수 있도록 찍는 거다.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웠는

데 객관식으로 바뀌면은 토시 하나 빠트리지 않고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

로 슥 보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거는 객관식이 더 유용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풀기에

는 운 좋으면 찍어서 맞는 그런 오류도 발생하게 되지만 공부했던 입장에

서는 객관식, 주관식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 교재만 봤어요. 학원 각각 

기본서만 달달 외워서 봤는데 객관식이 되니까 기본서가지고 안되고 그때

는 내가 학문의 즐거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다양한 책을 다 읽

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미술사의 기본은 역사예요. 역사, 한국사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역사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만이 미술

사의 기본을 알게 되는 거고 교육론도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뭐 거기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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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파가 생기고 재료 기법이 발견되는 거고, 가장 큰 흐름을 보면 역사

의 줄기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사C) 

 

그러나 한편 시험유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존방식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복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엽적으로 출

제가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엽적인 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유형

을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시험 유형을 바꾸는 것은 오랜 임용 공부를 한 저로써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방식이 오래 유지되면 문제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이미 나

와서 매우 지엽적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

다. 그래서 기존 출제 유형 바뀌는 것은 중요한 부분을 다시 출제할 수 

있어 찬성합니다. (교사15) 

 

그리고 앞서 설문조사 분석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용제도 자체가 미술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보다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한다는 의견은 동일했으며 이것은 임용시험의 타당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솔직히 임용을 봐서 교사를 채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수한 교사를 뽑

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시험을 보든 관심 없다. 어

쨌든 순위를 매겨서 필요한 숫자만큼 뽑는 건 마찬가지니까. 나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립교사 임용시험에 붙었으나 현장에 와서 느낀 점은 “내

가 지금까지 한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였지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야 “교사”가 되는 공부

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생활지도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교사18)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에서 

임용시험의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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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한정된 자리를 다수의 지원자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통

과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시험의 타당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질과 체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2) 양성과정의 제안 
 

 

설문조사에서 미술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

능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미술 분야 

별 세부실기 능력 배양, 심도 있는 미술사적 지식의 습득, 영상매체와 컴

퓨터 프로그램 활용능력, 다양한 주제에 따른 수업 연구 등을 희망하였다.  

 

미술사적 지식과 영상, 사진 등 매체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고, 

뭘 하느냐 보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Teaching Method)에 관한 수업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18) 

 

미술사나 미학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 풀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교사3) 

 

경력교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양성과정과 현직교육에서 강화 

되야 할 부분이다. 교사15와 교사5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의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술에 대한 세부전공에 대한 능력이 요구되었는데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면 양성과정에서 미술교수법과 표현법에 

대한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 110 - 

전공을 서양화로 해서 한국화 수업(실기)시수가 적은 편입니다. 제 전공

이 아닌 다른 수업을 학생수준에 맞게 좋은 수업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사15) 

 

조소, 회화, 판화 등 이론수업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조소전공이기 때

문에 조소의 경우 표현방법에 대해 잘 알지만 다른 미술분야에 대한 지식

을 무지합니다. 실기를 학습하는 수업이 중요합니다. (교사5) 

 

미술을 전공하였으나 교사15와 교사5는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비 사범대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 작가양성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서양화를 전공하는 경

우 동양화나 디자인 수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양성과

정에서 분야별 세부실기에 대한 수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교사28은 융 복

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그의 수업에서 적용시키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일상은 초,중,고에서 구분하는 교과로만 

바라보기 어렵고 고등사고와 폭넓은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과적인 전

문지식보다는 다양한 관련교과의 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사 <음악, 시, 소설> 경제, 경영이야기, 건축, 패션, 영화, 과

학 등 종합적인 학문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교사28) 

 

그리고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직교사를 초빙한 수

업을 통해 이론과 현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히 심

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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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초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내용도 내용이지

만 교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

요. 저는 교사가 돼서 유용했던 게 정신과 관련된 강연을 듣거나 이런 것

들이 정말 좋았던 거 같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강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

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되게 많

이 필요해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에 대해서. (교사E) 

 

수업을 보는 관점이 수업을 하는 교사의 지도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배

우는 아이가 어떻게 배우는지 보는 관점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라서 아이

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어

려워하는지 어느 아이가 어느 지점에서 이탈하는지 그 아이에겐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지켜보고 이렇게 

얘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사E) 

 

양성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학생을 이해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교육실습기간이다. 교육실습기간 동안 예비미술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수업에 참여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교육실습기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교생 해서 내가 겪었던 거랑 실제로 내가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도 

교생이라는 게 한 달이지만 과정이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 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되려면 1년이 되면 좋

은 건데. (교사C) 

 

이처럼 미술교사들은 교과지식뿐 만 아니라 교수지식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실질적으로 학생을 이해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지도안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양성과정에서 교육활동에 대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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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용과정의 제안  
 

 

신규 임용제도에 대해 미술교사들을 1차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의 지엽

성을 탈피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지식의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차에서 3차 시험으로 변경되면서 면접평가

가 강화 되었다. 미술교사C는 지필시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업실

연과 면접에서의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과거 2

차 전형의 면접은 암기한 지식을 물어보는 형식에서 현행 3차 면접에서

는 실제 학교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질문으로 변화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C는 이러한 개방형 형태의 질

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비미술교사에게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교사로서

의 자질과 덕목을 생각해보게끔 하는 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게 더 들어가면 좋겠고 수업 쪽 그쪽으로 많이 가줬으면 좋겠

어요. 근데 이론적인 지식은 어렵긴 한데 이론적인 지식을 무시를 할 수

는 없어요. 수업을 하다 보면 다 써먹긴 하거든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가

르칠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1800 

몇 년에 미국 거기에 처음 미술대학이 생긴 게 왜 필요해요. (교사B) 

 

전에는 현장에서 바로 질문했거든요. 2차 시험까지는. 그때는 정말 단순

한 질문이었고 딱딱 떨어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2차까지는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면접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사도강령 

다섯 가지 외워보세요. 2009년 교육과정 목표 말해보세요. 이런 식이었다

가 3차로 바뀌면서 내용이 좀 더 심도 있게 바꿨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들어가기 전에 10분 동안 문제를 주고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적을 시간

을 줘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더 심도 있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교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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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공부를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

는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임용고시 문제에서 현장에서 쓰일 수 있

는 문제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수업 실연이라든지 면접할 때 내용적인 

거에서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날 것 같아요. (교사C) 

 

논술시험에 대해서는 본래 도입된 취지와 다름을 지적하였다. 논술형

의 도입은 본래 심층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함이었으나 채

점 기준 상의 문제로 지식위주로 묻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A는 다음과 같이 논술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

사A는 임용시험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하기에 지식위주의 

평가방식은 부족하다고 보고 임용제도가 미술교사의 자질과 교사로서의 

인성 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논술이라는 거는 자기의 의견을 적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논술

시험은 말만 논술이지 서술형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묻

는 게 아니라 지식을 묻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적는 건데 의

견을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지식을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서답식이 오히

려 나았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사A)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이며 절대적인 지식이 있다

는 가정하에 평가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바는 어

떠한 지식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무엇을 더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서 세분화된 과정이 필요한데 교사9는 면접과 논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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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측정

하는 방법뿐 아니라 면접, 논술 등을 활용하여 교직에 대한 생각, 교육철

학, 인성 등을 검증 받는 세분화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9) 

 

그리고 교사A는 임용시험의 기준과 의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다. 임용시험은 교육과정 안에서 요구하는 교사상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임용시험이 변경되는 것은 미술교육이 변

함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미술교육도 시대 흐름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임용시험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교육과정에 따라 임용시험도 바뀌는 거예요. 

기본, 뭐랄까. 임용고시의 형식은 많이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묻는 거는 확실히 바뀌는 거 같고 표현능력 자체는 기본적인 표

현능력을 보는 거니까 정말 수채화를 가르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조소

를 가르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수업을 연구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연

구자료. 수채화자료 조소작품 이런 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보는 것 같

아요. (교사A) 

 

실기수업의 경우 미술교사는 미술교과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효율적

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문 작가양성 교

육과 달리 공교육에서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보다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중이 더 높고 가령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지도한다고 해도 미술수업

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용 

실기시험에 대해서 교사D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

요하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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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용적인 부분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학생 때나 교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 실기랑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부드럽게 접

목해서 중간적인 매개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머리 속에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손으로는 수채화를 다룰 수 있고 색연필과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미술교사를 선발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따라서 그리거나 얼마나 스킬풀(Skillful)하게 그거

를 그리냐는 것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텐츠(Contents)를 가지

고 학생들한테 얼마만큼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만한 교육 컨텐츠를 제

한된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시험이 된다면 조금 

더 미술교사로서 내가 이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나 잘 그리지 보다는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미디엄(Medium)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믹스

(Mix)가 돼서 학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D) 

 

현재 수업시연에서 이러한 전달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느

냐에 대한 것에는 수업시연에서 이러한 평가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기에

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을 자연스

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실

질적인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세분화된 평가도구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업시연 할 때는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서 그 사람의 실기능력까

지는 거기서 볼 수 없는 거고 또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보다는 

그 교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해나가느냐 

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내용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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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연이라는 거는 이게 중앙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관할 교육청

에서 교사나 교수들을 평가를 하는 거라서 좀 일관된 기준이 없을 수 있

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맞춘다고 하지만 서울 다르고 전남 다르고 울산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듯이 그건 이제 교육청 관할이라서 표준화된 평가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비중을 높게 안 두려고 하죠 변별이 

없으니까. (교사D)  

 

그렇다면 실기시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

면서 각 과목별 요구되는 교사특성과 지식의 종류에 따라 측정방식에 대

해서 연구하고 측정방식의 개발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험의 과정이나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충분히 연구해

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시각문화에 대한 주제를 주고 교사

한테 포토샵이나 사진, 앙드레브레숑
65
의 사진을 이용해서 시각문화를 전

달할 수 있는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안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시험체제를 바꾼다거나 아니

면 정해진 이미지 하나를 주고 그 이미지를 시간 안에 해석해 내고 그리

고 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지식적인 부

분도 거기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고 이거를 아이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더 좋은 그림이나 양질의 수업에 

그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사가 발화를 하고 언어를 선

택을 하고 이제 같은 주제를 놓고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한다고 하면 내

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녹여내서 수업을 할 수 있

는지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용적인 부분이나 문제가 있

긴 하지만 이상적인 부분을 논해보자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미술교사를 

뽑는 데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과 내용학은 내용학대로 시험을 

                                            
65

 앙리 카르티에 브레숑(Henri Carier Bresson, 1908-2004)은 유명한 프랑스의 사진

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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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실기는 무슨 정물화를 그려라 세시간 뭐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의 소

묘를 한 시간 사십 분 그려라 이러니까 전혀 우리가 배웠던 내용학이나 

그리고 그 실기가 통일이 되지 않으니까. (교사D) 

 

따라서 실기시험의 경우 실기작품을 시간 안에 완성하는 평가도 중요

하나 가르치려는 내용에 대한 지식, 수업을 위해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수업 시 발화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체제개선이 있어야 한다. 미술교사들의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임용시험을 통해 미술교과의 기본적

인 지식평가의 수준을 넘어서서 미술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다

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과정부터 미술교사

로서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실제 교육적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

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요구되었다. 앞서 말한 실기시험

에 대한 능력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구

체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교직 적성, 지도안 작성, 수업 시연 등 수업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처럼 예비교사들이 현

장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면 예비교사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14)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교육실습

기간을 늘리거나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간에 대한 성과를 임용시

험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수지식의 평

가, 실제 적용 가능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인성과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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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그러므로 지식위주의 평가에서 지식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사로

서의 수행능력과 자질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발의 기제를 정

교화해야 한다. 미술교사들을 개정안, 양성과정, 임용과정에 대해서 공통

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의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있었다. 미술교육이론을 토대로 현장수업에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양성과정에서는 현장과 연계되는 수업을 강화하고 임용시험에서는 그

러한 적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

하고 교과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경

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용시험은 미술교사의 자질을 골

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방법의 개

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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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현행 임용시험이 교직적격자를 선발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중등미술교사들의 임용시험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여 신규임용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현행 임용시험

제도가 생겨나게 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변천과정과 현

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실제 양성과 선발과정을 경험한 현직 미술교사들에게 설문지

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술교사 신규임용제

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교직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교사양성과정이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과정에 비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가 교

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또는 교수방법에 대한 지식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교직입문의 통로가 확장되면서 유입되는 학생들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

발과 양성과정에서 교직적격자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교원자

격증 발급 현황을 보면 한정된 자리에 비해 다수의 교원자격증이 발급되

고 있다. 따라서 교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치열한 경쟁은 불

가피하고 이는 정작 교육의 본질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술교사들을 통해 지적된 임용시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이 교직에 입문하기 위한 유일한 관문이 됨에 따라 사교

육의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임용시험 준비로 인한 개인적인 부담이 큰 

편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

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에 진입하고 있으나 지나친 수급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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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성과정과 선발과정의 높은 기회비용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의 의존도는 양성과정과 임용시험의 

연계성이 낮은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발생된 치열

한 경쟁률로부터 기인하였다.  

둘째, 현재 일회성 임용시험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한번에 평

가하는 형식은 교직적격자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시험의 출

제유형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필기시험은 이론적 지식을 측

정하기에 적합하지만 현재 1차, 2차의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교수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의 영향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현행 임용시험은 교수능력과 실무능력, 교사로서의 인성을 평가하기에 구

조적인 딜레마가 있다.  

셋째, 현행 실기시험은 표현위주에서 감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미술교육을 가르치는 미술교사를 선

발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정형화된 실

기시험의 패턴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실기시험은 작품

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 교수능력을 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평

가방식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미술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사양성과 선발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턴제 또는 

수습교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직은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지원

자로 인하여 실력 있는 미술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지나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희박한 합격률은 교사양성과정에

서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충분히 함양하기 보다는 임용시험을 포

기하거나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양성

과정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오로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수



 

 - 121 - 

단으로 치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사수급정책이 요구됨과 동시

에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예비미술교사에게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예

비미술교사들에게 교직적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려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2013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기

존의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즉, 세 가지 경로로 양

성되던 교원양성과정을 사범대와 일반대학 교직과정 두 체제로 집중하고 

교육대학원은 교사의 연수와 재교육을 전담하도록 유도하는 개편안을 발

표하였다. 이렇듯 현재 신규임용의 규모와 교사양성의 규모가 균형을 이

루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정책개선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

다. 그리고 임용시험 합격 후 바로 학교에 발령되는 것이 아닌 6개월에

서 1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습교

사제는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미술교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제공

하여 미술교사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양성이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양성기관의 규모를 축

소하되 대학원 수준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교사양성기간의 체제개편을 통한 장기적인 수급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임용시험의 1차 지필시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교수역량을 평

가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선발의 기제를 정교화하되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객관식 평가는 지엽적인 문항이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었

으나 광범위한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확장적 사고를 유발하는 장점이 있

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의 2차 전형에서 서답식 문항은 핵심적인 개

념이 시험이 출제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단순 암기식 공부를 유발하는 단

점이 있었다. 따라서 2013년 개정안에서 서답식 출제방식은 이전 출제유

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할 것이다.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

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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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점은 양질의 문제 출제이다. 출제 방식의 경우 김이경(2002)의 

OECD교원정책검토 배경보고서에서 임용시험 출제 위탁의 경우 최소 2

년에서 3년의 기간을 두어 준비하고 공정성 확보와 객관식 출제 난이도

를 조정하기 위하여 문제은행 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바 있으나 약 10

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 은행출제방식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관계자

의 인터뷰 결과 시험문제 출제는 시험 일시 약 두 세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임용시험 문제출제를 올해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아 임용시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

타났다.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여 시험일정을 계획하는데 효율성을 보이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리고 임용시험 자체 평가기제를 다양화 하고 특히 미술과의 경

우 반성적 사고와 교육적 경험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1회의 임용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된다. 임

용시험이 국공립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예비

미술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실제 교수

학습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단지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암기식 공부가 지속된다. 따라서 실제 교단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과 

힘든 적응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기 반성적 자료와 수업

계획안, 작품제작 등을 모은 포트폴리오, 이력서, 추천서 등을 임용시험 

평가 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좀 더 유의미

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미술과 실기시험의 경우 단순 실기 실력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미술 수업의 학습주제에 따라 적합한 수업 자료를 구

성하고 정보를 잘 전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교육에서의 미술수업은 미술을 표현하는 기법위주

의 수업에서 향유하는 방법에 관한 수업으로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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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사는 미술지식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통해

야 한다. 따라서 미술교사의 선발은 다양한 양성과정의 특색에 맞게 선발

기제를 지식 측정 위주의 임용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수능

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지

나친 중앙집권적인 제도는 교직사회를 경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규임용 제도는 양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교육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술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임용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과 임용시험 제도의 변천과 개정안에 대한 맥락을 살펴

보고 실질적으로 현직 미술교사들이 미술과 임용시험에 대한 경험과 견

해가 어떠한지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미술교사들은 교사

양성과정과 임용시험 그리고 학교에서 미술교사 생활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러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는 추후 미술과 임용시험에 관

한 연구를 할 때 현장감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미술교사들은 양성과 

임용 사이의 관문인 임용시험이 미술교사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분한 것

으로 보고 임용시험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역량 있는 미술교사를 선발

하는 데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

로 미술과 신규임용시험에서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식에 대한 

평가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속적으로 중등미술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술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

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학교 미술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이며 후속연구

로 미술교사의 실제적 교수활동 능력에 기반한 임용시험의 출제방식과 

내용, 특히 실기시험 문제유형과 적합한 평가방법의 모색에 관한 연구가 

제안된다. 예비미술교사에게 좋은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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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양성과 선발제도

의 구조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술교사 교육과 

선발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은 미술 공교육을 책임

지고 이끌어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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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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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는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미술교사 임용시험제도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석사과정 연구생 최한울 

(woul@snu.ac.kr) 

 

Ⅰ. 선생님께서 교직을 이수하시고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

는지 여쭙는 문항입니다.  

 

1. 교직을 이수하신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사범대학 졸업 ② 비사범대 교직과정이수 ③교육대학원 교직과정이수  

 

2. 대학교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서양화 ② 동양화 ③ 조소 ④ 디자인 ⑤기타(     ) 

 

3. 대학원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서양화 ② 동양화 ③ 조소 ④ 디자인 ⑤ 입학하지 않음 ⑥ 기타(     ) 

 

4. 교직 수업을 통해서 가장 도움을 얻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미술전공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 

②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③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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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을 보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문제 10번으로 가서 설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5.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임용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까? 

① 대학교(  )학년부터 ② 대학원(  )학년부터 ③ 대학교 졸업 후  

④ 대학원 졸업 후  

 

6.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 방법 중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 교직수업 

② 학원 수업 

③ 스터디 

④ 혼자 공부 

 

7.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심화해서 공부하였습니까? 

① 주교재는 전부 보고, 되도록 참고문헌까지 모두 보며 공부했다. 

② 주교재의 내용은 전부 보았으나, 참고문헌까지 보지는 못했다.  

③ 주교재 보다는 교직수업･학원수업에서 다룬 부분을 주로 공부했다.  

④ 임용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골라서 공부했다.  

 

8. 임용시험에 응시한 횟수와 임용시험을 준비한 기간, 임용시험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란에 적어 주십시오.  

 

임용시험 응시횟수 임용시험 준비기간 하루 평균 공부 시간 

(    )회 (    )년 (    )개월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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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선생님께서 경험하셨던 임용시험에 관한 진술문입니다. 선생님의 경

험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술교육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임용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

는 것이라 공부한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임용시험에서 정답

을 맞히는 것보다는 미술교육을 깊이 이해하

고 체득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무조건 암기하기보

다는 내용을 분석하고 심도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미술교육

학 지식은 교사가 되어 교육을 하는 데 유용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6. 학부 때 배운 전공지식보다 임용시험을 준

비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 현장에서 효율적이

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위

한 학원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교직수업 관한 진술문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직수업에서는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더라

도,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다루는 경우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교사로서의 인성을 함

양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교사가 되어 교육을 

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직수업을 들으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

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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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1. 선생님께서 교직/전공 수업수강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지식 이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영이 되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이 현장 

미술수업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미술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배우고 필요한 부분이 있

으시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3. 현재 임용시험은 1차: 교육학/전공(5지 선다 40문항), 2차: 전공 논술(4문

항), 3차:(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내년

도 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자격증 추가, 기존의 객관식, 논술에서 서

답식으로 문제출제유형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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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끝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 인적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에 ∨표 하시거나 직접 적어주십시오. 

 

1. 성별: ①남 ②여 

2. 연령: 만 (   )세 

5. 교직경력: 약(   )년(   )개월 

6. 담임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7. 담당 학년:  

① 중학교 (   )학년 ② 고등학교(   )학년  

8. 학교 소재 지역: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강원도 ④기타 (       ) 

9. 근무 학교  

① 공립 ② 사립 ③ 기타(예술 고등학교) 

10.E-mail주소: (           @              )  

 

 

추후 서면 또는 대면 인터뷰가 가능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설문조사와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E-mail: woul@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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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심층면담 질문지 
 

대 영역 중 영역 면담 내용 

 

미술교사 

양성 

준비기간 

선생님이 미술교사가 되기까지 받은 정규교육/

학원교육, 걸린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듣고 싶

습니다. 

사교육필요성 
예비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학원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술교사의 

자질 

예비미술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

하시나요? 

 

미술교사 

선발 

 

문항제시형태 문항의 제시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용시험  

변경안 

2013년 임용시험 변경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미술교육에 대한 흥미가 

늘어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수업과의 

연계성 

학부 때 배운 전공지식과 비교하였을 때 임용시

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 현장에서 효율

적인가요? 

-> 어떤 부분이 효율적/비효율적인가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미술교육에 관

한 지식은 교사가 되어 교육을 하는데 유용하였

습니까? ->어떠한 점이 유용하였는지 실제 사례

를 소개해주세요. 

교직수업을 통해 선생님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을 얻으셨나요?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요? 

학교구조, 현장의 괴리 또는 수업을 하는데 힘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인성함양 

교직수업을 들으면서/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교

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으셨나요? ->어떠

한 경험이나 수업이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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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분석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임용시험

이라는 제도와 문제가 적절히 제공이 되고 있다

고 생각하시나요? 

 

기타 
교사역할 

탐구자로서의 교사/전달자로서의 교사 임용선발

제도는? 

다른 교과/ 미술교사의 수업을 보거나 지도안을 

교류한 적이 있나요? 

 

개선안 

 

실제 미술 수업과 교사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지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예비미술교사들이 임용시험을 통과하기 위

하여 장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을 목적한 임용시험출제 범위/문항제시형태의 변

화 또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가 있다 어떤 것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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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teacher appointment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of 

secondary art teachers 
 

Hanwoul Cho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is based on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research. It analyzes the appointment system for new art teachers and it aims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s in current training and selection system based on the 

experience and opinion of those who have taken the examination. Thus, this thesis 

describes the current training and selection system in details to particularly shine a 

light on existing problems and the measures to improve.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how has the examination change over the years and what is the current status? 

To answer this, the current trend and historical context were studied. Second, what 

is the appointment process and what are the criteria? To answer this, both domestic 

and overseas cases served as a basis to expose the current status of art teacher 

appointment system. Third, in regards to the appointment examination, what are the 

needs and improvement measures posed by art teachers? To answer this, issues of 

the current teacher appointment system were identified by the art teachers who have 

taken the examinat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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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ty-four (34) art teachers were surveyed in regards to their experience in 

training and appointment examination. Also, five (5) teachers participated in in-

depth discussion to provide their opinion on the current appointment examination. 

The collected survey result went through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The 

recorded in-depth discussion was transcribed and analysis per topic followe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  

 First, the imbalanced supply and demand of art teachers created hyper-competition 

which causes both individual and societal damage. Therefore, license without 

examination should be promoted long-term supply and demand strategy is necessary. 

Second, the appointment examination does not reflect the field. In order to address 

this, evaluation of practical teaching skills should be promoted further and the 

necessary evaluation method needs to be researched. Detailed evaluation tool is 

needed for both teaching demo and interview evaluation. Third, the centralized 

appointment system bears the risk of conformity. Research on art teacher-specific 

appointment examination is necessary. To do so, I propose diversifying the selection 

method and introducing portfolio-based evaluation method.  

 Previous research on art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left behind the analysis 

of experience and opinion of current art teachers. Therefore, research that subjects 

art teachers who have first-handedly experienced the training and appointment 

examination can rightly address the validity of the appointment system. Thus, the 

significant meaning of this research is present in the fact that it assess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ce between the 

appointment examination and the actual practice of teaching.  

 

Keyword: Art teacher, Teacher appointment system,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Validity 

Student ID: 2010-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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