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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교원 교육에 있어 교원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 역량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역량에 관한 요

소나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전문가로서 초등 교사가 현장에 나오기 전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교육대학

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교사들의 역량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초등교원 

양성교육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인식하

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

등교원양성기관으로써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교사의 역량 제고에 기여

하는가?  셋째, 초등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

정에 요구되는 역량의 교육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이 연구는 초등교원 역량 탐색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국내 76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경력 1-5년의 교사 198명이

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집단 간 차이 검정, 

Borich의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는 

33개 세부 역량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수행 능력은 비

교적 높은 편이었다. 특히, 교수-학습에 있어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요

구하는 역량들이 중요도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실제 수행 면에

서는 가치관 관련 역량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초등교사들은 필

요한 만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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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 역량에 대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낮은 수준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교육과정이 기여한 바를 교양, 교육학교육, 교과교육, 실습의 네 영역으

로 나누어 보았을 때 실습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었고, 교과교

육의 기여도는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기여

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이 역량을 제고하는 데 교육

과정의 기여도를 분석하였을 때, 교사들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

요한 역량들을 함양하는데 교육과정은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으

며, 가치관 영역 역시 기여도가 낮은 편이었다. 

셋째, 초등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

구되는 역량의 교육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에 관한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

계에 관한 역량이 최우선 순위와 차우선 순위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

어, 이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교원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수행 수준을 

진단하고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를 살펴본 후, 교육대학교 교육

과정에 요구되는 역량 교육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 교사-학생 간의 상호 작용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선의 방향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교원의 역량에 대해 연구할 때 직무나 역할 뿐 아니라 

교사의 삶과 직결된 공간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탐색해 볼 것과 현재 

직무를 중심으로 역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수한 수행

자의 특성을 토대로 역량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역량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에 기반하여 평가하였기 때

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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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의 역량에 대해 연구하면서 과연 교원교육이 지향하는 역량이 무

엇인가에 대한 비전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때문에, 향후 교원의 역량에 대해 연구할 때, 초등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초등교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신념은 무

엇인지에 대한 합의적 도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초등교원 양성교육, 교육과정, 초등교원의 역량, 역량 교육 우선순

위, 교육 구성원 간 상호작용, 소통, Borich, The Locus for Focus 

Model. 

학  번 : 2008-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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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초등 교원 양성 교육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역량 교육 요

구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이다. 

세계는 과거 산업사회에서 현재의 지식 기반 사회로, 더 나아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라 불리는 미래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진동섭・한은정. 2012).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rucker, 1989). 

기술의 진보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급받는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여전

히 지식을 전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길러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은 학교라고 할 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적 주

체는 교사(Burstein, Kretschmer, Smith & Gudoski, 1999)로 초등학교교육

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된다(CCCC, 1989). 

교사의 질은 교사가 가진 역량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역량 있는 교사가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곧 역량 있는 교사

를 길러내야 할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다(정미경 

외, 2010).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고등교육기관은 교

육대학교이다. 따라서 교육대학교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대학교의 성과는 교육과정과 

같은 과정적 요소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중요해진다(신정철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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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느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

근까지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김갑성 외, 2009; 신정철 외, 2011). 초등교원 양성교육과정이 길러내

어야 할 역량에 대한 합의도 불분명하였고(김명수, 2004), 교원교육이 얼

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지 않았으며, 교원교육

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박상완, 

2007).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문제점을 토대로 재정리하여 대안을 제

안하는 것으로 교원 교육의 현재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박상완, 2007; 정미경 외, 2010). 

그러나 최근 김갑성과 그의 동료들(2009)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이란 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갖는 경험의 총체라고 정의하며 면담을 통하

여 각 교육과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고찰하는 연구를 실시하였

으며, 정미경과 그의 동료들(2010)은 교사의 직무를 분석하여 역량을 도

출한 후 교사들이 역량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수행

할 때 느끼는 곤란정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탐색한 후 면담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

래형 인재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양성과정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초등과 중등을 아우르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초등교원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연구를 통하여 초등교원들이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중요한 역량 모두를 동시에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역량을 우선하여 신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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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교원의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현재를 진단한 후,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하여 교사들이 요구

하는 역량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등교

사라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교사의 역량을 신장시

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며, 보다 역량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

려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실천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수행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그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사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우선해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33개로 추출하여 각 역량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초등교사들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둘째, 초등교원양성기관으로써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교사의 역량 제

고에 기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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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역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데 대학 교육과정이 기여한 바에 대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현 체제에서 

교원교육이 입문기 교사들의 역량 함양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교양과 전공, 전공을 

다시 교육학 교육과 교과교육 및 실습으로 나누어 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초등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

구되는 역량의 교육우선순위는 어떠한가? 

보다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에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의

미있는 일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교사들이 교사교육

에서 길러지기 원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역량에 관한 우선순위를 도출함

으로써 차후 초등교원양성 교육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역량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인지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수준, 교육과정의 기여도에 대해 분석함

에 있어 교사들의 인식에 의존하여 설문결과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기 

평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역량 보유 수준

에 대한 평가를 피험자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독립된 교실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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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진행하는 환경 특성 상, 제 3자가 교사의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

가를 내리기 어렵고, 교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실제 교사의 역량을 발

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진성희‧나일주, 2009; 이창현, 1993; 

Galloway & Meek, 1981) 자기 평가는 교사 역량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

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음에 근거하여(황은희・백순근, 2008) 본 연구에

서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기 

어려우며, 자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긍정왜곡(faking-good) 현상이 나타날 수 있

다(어윤경, 2006; 허은정, 2011). 

둘째, 교육과정의 교사 역량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에 있어 설

문 응답과 응답에 기초하여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는데 그침으

로써 현장 교사들의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역량에 대한 교사들이 인식한 중요도를 추출하는 데 있어 경력 

5년 미만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교사 생애에 걸쳐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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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교육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바를 진단하고, 양성교육에 기대되는 역량에 관한 교육요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이론적 배경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특성과 양성교육과정의 현황, 초등교원의 역량의 

개념, 초등교원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초등교원 양성교육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초등교원 양성교육

가.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특성

1)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위상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 간의 역할분담은 각 대학이 정체성을 확립

하거나 추구하며, 대학에 대한 기대에 의거하여 그 위상과 좌표를 선정

하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구병

림・이현청, 1995).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서 교육대학

교의 설립 목적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한 현황, 법제적 근거와 학문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고등교육 기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대학교

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은 1895년 최초의 관립 교원 양성기관

이었던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수차례 제도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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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수 신입생 충원 재적학생

국립 사립 계 국립 사립 계 국립 사립 계

교육대학 10 10 3,923 3,923 17,421 17,421

교원대학 1 1 125 125 546 546

이화여대 1 1 42 42 172 172

계 11 2 12 4,048 42 4,090 17,967 172 18,139

겪으며 현재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학교 초등교육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제주대학과 제주교육대학교

가 통합하며 일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초등교원의 양성은 전국의 

교육대학교가 그 기능의 대부분을 담당해 오고 있다(표 II-1). 또한 교육

대학교는 국・공립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 법에 의거

하여, 초등교원의 양성은 사실상 국립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

형 체제로 이루어져 왔다(2010, 허 숙). 여기서 목적형 체제라는 것은 일

반학교로부터 교원양성기관을 분리하여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

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김신호, 2001). 

<표 II-1>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현황

대학정보공시제,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2012 통계연보

이러한 교육대학교의 존립의 특수성은 고등 교육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고등 교육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의 종류를 분류한 고등 교육법 제 2조에서도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 대학, 그리고 각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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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 구분하고 있어 교육대학이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 지향하는 목적이 

다름을 명시하였다. 또한 다른 대학의 종류와는 달리 교육대학교에 대해

서는 고등 교육법 제 44조에 “⓵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 윤리를 갖추도록 함, ⓶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체

득하게 함, ⓷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

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의 세 가지 목표를 명시해 놓음

으로써 교육대학교만의 특수한 존립 목적을 제시해 놓았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구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각 교육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와 구성 원칙에 있어서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써 교육대학은 상

당히 분명한 설립 목표와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립의 특수성과 교육 목적의 명확성은 대학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운영 과정을 ‘투입-과정-산출’ 이라는 체제적 관점에

서 접근해 볼 때, 과정적 요소인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유현숙, 2009; Burke, 1998). 

2)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초등교원양성교육에 있어 교육과정은 핵심적인 영역으로 교원교육은 

곧 교원교육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박상완, 1999). 초등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교육대학교의 편람 

및 교육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육과정 관련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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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가) 교육과정의 구조 및 성격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공은 다시 세분화되어 교육학교육, 교과교육 및 특별활동, 실기

실험, 교육실습으로 구분되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실기

실험 모두 교과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고 교과교육으로 통합하

고자 한다. 

(1) 교양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양교육은 일반교양 및 다양한 

학문 영역에 관한 교육으로 교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적인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진동섭, 1998). 따라서 교양교과는 교원양성 교육

과정에 있어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며 이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교양과목

을 강화하는 입장도 유지되고 있다(이홍우, 1980; 박용헌 외, 1994). 

교양과정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국어・생활과학, 체육・
예술, 자유선택, 봉사활동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구분

하여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학문 영역을 초월하여 인간, 

사회, 우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해 전공과정의 기반이 되면서 교

사로서 폭넓은 교양과 지도적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과정 

영역이다(남억우 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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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교육

교과교육은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통합된 학문으로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교육과정 영역에 해당한다(한명희, 1997). 또한 초

등교원 양성기관의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제

고할 수 있는 분야, 즉 교과 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박창언・이종원, 2002). 

교과교육은 Sulman(1987)이 교수 지식 기반의 영역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예비교사 교육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초등학

생이 실제 배우게 되는 과목 위주로 이론과 실제의 조합을 통하여 교과

를 가르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루는 교육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

다(Ben-Peretz, 1995). 

교과교육은 단순히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한 후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전달하는 역량

을 함양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과교육은 교수 지식 기반

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며(Shulman, 1987), 일반대학과 교사양성대학 간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상완, 2000). 

교과교육은 초등학교 10개 교과 중심으로 I과 II로 구분하되 통합교과

는 I에만 편제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I과 II는 대체로 이론적 접근과 실

제적 접근으로 구분되어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또한 실기는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컴퓨터 등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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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학교육

교육학 교육은 교육 일반에 관한 철학적, 이념적, 이론적 접근을 통해 

교육 현상에 대해 의미있는 고찰을 함으로써, 교사를 교사답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영역이다. 

교육학교육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학문 배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까닭은 이러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교

육에 대한 ‘관점’을 길러주기 때문이다(Borman, 1990). 선행연구에 의

하며 교직 과목을 통해 교육,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며, 교직에서 일하고 싶은 동기를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김병찬, 2003; 

McDiarmind, 1990).

주로 교육의 이해와 교육 심리, 교육과정,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행정

과 학교 경영, 교육사회학, 평생교육론,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공학, 교

육평가, 특수 아동의 이해, 초등교사론, 유아교육의 이해, 교수화법 등을 

다루게 되며 이러한 과목을 통하여 교육현상 및 교직을 이해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으며, 교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안중, 1997). 

(4) 교육 실습

실습은 현장으로 나간 교사들이 교사양성과정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영역(박상완, 2007)으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과목으로(Tisher, 1990) 모든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Griffin. 1986). 교육실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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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인 공주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전주 진주 청주 춘천

교양 36 40 40 44 31 40 38 30 40 34

전

공

교육학교육 21 18 18 18 20 18 18 18 18 19

교육실습 5 4 4 4 4  4 4 4 4 4

교

과

교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61 53 53 52 44 50 54 62 48 51

실기실험 0 11 11 6 13  8 10 11 14 12

해 학생들은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며, 현장을 경험한 후 교사로

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며, 교직에 헌신하는 

태도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김영미, 1999).

나) 교육과정의 편제

10개의 교육대학교는 총 140-147 이수학점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영역은 교양과정, 전공과정으로 크게 분류되며, 전공은 

다시 교육학교육과 교과교육학, 실습으로 나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학의 하위 영역으로 특별활동, 실기실험, 심화, 졸업과제 및 사

회봉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편제에 있어 10개 교육대학교는 각각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는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허숙, 2011),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대학을 대표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

다. 다만 전국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편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II-1>를 제시하였다. 학점과 운영시수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

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점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I-1> 현행 전국 교육대학 교육과정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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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심화 20 21 21 21 22 20 21 20 18 21

졸업과제 P/F P/F P/F P/F P/F P/F P/F P/F P/F P/F

사회봉사 P/F P/F P/F P/F P/F P/F P/F P/F P/F P/F

합계 144 147 147 145 134 140 145 145 146 141

나.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관련 선행 연구 

초등 교원 양성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교원양성기관의 

체제와 현황, 내용에 관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교육 중 

교사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인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

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체제와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들도 결국 교원교

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을 배제하고 진행된 연구들은 드물다. 

그것은 교원 교육에 관련한 연구들이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연구자들이 교육과정의 문제, 양성 체제의 문제, 양성 기

관의 기능 및 관점에 관한 문제를 엄밀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정미경・김갑성・김병찬・박상완・류성창・문찬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원 양성과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교사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

안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이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실태를 드

러내어 현재의 상황과 수준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기 보다는 개선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연구들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고

(이흥우, 1980; 유한구 외 1994)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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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분석

따라서 초등교육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교육과정에 초점 맞추어 

볼 때 크게 양성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성교육의 과거를 제외하고 현재와 미래에 관한 선행 연구는 2002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까닭은 현행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2000

년 전국교육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의 주관으로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본 

모형을 개발하고, 2002년부터 전국교육대학들이 그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등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본 모형을 구성하여 교육과

정을 통합과 초등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대체적으

로 편제와 과목 구성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조동섭, 

2002), 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시사할 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초등교원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의 역사적 변천을 다른 연구들이 

있다. 

김신호 외(2001)는 초등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면서 초등교원 양성 체제의 변천을 다루며 교육과정의 전

문성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대학 프로그램의 특

수성 부재, 심화과정의 성격과 내용의 불명확성, 교과간 내용 중복성, 교

육과정 내용의 계열과 유기적 관계 결여, 교육과정 내용 개방성과 다양

성의 부족,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성 및 연계성 부족, 교육실습 시간

의 부족과 내용의 부실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초등교원의 교직역량을 신

장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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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주(2009)는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변천을 광주교대 사례를 중

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사범학교, 2년제 교육대학, 4년제 

교육대학교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은 이론적 전문성, 

제도적 보편성,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며 단계적으로 발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국가주도적 구성으로 인한 획일성,  

초등교육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부재, 예비교사의 교육과

정 경험과 실천적 필요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지역적 특성 미반영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이 네 가지에 대한 보완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박창언 외(2002)는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를 

교육대학교 3곳,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로 이들 대학의 목표와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교원의 자질 함양이라

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교양 교육을 바라보는 성격과 전공교육

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초등 교원 양성 교육의 이

념이나 목적 설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과 교양 교육 모형을 정립

할 필요성, 전공 학문 분야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조동섭 외(2004)는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한 교육대학교를 사례

로 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대학

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교육대학교로

의 유인력은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이수과목 및 

학점의 과다, 전공교과목의 부적절, 교양과목의 미흡, 심화선택과목의 부

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교원양성교육에서 교육학과 

교과교육 간의 적절한 역할 배분 및 교수요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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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였다.  

김갑성과 그의 동료들(2009)은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

정을 학생이 경험한 교육과정의 총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생들은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교과목명과 수업 내용 

간 불일치 및 과목 간 차이의 불분명을 경험하였으며, 선택의 기회가 없

는 교과과정과 교과과정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 내용 전달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

고, 수업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모임에 대하여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교직관에 대한 교과의 필수 

지정, 전공과목 내용 수준의 합의, 현장과의 연계성 개선, 다양한 교양과

목 개설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교수와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을 촉진하는 통로의 제도화, 교육대학 강사들의 강의 실태 현황분석 후 

개선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미경과 그의 동료들(2011)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양성 교육

과정 영역의 적정 비중과 강조해야 하는 내용을 현장 연계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전공과목 및 교과교육학과목의 확대

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장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직 과목 내용 

강화 및 교직과목 정체성 확립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 교원을 위한 교양과목 내용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석훈(2008)은 교사양성 교육과정 중 교육실습의 가치에 관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교육실습은 교원양성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과목으로 필수적이고 종합적인 요소라고 규정지으며 17명의 교직이수 중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교육실습에 대

한 제언으로, 교육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보호주의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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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제하고 대학에서도 학생이 직접 가르쳐보는 경험을 다양하게 갖도

록 유도하며, 교사양성 초기단계에서 실습 기회를 부여하여 그 경험이 

대학의 학습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교육 실습 후 학생이 필요하다고 

느낀 역량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보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

구는 비록 그 대상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이수자

들이지만 초등교원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래 인재상 혹은 미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양성 체제 및 교육

과정의 방향을 제안하고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김충행(1995)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면서 현 교

육과정은 빈번한 개정을 하고 있으며, 지식위주의 교육이고, 교과이기주

의가 팽배해있으며, 총이수학점과 총이수시간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과이기주의 교과목 개설과 운영, 폐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총이수학점과 충이수시간이 현행 보다 대폭 감축될 

것과 교과목 통폐합과 선택의 폭을 넓힐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박상완(2007)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교육과정의 문제를 Cochran-Smith와 Fries(2005)의 세 가지 범

주를 활용하여 훈련의 문제, 학습의 문제, 정책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도

출하였다. 이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이 지향하는 교사의 역량이나 자질에 

관한 교육적 합의가 부재하여 교원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고, 각 교과목들이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원양성교육이 정책의 

실패로 교원적체 현상이나 교원양성기관 간 질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미래 교원의 핵심 역량 중심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과 사회 변화를 고려한 현장 적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의 구성, 교사양성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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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성의 강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의 조화, 교사교육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발전 방향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황윤한 외(2009)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대학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분석한 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심화과정 강화, 5개

의 교과교육은 기본적인 것들만 이수하도록 하고, 1개의 기능 교과(과학,

영어,체육,음악,미술)를 선택하도록 하여 현행 교육과정보다 1개의 교과

교육을 집중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인 5+1 전공 방안, 졸업예정자가 최종 

학기에 졸업을 유보하고 복수로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인 복수전공방안, 

교육과정을 초등교육학부와 초등교과전담학부로 이원화시키는 교육과정 

이원화체제방안 등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안들을 검토

한 후 실천가능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조동섭(2005)은 교원양성대학의 기능과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면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일선 교육현장과 유리되어 있고, 교육

실습은 형식적이며,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

학으로써의 장점과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교

원양성대학의 기본 기능이 역량있는 교원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보

다 충실한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적응력이 높은 교사를 양성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 실습의 내실화와 특성화된 프로

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허숙(2011)은 현장중심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 내적체제 및 

학사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내적 조

직 체재가 애매하여 초등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직이론과 함께 12개의 모든 교과영역을 학습

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초등 현장에서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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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과 상관없이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시간이 배분되어 있는 불합리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래 초등교사들에게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 그것은 첫째,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현장적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이론과 실제가 조화롭기 못하고 이론에 치우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습은 예비교사들이 

현직으로 나가기 전 현장을 경험하고 그 간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토대

로 종합적인 적용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교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수 , 운영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대체로 문제점을 재정리한 것을 토대로 개

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일 뿐 실증적인 접근은 많지 않아(정미경 외, 

2011), 초등교원 교육과정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하기 이전에 초등교

원교육의 현재를 실증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초등 교원의 역량

가. 역량의 개념

역량이라는 단어의 한자어 의미를 살펴보면, 역(力)은 힘을 뜻하고 량

(量)은 분량이 된, 가득참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의 합인 역량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 혹은 어떤 일을 감당하여 해 낼 수 있는 힘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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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말이 되며, 영어로는 competency 또는 competence로 쓰인다. 영어

의 competency, competence는 compete와 같은 어원에서 온 것으로 

‘함께’라는 com과 라틴어로 ‘원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pete의 결합

에서부터 그 의미가 시작되어, 함께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내는 힘을 뜻하

며 이는 결과가 도출되는 행동 양식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의 

역량이란, ‘지향하는 어떤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실제 능력’이라

고 할 수 있다. 

역량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초기 역량 개

념을 제시한 Maclelland는 역량을 다양한 직업이나 삶이 영역에서 활용

될 수 있는 능력 및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rundrett, 2000). 

Boyatzis(1982)는 어떤 개인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였으며, Mclagan(1982)는 

직무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을 역량이라고 보았다. 

Spencer&Spener(1993)에 따르면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는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준거가 있으며 이에 기준하여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역량 모델을 제

시하였는데 이 모델에 따르면, 역량은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으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음을 시사한

다. 

Bridges(1996)은 조직 환경 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의 행동특성이라고 역량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성공적인 실제 수행 즉,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 21 -

또한 Parry(1996)은 역량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

도의 결합체라고 하였다. 

소경희(2007)는 역량이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이홍민・김종인(2003)은 

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한 능력을 바탕으로 결과를 남기기 위해 취하는 행

동을 역량이라고 하였다.

역량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 방식을 살펴보면, 역량 개념이 다

소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량 개념의 출발이 학

문 세계에 있다기보다 경영 현장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도출되어 조직

의 특정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오헌석, 2007).

그러나 이러한 역량에 관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역량은 ‘수행’

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는 수행자들의 ‘특

성’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역량개념들을 종합하고 ‘교육 가능한’이라는 

Parry(1996)의 역량에 대한 개념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토대로(김정

원・박소영・김기수・정미경, 2011) 역량을 ‘한 개인이 조직 내에서 주

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개인의 총체적 특성으로, 교육프로

그램을 통해 개발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한다. 

나. 초등 교원의 역량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에 따르면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고, 

교사가 전문가라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 혹은 역량

에 관한 개념은 교사가 하는 일의 복잡성과 역동성 등 교직의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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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합의되기 어렵다. 이것은 교원 전문성의 개념

이나 특성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이경 외, 2004). 

그러나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교원의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초등과 중등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교원의 역량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초등

교원만의 역량을 따로 추출해 낸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최진영・김경

자・장신호・이경진, 2000) 교원의 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초등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교원 역량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또한 

역량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교원이 교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신효정, 2006; 정

미경・김갑성・김병찬・박상완・류성창・문찬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한명희(1997)는 역량을 교원에게 주어진 업무 상황에서 그 일을 훌륭

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데 필요한 능력, 자질, 성향, 기술, 가치, 행동양

식들 및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의 총합이라고 하였으며, 

OECD(1998)는 훌륭한 교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및 능력을 교원

의 역량이라 보았으며 이는 사회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하

였다. 

Teven과 Hanson(2004)은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

으며, 복잡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능숙하게 학급을 다루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교원의 역량으로 보았으며, 이돈희

(2000)는 교수 학습 과정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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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능력, 학생의 심리 및 정신 위생과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능력을 

교원의 역량으로 보았다. 

또한 이주한(2003)은 교원의 역량을 고도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며 끊

임없는 연구를 통한 봉사 지향적이며 민주적 태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진, 미성숙자를 성장 발달시키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장기간의 

교원준비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 소경희(2003)은 교사 역량의 개

념을 ‘학교 교육의 실제를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개발하며 설계하는 일

‘ 뿐 아니라 ’교과 간이 연계 및 학교 밖 지역 사회와 학부모와 적절

한 연계를 형성하는 일‘로까지 교사의 역량을 새롭게 재개념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재(2004)는 교원 역량을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스스로의 

활동에서 찾아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들의 교육적인 

필요를 고려하고 충족시켜 주어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라

고 하였다. 

또한 김진실(2007)은 교사 역량을 교사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행동특성으로 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의 총체로 보았다.

이러한 교원의 역량 개념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초등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교원의 역량을 개념화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고재천(2001)은 통합적 안목을 갖춘 교육학 전문가, 전인 형성의 

모델로서 생활지도 전문가, 전체 교과 담당자로서 교과교육 전문가, 아

동발달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수업 기술 전문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

철한 교육 실천가로 초등교원의 역량을 개념화하였다. 

정혜영(2001)은 초등교원의 역량을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교원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 기능, 능력,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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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객관적 지식과 능력’ 영역과 ‘개인

적 자질과 능력’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황윤환(1999)은 초등교원의 교육대상인 아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교육

적 배려의 특수성, 지식 영역의 특수성, 초등교육의 통합성, 교수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교원의 역량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교사의 역량 역시 ‘성공’에 초점

을 두며 ‘수행’ 즉, 행동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반 능력을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

나 인간의 행동이 사고와 태도로부터 기인하여 가지고 있는 기술로 드러

나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역량을 앞서 말한 지식, 기술, 태도의 어느 한 

면만의 발현이라 보기보다는 조화를 이룬 능력의 총체적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량에 대한 일반 학자들의 개념 정의와 교원의 역량 개념에 

대한 정의, 초등의 특수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원의 역량을 

‘초등학교 현장에서 초등 교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교육 구성

원들을 이해하며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총체’로 정의내리고자 하

며 이는 학습 가능한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다. 초등 교원의 역량 관련 선행 연구

교원의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역량의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

와, 요소들을 도출하거나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교원들의 역량 수

준을 진단하거나 역량에 대한 요구들을 도출한 연구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역시 초, 중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은 연구들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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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교원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초등교원의 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 교원의 역량 개념을 탐색하는 연구는 교사의 역할 및 직무

를 토대로 교사가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이

는 앞서 초등 교원의 역량 개념을 탐색하면서 다루었다. 

둘째,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도출하거나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연

구가 있다. 

Ryans(1960)는 1,700개 학교, 6,0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6년동안 교

사의 효과적 행동을 도출해내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25개의 효과적인 행동과 25개의 비효과적인 행동 목록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교수학습과 관련한 지식, 기술적 요인 뿐 아니라 학생에 대한 태도

와 관련된 정의적 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역량의 범위를 넓힌 연구

에 해당한다. 

미국의 카네기 특별위원회(1986)은 “교사가 알아야 하고, 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행동적 특

성들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1987년 교사자격기준 국가위원회(NBPTS)가 설치되어 전문교사 자격 

기준을 설정하였고, 2002년 이후부터 교사의 핵심 직무 영역을 반영하여 

교사 자격 기준을 갱신하였다. 

Arnn과 Mangrieri(1998)은 교사 역량은 교사를 평가하고 관찰하는 학

교장이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

래 미국의 202개 중학교를 선택하여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연구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총 11개의 역량이 도출되었으며, 역량의 중요

도 순위를 정했다는 것과 수업 운영 관련한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와의 구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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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고용부(DfEE)는 우수한 교사의 특성을 세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첫째는 전문적 자질로 리더십, 대인관계, 전문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획, 배치, 분석적・개념적 사고 분석 역량을 하위 항목으로 도출

하였다. 둘째는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유지에 관한 역량으로 수업의 명료

성, 정숙한 분위기, 물리적 환경 조성들에 관한 역량이 하위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세번째인 교수 기술 영역은 수입 시간 준수, 높은 기대감, 

효과적인 교수학습 기획, 다양한 교수법, 수업 및 행동 관리, 평가와 과

제의 효과적인 활용 등을 세부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IBSTPI(International Board of Standards for Training, Performance 

and instruction)에서는 구성주의에 의한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한 면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 블렌디드 학습 등과 같은 학습

의 변화에 적합한 교수역량을 제안하였는데, 전문적 기초 영역으로는 의

사소통, 전문성 갱신 및 향상, 윤리・법적 준거 준수, 전문적 신뢰성 확

보 및 유지 역량이 포함되었으며, 계획과 준비 영역에는 교수방법과 교

수자료 계획, 수업 준비 역량이 포함되었다. 

교수 방법과 전략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 및 참여 자극과 유지, 효과

적 프리젠테이션 기술 활용, 촉진 기술 활용, 효과적인 발문, 명확한 피

드백 제공, 지식과 기술 습득 촉진, 지식과 기술 전이 촉진, 매체 및 기

술 활용과 관련한 역량이 포함되었다. 

평가 및 사정 영역에서는 학습과 수행 사정, 교수 효과성 평가 역량

이, 관리 영역에서는 학습 환경 관리, 적절한 기술 활용을 통해 교수 과

정 관리 역량이 포함되었다. IBSTPI 교수 역량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

역, 나이, 성별, 교육배경,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배경의 

연구 참여자 1,300명으로 구성되어 도출된, 타당성을 검증받은 교수 역

량 프레임웍이다(임정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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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의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2006)는 

교사 경력 단계별 역량 표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경력단계를 5단계로 

구분한 후 16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태도,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안하였다. 

장선영 외(2008)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교사의 역량을 지

식, 기술, 신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이들 역량은 교수(teaching)과 

교사 태도 역량의 큰 틀로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7)는 교원의 핵심 역량 모델을 도출하였는데, 이러

한 모델의 도출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을 중점에 두고 있다. 현황분석, 직

무분석, 역량모델링이 3단계 절차를 걸쳐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역량을 

기반(가치, 혁신), 리더십(성과, 인지, 대인), 직무역량 군으로 범주화한 

후 하위 역량 19개를 제시하였다. 

기반 역량군의 하위 역량은 상호신뢰, 윤리의식, 원칙준수, 창의력, 변

화주고, 프로세스 개선이며, 리더십 역량군은 공정성, 책임감, 비전제시

공유, 자기계발, 배려, 협조성을 하위 역량으로 갖는다. 직무 역량군에는 

학생이해, 교과 전문성, 학습 동기 부여, 교수-학습, 의사소통, 상담, 교

육계획 수립에 관한 역량이 속해있다. 또한 이 연구는 역량 모델을 활용

한 교육훈련의 장점은 구성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음을 밝혔다. 

 최진영・김경자・장신호・이경진(2009)은 초등교원의 핵심 역량을 

분석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초,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교원의 역량을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초등교원만의 역량을 도출하였

다는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초등교

원의 핵심 역량은 교수역량, 평가역량, 생활지도역량, 학급경영역량, 전

문성개발역량으로 구분한 후 다시 이를 지식, 수행, 태도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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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량의 개념과 요소, 모델을 도출하는 연구와 더불어 교사들

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거나 이를 통해 그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

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주현준(2008)은 교사역량모델을 토대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역량에 대

한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는데, 교사들은 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

는 수준만큼 보유하고 있지는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들은 윤

리의식, 교과전문성, 상호신뢰, 학생이해, 의사소통, 교수-학습 역량에 대

해 높은 교육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육요구 수

준은 성별, 교직경력, 보직 유무, 학교 소재지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진・최진영・장신호(2009)는 초등교원이 자신의 핵심 역량 수준

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교직경력에 따라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교사들은 각 핵심

역량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식, 수행, 태도 역량을 비교할 때 지식의 경우 교수역량과 평가 역량

에 비해 생활지도, 학급경영, 전문성개발역량의 수준이 다소 낮게 평가

되었고, 수행의 경우 학급경영 역량 수준이 다른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태도의 경우 모든 역량에서 지식, 수행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역량은 경력에 따라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지식 영역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 

조대연(2009)은 서울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발달단계별 직무역량

에 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34개의 직무역량을 도

출한 후 교육에 관한 요구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사례수가 적은 생

존기를 제외하고 조정, 성숙, 승진지향 단계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의 이해, 상황에 따른 교수전략 실천, 상담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역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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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요구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직 연수 프

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권혁운(2011)은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사 역량 모

델을 활용하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초

임교사들은 교육계획 수립, 상담, 교과전문성, 교수-학습에 관한 역량에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

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3. 초등 교원 양성 교육과 교원 역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원 양성 교육은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원

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교원들이 요

구하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기로 한다. 

가.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교원의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교원의 역량과 교원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교원교육의 영역 중 현직 교육에 초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교

원의 역량을 교원 양성 과정과 연관 지어 수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유경(2006)은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교육대학 교육프로그램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초등교사의 전문성으로는 교수학

습 능력, 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아동에 대한 이해와 사랑, 행정 업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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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도출되었으며, 교육대학교 교

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였

다. 

교육 프로그램 영역 중 교육학은 중요성에 비해 구성, 수업의 질이 낮

았으며, 교과교육학은 학문의 성격과 운영 면에서 현장적합성이 떨어진

다고 하였다. 심화과정 역시 교수학습능력을 전문적으로 신장하는데 기

여하지 못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실습을 제외하고는 교육대학교 프로그

램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기여하는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밝혔

다. 

정미경과 그의 동료들(2010)은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관해 

연구하면서 교사의 역량에 관해 직무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 수행 곤란도, 교육과정 기여도를 조사하여 교육

과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 교원양성기관에서 수준별 지도능력, 수업방법능력, 학생

들과 상호작용 능력, 모형 및 이론 적용 능력, 다양한 실습, 상담 능력, 

실제 상담 경험, 대화・소통기법, 학습자의 발달단계 이해, 학급 소명 의

식, 학생 이해 및 수용, 학급운영 프로그램, 사례 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현장 요구 반영, 현장 적용력, 학부모에 대한 자세 및 관계 능력, 

기본 문서 작성,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 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

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과목 이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축소보다 많았으며, 교과교육

과목 이수 비율 확대 요구가 교과내용학 이수비율 확대보다 많았다. 교

양과목에서는 대인관계능력 및 이사소통능력, 전공과 다른 이해 과목 간

의 관계, 창의성 증진, 정보 매체 활용,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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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원의 역량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원들이 

역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이경

진・최진영・장신호, 2009), 이러한 역량이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요

구가 반영되는 기초 작업 단계의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로써 초등교원의 위치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교육과

정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진동섭, 1993), 교원양성의 교육과정은 학교 현

장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량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조경원, 2004; 

박상완, 2007).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를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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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가. 측정 도구 개발 과정

1) 설문지 구성

교사의 역량에 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사 

역량 관련 국내외 논문을 종합・분석하여 역량이 크게 업무와 가치관, 

리더십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역의 구분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을 차

용한 것으로써 교직 사회는 타 조직 사회과 같이 수직적 구조보다는 동

료교사와의 수평적 관계, 교육 구성원들인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 관

한 역량들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리더십 영역을 구성원 간의 관계 영역으

로 보완하여 세부 역량을 도출하였다. 

각 세부 역량은 선행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발 모델 및 교원 역

량을 토대로(이경진 외, 2009; 장선영 외, 2008; 조대연, 2009; 진성희・나

일주, 2009) 1차 키워드 분석을 하여 초등교원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교

직경력 5년 이상의 현직 초등교사 5명에게 3차례에 걸쳐 검증받아 최종

적으로 33개의 역량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질문지의 

내용은 <표 II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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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위 영역 설문 내용
문

항

교원

역량

개발

업

무

수

행

교과 

전문성

교과전문성, 학습자 이해, 수업 내용의 조직, 교수법 및 11

교수 전략 활용,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ICT 활용,

수업내용 설명, 학습자의 참여유도, 발문 다양성 및 적절

성, 측정・평가 이론의 이해 및 활용, 평가 결과 피드백

학생

지도

학생 이해, 학생에 대한 태도, 문제 해결, 학생 상담, 진

로지도. 
5

학급

관리
교육적 학급 경영, 학급의 학습환경 조성. 2

학교

경영
학교 목표 공유, 행정 업무 처리. 2

구성원 간 

관계

공정성, 상호신뢰, 의사소통, 동료,선・후배 교사와의 관

계
6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가치관
투철한 교직관, 윤리의식, 원칙 준수, 창의력, 책임감, 7

전문가 의식, 변화 적응

계 33

교직

양성 

배경

교직 이수 교육 이수 학교 1

교육대학 교육과정 전반 만족도 1

만족도 교육과정 편성 및 구성의 적절성 1

교육과정 기여도 1

각 교육과

정
교양과정 1

기여도 전공과정 1

교육학교육 1

교과교육 1

교육실습 1

 기여도 낮은 이유 1

교육 경험 교육봉사, 멘토링, 학원강사, 기간제, 그 외와 기여도 5

계 15

개인특성 성별 1

나이 1

전체 교직 경력 1

현재 학교 교직 경력 1

<표 III-1> 질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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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1

재직 학교 설립 유형 1

학교특성 재직 학교 교직원 수, 학급 수, 학생 수 3

직위 1

담당학년 1

담당교과 및 업무 1

담임여부 1

대학특성 출신대학교 1

출신대학 소재지 1

국공립/사립 여부 1

계 16

질문지는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역량에 관한 교사들의 중요도, 보유도, 교육대학 교육

과정 기여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출된 

업무 수행, 구성원 간의 관계, 가치관에 관한 문항을 총 33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교직 양성 배경에 관한 것으로 교직 이수 배경과 교

육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기여도를 교육과정 영역별로 구분

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외의 경험과 그에 대한 기여도

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여 모두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응답자 개인 특성으로 성별, 나이, 교직경력, 재직학교 

소재지, 학교 설립 유형, 학교급 및 학생 수, 직위, 담당 학년 및 업무, 

담임 여부, 최종 학력, 출신 대학교 및 학교의 소재지와 국공립/사립 여

부를 조사하도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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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 문항
문항

번호

신뢰도 

중요도
실제 수행 

수준

교육과정 

기여도

업무 

수행

- 교육전문성

- 학생지도

- 학급관리

- 학교경영지원

I-1~11

I-12~16

I-17~18

I-19~20

.931 .938. .970

구성원 

간 관계

- 공정성

- 상호신뢰

- 의사소통능력

- 동료 선후배 관계

- 학부모와 의사소통

-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I-21~26 .902 .884 .934

가치관

- 투철한 교직관

- 윤리의식

- 원칙준수

I-27~33 .873 .879 .937

2) 문항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33개의 역량에 대한 설문 조사가 얼마

나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조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의 내적 

일관성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추출하여 살펴

보았다. 

초등교원 역량에 관한 교사들의 설문 조사에 대한 Cronbach’s α 계

수는 모든 역량군에서 0.873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II-2> 초등교원 역량에 대한 신뢰도 분석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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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 책임감

- 전문가 의식

- 변화적응

전체
.959 .959 .970

.973

2. 표집 및 조사과정

본 연구는 전국 76개 초등교원 1,35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 서울

대학교가 주최한 교장연수에서 실시한 초등교원 역량 및 전문성 개발 연

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1,350명 중 응답자는 1,276명으로 응답률은 94.5%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설문은 198부(14.6%)이

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특성은 <표 III-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배경 변인은 성별, 학교소재

지, 학력, 교직경력, 직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체 유효 응답자 중 

여교사는 77%, 남교사는 17.6%, 무응답은 5.4%였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

이 11.9%, 광역시가 39.8%, 중소도시가 29.4%, 읍이 17.3%이고 무응답은 

1.6%였다. 최종학력은 대학 졸업이 64.2%였으며, 석사수료가 6.1%, 석사

졸업이 21.8%, 박사수료가 10%, 박사졸업이 0.4%, 기타가 0.3%였다. 또한 

교직경력은 1-5년이 18%, 6-10년이 16%, 11년 이상이 58.7%였고 무응답

이 7.2%였다. 직위는 교감이 1.1%, 보직교사가 15%, 수석교사가 7%, 교

사가 68.5% 기간제교사가 3%였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사서 및 특수교

사, 행정 직원 및 기타도 1%내외에서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총 유효 응답자 중 교직경력 1-5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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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본 분석대상

남 237(17.6) 48(24.2)

여 1,039(77.0) 150(75.8)

무응답 74(5.4) 0

학교소재

지

서울 160(11.9) 20(10.1)

광역시 537(39.8) 66(33.3)

중소도시 397(29.4) 65(32.8)

읍 234(17.3) 47(23.7)

무응답 22(1.6) 0

력의 교육대학교 출신 초임교사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교육대

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경험자들 중 기억의 왜곡이 없는 연구 

대상자들을 추출하기 위함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1-5년까지 교사들을 

생존과 성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Katz, 1992; Burden, 1983), 이들

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직전 교육인 교육대학교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1-5년 경력 교사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분석 대상 

198명 중 남교사는 24.2%, 여교사는 75.8%, 학교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0.1%, 광역시가 33.3%, 중소도시는 32.8%, 읍이 23.7%였다. 대학 졸업자

는 92.4%였으며 석사수료는 3%, 석사졸업은 4.5%이며 박사과정 이상은 

없었다. 직위는 부장교사가 1.5%였으며, 교사는 94.5%, 기간제교사는 5%

였고, 무응답이 1.5% 존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하여 표집을 실시할 때, 편의적 표집을 하였으므

로 모집단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III-3> 표집 설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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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대학졸업 867(64.2) 183(92.4)

대학원 석사수료 82(6.1) 6(3.0)

대학원 석사졸업 294(21.8) 9(4.5)

대학원 박사수료 10(0.7) 0

대학원 박사졸업 6(0.4) 0

기타 4(0.3) 0

교직 경력

1년-5년 243(18) 198 (100)

6년-10년 217(16) 0

11년 이상 793(58.7) 0

무응답 97(7.2) 0

직위

교감 15(1.1) 0

보직교사(부장) 202(15.0) 3(1.5)

수석교사 7(0.5) 0

교사 925(68.5) 187(94.5)

기간제 교사 40(3.0) 5(2.5)

보건교사 16(1.2) 0

영양교사 16(1.2) 0

사서교사 3(0.2) 0

상담교사 0 0

특수교사 16(1.2) 0

행정직원 2(0.1) 0

기타 4(0.3) 0

무응답 104(7.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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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초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원양성 교육과

정의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개선 방안 제안 등을 다룬 각종 연구 논

문 및 간행물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초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10개 대학 중 대표

로 하나의 대학과 관련한 교육과정 정보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은 2002년부터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본 모형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통합과 초등교육을 내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대

체적으로 편제와 과목 구성에 있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동섭, 2002) 하나의 대학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살펴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 분석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33의 교사 역량에 대해 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 현재 수행 수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 간의 관계

를 살펴 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교육과정 각 영역이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초등교사들이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함양하기를 기대하

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도 분석법과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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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였다. 

요구분석이란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이들 

간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과정이다(조대연, 2009). 이를 교육 분야에 활용하

여 교육 혹은 학습 기회를 통하여 변화가 가능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같

은 능력의 바람직한 수준(what should be)과 현재 수준(what is)과의 차이

를 분석하는 것을 교육요구분석이라고 한다(Sork, 2001). 

요구도 분석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요구도 = 

중요도기여도
×중요도평균

이는 바람직한 수준에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는 것으로 요구 분석 절

차에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Zarafchani & Baygi, 

2008).

이후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요구도 분석을 하였다. 

이 방법은 역시 바람직한 수준에 가중치를 두어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조대연, 2009), 바람직한 수준의 평균과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차이 평균을 4분면의 교차점으로 하여 바람직한 수준 값을 가

로축,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차이를 세로축으로 하여 각 항목

별 결과를 좌표평면 상에 표기하게 된다. 

위 그림과 같이 1사분면은 바람직한 수준이 평균값보다 높고, 두 수준 

차이 역시 평균값보다 높은 HH분면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영역이라

고 할 수 있다. 반면 3사분면은 바람직한 수준이 평균값보다 낮고, 두 

수준 차이 역시 평균값보다 낮은 LL분면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대상

이 되지 않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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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The Locus for Focus Model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HH면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명확하나 차우

선순위를 2사분면으로 할 것인지, 4사분면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은 실상 어렵다. 

이 방법은 요구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HH분면에 표기된 항목의 개수만큼 Borich의 요구도 분석을 통해 나온 

요구도 우선순위와 비교하여 공통적인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요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조대연, 2009).

우선순위라고 할 때의 우선 즉, ‘priority’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가정 하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설정하는 경제

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우선순위는 현재 수준에서 더 필요한, 

더 긴급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수

준’이다. 예를 들어 ‘교과 전문성’에 관한 역량은 교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수준에서 초등교원양성교육이 

그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학습자 이해’에 관한 

역량을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나 교원양성교육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면, ‘교과 전문성’ 역량이 중요성에 비해 기여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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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이해’ 역량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단계로 표현

할 수 있다. 

1단계 : 교사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과 보유도에 대해 대

응 표본 검증을 통해 이들 간의 차이 비교

2단계 :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교육과정 각 영역의 기여도를 분석

하기 위해 평균 검증

3단계 : 교사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과 교육대학교 교육과

정의 기여도에 대해 대응 표본 검증을 통해 이들 간의 차이 비교

4단계 :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라 각 역량별 요구도를 산출하고 우

선순위 제시

5단계 :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좌표평면

에 제시

6단계 :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HH 분면에 속한 역량의 개수 

확인 및 그 개수만큼 Borich 요구도 상위 순위 도출

7단계 : The Locus for Focus Model의 HH 분면에 속한 역량과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추출한 상위 순위 역량들 간 중복성 확인을 통해 최

우선 순위와 차우선 순위 결정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기여도 분석을 제외하고 

.001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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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1. 분석 자료의 기초 통계 값

가. 자료의 기술 통계치

설문문항을 구성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역량

중요도

업무 수행 1.00 5.00 4.59 0.59

구성원 간의 관계 1.00 5.00 4.64 0.58

가치관 1.00 5.00 4.65 0.60

역량

보유도

업무 수행 1.00 5.00 3.63 0.77

구성원 간의 관계 1.00 5.00 3.88 0.76

가치관 1.00 5.00 3.89 0.80

역량

기여도

업무 수행 1.00 5.00 3.13 1.01

구성원 간의 관계 1.00 5.00 2.93 1.11

가치관 1.00 5.00 3.30 1.09

교육과정 전체 기여도 1.00 5.00 3.27 0.95

교양과정 기여도 1.00 5.00 3.17 0.97

전공과정 기여도 1.00 5.00 3.59 0.85

교육학교육 기여도 1.00 5.00 3.50 0.91

교과교육 기여도 1.00 5.00 3.65 0.85

교육실습 기여도 1.00 5.00 4.48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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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 33가지 및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기

여도 항목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들의 점수에 근거하

여 산출되었다. 

먼저 역량의 중요도는 업무 수행군에서는 4.59, 구성원 간의 관계군에

서는 4.64, 가치관군에서는 4.65로 교사들은 역량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

은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의 보유도 면에서는 

업무수행군은 3.63, 구성원 간의 관계군에서는 3.88, 가치관군에서는 3.89

로 교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역량의 기여도 면에서는 업무수행군은 3.13, 구성원 간의 관계군은 

2.93, 가치관군에서는 3.30으로 응답자들의 평균회귀성과 본 설문에 응답

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 기여도에 대한 평균은 다음과 같다. 전체 기여

도를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3.27로 응답하여 낮은 수준의 기여도를 보

였으며, 교양과 전공의 기여도는 각 3.17과 3.59로 전공에 비해 교양의 

기여도가 낮았다. 전공의 하위 영역 중 교육학교육의 기여도는 3.50, 교

과교육의 기여도는 3.65, 교육실습의 기여도는 4.48로, 교사들은 교육실

습이 교사들의 교직 생활에 가장 기여하는 바가 큰 교육과정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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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가 인식하는 중요한 역량과 실제 수행 능력

 

이 연구는 교사가 현장에서 교사의 역량에 인식하는 중요성과 그 역

량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관해 살펴 본 후, 교육대학교 교육과

정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분석함으

로써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개선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역량 우선순

위가 어떠한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하여 교사의 역량에 대해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 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수행 수준

전체적으로 신규교사들은 33개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4.61)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준도 

낮지 않은(3.72)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사들의 역량에 대해 인식하

는 중요도와 보유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33개의 역량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

제 수행 수준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각 역량군별 중요도와 보유도 간의 차이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2> 과 [그림 IV-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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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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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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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수행 관계 가치관

4.59
3.63

4.64
3.88

4.65
3.94

중요도

보유도

[그림 IV-1] 역량군 별 중요도 - 보유도

역량군 중요도 보유도 평균 차

업무수행 4.59 3.63 0.96

관계 4.64 3.88 0.76

가치관 4.65 3.89 0.76

총 평균 4.61 3.73 0.87

<표 IV-2> 역량군별 중요도 – 보유도 

교사의 역량을 크게 업무 수행 역량, 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 가치관 

역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역량은 가치관 역량(4.65)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를 교사답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가진 건전한 

가치관이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직에 임하는 

것이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4.64)을 중요하게 인식하였

다. 이는 초등교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동료 및 선・후배 교사들과 



- 47 -

교원의 역량 

중요도 보유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교육

전문성

 교과 전문성 4.77 0.47 3.61 0.69 1.16 0.75 21.875***

  학습자 이해 4.87 0.41 3.72 0.75 1.15 0.82 19.751***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과 학생 및 학부모와를 이해하고 관심

과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4.59)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영역은 

평균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영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보다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주의 깊게 살펴 볼만한 것은 역량군별 중요도와 보유도의 차이이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도와 보유도 평균 차이(0.95)가 가장 뚜렷하게 

나는데 이는 교사들이 교수학습, 학습지도, 학급 관리, 학교 경영 지원 

등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 속해 있는 역량들을 중요하게 인

식하고 있으나 필요한 수준만큼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역시 하위 영역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사

들의 다양한 직무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도 간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업무 수행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하위 역량은 다음과 같으며 그에 대한 중요도 인

식과 보유 수준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업무수행 역량 중요도 - 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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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내용의 조직 4.68 0.57 3.66 0.69 1.02 0.84 17.120***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4.60 0.61 3.52 0.72 1.08 0.79 19.212***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4.46 0.71 3.79 0.76 0.67 0.89 10.687***

  ICT 활용 4.21 0.79 3.97 0.80 0.24 1.05 3.271**

  수업내용 설명 4.79 0.44 3.89 0.75 0.90 0.82 15.417***

  학습자의 참여유도 4.81 0.43 3.65 0.70 1.17 0.77 21.364***

  발문의 적절성, 

다양성
4.77 0.50 3.53 0.72 1.25 0.83 21.322***

  측정․평가이론의 이해 

및 활용
4.51 0.65 3.42 0.73 1.09 0.92 1.789***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4.68 0.53 3.56 0.80 1.12 0.90 17.427***

학생

지도

  학생 이해 4.74 0.50 3.82 0.72 0.92 0.80 16.209***

  학생에 대한 태도 4.58 0.65 3.88 0.89 0.70 0.96 10.011***

  문제 해결 4.73 0.54 3.55 0.74 1.19 0.88 19.104***

  학생 상담 4.74 0.47 3.66 0.79 1.08 0.86 17.681***

  진로 지도 4.51 0.65 3.44 0.84 1.06 0.91 16.476***

학급

관리

  교육적 

  학급경영
4.59 0.62 3.46 0.86 1.12 0.87 18.227***

  학급의 

  학습환경 조성
4.42 0.69 3.57 0.80 0.89 0.86 13.870***

학교

경영

지원

  학교목표 공유 4.25 0.78 3.46 0.89 0.79 0.89 12.581***

 행정업무처리 4.05 0.86 3.51 0.80 0.55 0.99 7.752***

***p<0.001,**p<0.01 

역량군별 중요도와 보유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업무 수행 하

위 역량군별 중요도와 보유도 간 차이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4>

와 [그림 IV-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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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성 학생지도 학급관리 학교경영지원

4.65
3.67

4.66
3.67

4.51
3.52

4.15
3.49

중요도

보유도

[그림 IV-2] 업무수행 하위 역량군 중요도 – 보유도 

역량군 중요도 보유도 평균 차

교육전문성 4.65 3.67 0.98

학생지도 4.66 3.67 0.99

학급관리 4.51 3.52 0.99

학교경영지원 4.15 3.49 0.66

총 평균 4.61 3.63 0.91

<표 IV-4> 업무수행 하위 역량군 중요도 – 보유도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하위 역량군

은 ‘학생지도’ 영역(4.66)이며, 근소한 차이로 ‘교육전문성’ 영역

(4.65)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학급 관리’ 영역

(4.51)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학교 경영 지원’ 영

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전체 역량군 중 가장 낮은 수준(4.15)으로 그 중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네 영역 모두 중요도와 보유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차이 평균 : 0.91) 신규교사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역량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학교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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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기여도는 매우 낮으나 보유도와의 차이가 다른 

하위 역량군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역량으

로 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큰 어려움이 없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무 수행 능력 세부 역량에 있어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역량은 ‘학습자 이해’(4.87)와 ‘학습자의 참여유도’(4.81), ‘수업내

용 설명’(4.79), ‘교과전문성’(4.77),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

성’(4.77)에 관한 역량으로 모두 교육전문성 영역에 속해있는 역량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교수학습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역량들로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 교사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학

습자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며,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사

의 역량에 대해 교사들 스스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역량들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

균 차 : 1.15, 1.17, 0.90, 1.16, 1.25). 

교육전문성 영역 중 ‘ICT 활용’ 역량에 있어서 교사들은 다른 역량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

요한 수준(4.21)에는 가장 근접한 역량(3.97)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역량 역시 다른 역량의 중요도와 보

유도 간 평균 차이를 감안할 때, 중요도(4.46)에 비해 중요도에 근접한 

역량(3.79)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와 관련된 역량인 ‘측정・평가 이론의 이해 및 활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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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역량은 교육전문성 영역 중 ‘ICT 

활용 능력’과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역량 다음으로 낮은 수

준의 중요도(각 4.51, 4.68)를 보였다. 그러나 이 두 역량은 보유하고 있

는 수준 역시 낮은 편(각 3.42, 3.56)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수 학습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적절함을 유지하

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지도 영역에서 교사들은 ‘학생 이해’(4.74), ‘학생 상

담’(4.74), ‘문제 해결’(4.73)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문제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또

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실제 역량 수준

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지도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한 ‘문제 해결’ 역량의 경우 중요도(4.73)에 비해 보유하

고 있는 수준은 (3.55)으로 두 수준의 차이가 업무 수행 역량군에서 두 

번째로 컸으며(1.19), 나머지 역량들도 의미있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에 대한 태도’(4.58), ‘진로 지도’(4,51) 역시 높은 수준의 중

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하는 중요성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관리 영역과 학교 경영 지원에 대하여 교사들은 위의 두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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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 

중요도 보유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관계

  구성원에 대한 공정성 4.62 0.59 4.02 0.74 0.60 0.82 10.326***

  상호신뢰 4.65 0.58 3.95 0.73 0.70 0.81 12.142***

  의사소통능력 4.57 0.62 3.76 0.77 0.81 0.85 13.427***

  동료, 선․후배 교사

  와의 관계 형성
4.62 0.60 3.93 0.80 0.69 0.84 11.683***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4.60 0.57 3.61 0.82 0.99 0.91 15.345***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4.75 0.50 4.01 0.69 0.74 0.77 13.570***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간 학급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수행

하는 것과 관련한 ‘교육적 학급경영능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중요

성(4.59)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3.46으로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필요한 수준만큼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한 행정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연관된 ‘행

정업무 처리’ 역량은 업무 수행 역량을 포함하여 33개의 역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중요도(4.05)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수준

은 3.51로 두 수준 간의 차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행

정 업무를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나, 인식한 중요성에 비교적 접근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구성원 간의 관계

<표 IV-5] 관계 역량 중요도 - 보유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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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 군에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

은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4.75) 역량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전담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업을 비롯하여 점심시간 및 기타 활동 

시간(청소, 보충학습 등)을 담임교사와 함께 하게 된다. 교사들은 일과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보내게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

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량에 대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 능력 수준 역시 평균 4.01

로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직 입문기에 있는 신규교

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높으며, 젊은 교사들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교사와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현재 수행 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0.7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우수하지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기대

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하, 동료 간 서로 존중하고 믿고 의지하며 협력적인 인

간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한 ‘상호신뢰’(4.65) 역량에 대해 교사들

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생활과 

업무 수행을 잘 하기 위해 동료, 선후배 교사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과 관련한 ‘동료,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 형성’(4.62) 

역량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사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기본

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원을 대할 것에 관한 역량인 

‘공정성’ 역시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4.62)하고 있었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역량 역시 비교적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

고 있었다(4.60). 이는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 수준과 인성, 진로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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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 

중요도 보유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가치관

  투철한 교직관 4.68 0.57 3.98 0.81 0.70 0.78 12.752***

  윤리의식 4.65 0.58 4.08 0.74 0.58 0.80 10.087***

  원칙준수 4.53 0.67 3.98 0.79 0.55 0.87 8.867***

  창의력 4.54 0.65 3.63 0.84 0.90 0.89 14.314***

해 학부모와 공감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비슷한 수준으로 개인/조직 간의 다양

한 의사소통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인 ‘의사소통능력’도 의

미있는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4.57), 이들 관계에 관한 하위 역량

들은 업무 수행군 역량들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수행 능력을 보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역량은 다른 관계 하위 역

량에 비해 중요도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수준 차이 : 0.99). 이것은 교사들이 학부모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적절하게 아동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요도와 보유도 간의 차이가 ‘업무 수행’군 보다는 대체적으

로 적은 편이나,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관계에 관한 하위 

역량들 역시 역량의 중요성에 비해 현재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가치관

<표 IV-6> 가치관 역량 중요도 - 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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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 4.76 0.47 4.12 0.71 0.64 0.68 13.307***

  전문가 의식 4.67 0.54 3.77 0.83 0.90 0.87 14.571***

  변화 적응 4.52 0.69 3.69 0.87 0.83 0.91 13.570***

***p<.001

가치관 영역에 있어서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은 ‘책

임감’(4.76)과 ‘변화 적응’(4.75) 역량으로,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

진 역할과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꺼

이 책임지는 것과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신속이 파악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을 모색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책임감’ 역량에 대해서 교사들은 33개 역량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4.12)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과 보유도 간에는 유

의미한 차이가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감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변화 적응’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필요

한 만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평균 차이 : 0.80)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투철한 교직관’(4.68)과 더불어 ‘전문가 의

식’(4.67)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는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되었는데 

지식의 습득과 전수보다 재구성과 반성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지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이러한 전문가 의식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의식’ 역량은 중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4,67)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수행 능력(3.77)은 가치

관 역량군 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0.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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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명문화되지 않은 부문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과 연관되는 ‘윤리의식’도 높은 수준의 

중요도(4.65)를 나타내었다. 이 역량에 대하여 교사들의 실제 수행 수준

은 가치관의 다른 역량들에 비해 중요도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4.08)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사고

하여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교직에 적용하는 ‘창의력’ 역시 비

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4.54)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정도(3.63)가 

가치관 역량군 내에서 가장 차이 나는 것(0.90)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항상 기본적인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원칙 준수’ 역량도 비교적 중요한 수준(4.53)으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수준(4.08)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두 수준 간의 차이는 업무역량군의 ‘행정업무 처리’과 더불어 가장 좁

은 수준 차이(0.55)를 보이고 있었다. 

가치관 역량군의 하위 역량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수준도 업무수행과 관계역량군보다 높은 

편이지만 중요도와 보유도 간의 차이에 있어 모든 역량들이 의미있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역량들은 21세기 교육을 주도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사

들에게 매우 필수적인 역량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교사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데 

이 역량들을 고려하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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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전공

교육학 교육 교과교육 실습

각 영역

기여도

평균

3.17 3.50 3.65 4.48

이원화 

영역 

기여도

3.17 3.59

교육과정

전반적

기여도

3.27

3. 교사 직무 수행에 대한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여도

본 연구의 목표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요구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 장에서 우선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중

요도 인식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각 영역이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

는 데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탐색하며 각 교육과정 영역을 실제 교

육대학교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분석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으로 교육대학

교 교육과정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한다. 

가. 교사 직무 수행에 대한 교육과정 기여도

교사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각 영역이 

기여한 바에 대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교육과정의 교사 직무 수행에 관한 기여도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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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기
여
도

0
1
2
3
4
5

영역교양 교육학 교과 실습

교육과정 영역

3.17 3.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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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3] 교육과정 영역별 기여도

영역별 기여도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3]과 같다. 

교육과정 기여도에 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여도 평균은 

3.27로, 응답자의 평균회귀성을 고려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

교가 목적대학임을 감안한다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선

행연구에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Cooper, 1995; 

Metcalf, 1995; MacLeod, 1995; 노종희, 1994; 김신호 외, 2001). 이 기여

도 평균은 교육과정 네 영역의 평균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에 

교육과정 전반적 기여도로 추출한 것으로 네 영역의 평균과의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전공의 기여도 평균(3.59)은 교양의 기여도 

평균(3.17)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교육대학교가 역량 있

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교양보다 전

공 비중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하며(예를 들어, A 교육대학은 

교양 대비 전공 비중이 약 3:7임), 초등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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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육과정인 전공 교육에 힘써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등교원

만을 양성하는 기관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전공교육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교양교육은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편(3.17)으로 드러났다.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교사의 소양을 함양하고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민주

시민으로써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써 교사교육에 있어 상당

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양교육이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못 하다고 할 수 있다. 

전공교육의 각 하위 영역인 교육학 교육, 교과 교육, 실습에 있어 상

당히 높은 수준의 기여도 평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습(4.48)이다. 이는 

다른 선행 연구에서도 강조하였던 바와 같이, 실습은 현장으로 나간 교

사들이 교사양성과정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영역이며, 

대부분의 교대생들이 실습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고, 교육 

현장을 경험하며, 교직에 대비하는 가치관 및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동진, 1998; 조동섭, 2004; 교육과학기술부, 2006; 

조석훈, 2008; 정미경・김갑성・김병찬・박상완・류성창・문찬수, 2010).

다음으로 전공을 다시 세분화하여 교과교육과 교육학교육으로 나누어 

보면, 교과 교육의 기여도 평균(3.65)은 교육학 교육의 평균(3.50)에 비하

여 기여도가 높은 편인데, 이는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교육대학교가 다른 

일반대학과 달리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핵심

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인 교과교육 영역에서 교대생들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 교육의 기여도 평균도 교육대학교의 특수 목적성과 운영

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교과 교육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과정 영역보다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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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명 학점 비고 내용

초등물리교육

연구 2
2

필수

▸초등 물리 기본 개념 이해

▸물리 영역 실험 방법 습득. 

초등지구과학

교육연구 2
2

▸지구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기초 내용 습득

▸지질, 해양, 천문 및 대기 현상 탐구

초등화학교육

연구 2
2

▸물질의 성질과 결합, 구조와 반응에 대한 이해

▸실험 조작과 과학적 관찰 능력 및 태도 함양

초등생명과학

교육연구 2
2

▸생물학 기본 개념 이해

▸유전, 진화, 인간과 생물의 관계, 생태계 탐구

역할 및 실험 

4
4

선택

▸일반물리학을 이수한 학생 대상. 수학적 배경

▸Vector,  Galilean 좌표변환, Lorentz 변환 등

유기화학 및 

실험 4
4

▸유기화학의 원리와 법칙 이해

▸작용기 상호변환 반응수행, 유기화학 합성 실험

생리학 및 

실험 4
4

▸동・식물 일반생리학적 현상 이해를 위한 

물리・화학적 기초지식 함양

▸초등 과학과 관련하여 이해, 습득

지질학 및 

실험 4
4

▸지구내부 변화 개념 중심

▸지사학의 원리와 화석, 선캄브리아의 지질 등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교과교육 중 심화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적은 과

목들이 개설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IV-8>과 같이 A 

대학의 과학교육과 심화과정 개설교육을 살펴보면, 역할 및 실험, 유기

화학 및 실험, 생리학 및 실험, 지질학 및 실험, 전자기학 및 실험, 무기

화학 및 실험 등과 같이 순수학문적 성향이 짙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

다. ‘초등’이라는 제목을 앞에 두고 있는 초등물리교육연구 2나 초등

지구과학연구 2, 초등화학교육연구 2, 초등생명과학교육연구 2도 그 내

용을 들어가 살펴보면 순수학문에 가까운 교육과정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A 대학 과학교육과 심화과정 개설 과목(20학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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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학 및 

실험 4
4

▸전자기적 현상의 물리적 의미 이해

▸유사성 있는 현상 통합하여 수식으로 표현된 

것의 개념 정리 파악

▸자유전하의 정전장, Maxwell의 방정식 등

무기화학 및 

실험 4
4

▸모든 원소 및 화합물 연구 통해 물질 이해

▸화학결합과 열역학적 고찰, 물질 결정구조
형태학 및 

실험 4
4

▸동・식물 형태와 구조 관련 세포, 조직, 기관 

▸형태학적 제반 개념 초등 과학과 연관

천문대기학 및 

실험 4
4 ▸우주환경과 대기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고찰

초등과학 

학습지도론 2
2

자유 

선택

▸학습지도방법과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학습 도안 작성 및 교수법

▸과학 수업 전략의 특성과 적용 실례

과학계발활동 

2
2(3)

▸초등 과학 특별활동 지도 전문가 육성

▸좋은 과학활동자료의 준거에 관한 논의, 과학 

특별활동의 의의와 특징 및 평가 주안점과 방법, 

구체적 운영 및 전개방안 탐색 

구분 교과목명
시

수
내용

교육학 필 교육의 역사철학적 2 교육의 역사적 사실 이해, 철학적 고찰, 

교육학 교육은 나머지 두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 평균

(3.50)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교육학교육의 구성은 <표 IV-9> 와 같다. 대

부분 교육과 순수학문을 융합한 형태로 간학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보다 학문적 기반에 근거하여 교육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실제보다는 이론에 접근하여 이론을 통해 실제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학교육의 기여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V-9> A 대학 교육학 교육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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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

기초 교육사관, 건전한 교육관 교육철학 구축

특수아동의 이해 2

우수아동, 정신지체아동, 학습장애아동,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장애아동의 사회적 행동 

혹은 의사교환 방법 지도

교육과정과 수업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구조. 교육

과정 개념, 교육목적론, 교육내용론, 효율

적인 수업지도 방안. 교과간 유기적 관련 

강조

아동발달과 학습 2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연구방법, 인

간발달과정, 발달심리학적 특성, 학습심리

적 요인, 성격형성 요인, 기본 욕구, 정신

위생, 생활 지도 필요성, 교육평가 방법

교육과 사회 2

교육사회학적 접근의 이론적 토대 위에 

학교를 중심으로 제반 교육현상들 체계적 

분석 및 대안 모색

생활지도와 상담 2

생활지도 기본 문제 탐색, 원리아 기법 

연구. 상담활동 이론, 아동행동 원리, 생

활지도, 부적응아 지도. 

학교와 학급경영 2

학교경영, 학급경영 제현상 과학적으로 

연구분석, 경영의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

와 습득. 학교와 학급 경영의 기본 개념, 

주요 과업 및 과정, 조직특성, 방법

교직실무 2

교직생활, 교직윤리, 교사의 자질, 역할, 

지위, 권리, 의무,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

문화, 학교행정 및 학급경영 실무

선

택

(택

1)

유아 및 

초등교육의 

이해

2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이

론과 지도방법 전반적 고찰

교육공학 2

교육공학 새로운 이론과 실제. 정보처리 

및 교수 매체에 대한 교육적 특성, 활용

방법, 제작, 관리, 운영 및 A-V기자재 조

작에 관한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 및 측정 2

교육목표 분석, 교육평가 절차와 방법, 측

정 방법과 조작의 기술습득, 측정 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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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문항 수 중요도 기여도 평균 차

업무수행 20 4.59 3.13 1.46

관계 6 4.64 2.93 1.71

가치관 7 4.65 3.30 1.35

총 평균 33 4.61 3.13 1.47

4.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여도

본 장에서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기여한 바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교사들의 초등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 요구 우선순위를 위한 기초 분석을 하고자 한다. 

가. 교사의 역량 제고에 관한 교육과정 기여도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33개로 추출한 후, 각 역량에 대해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의 중요도와 기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IV-10> 역량군 별 중요도 - 기여도

0
1
2
3
4
5

평
균

0
1
2
3
4
5

업무수행 관계 가치관

4.59

3.13

4.64

2.93

4.65

3.3
중요도

기여도

[그림 IV-4] 역량군 별 중요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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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군 중요도 기여도 평균 차

교육전문성 4.65 3.32 1.33

학생지도 4.66 3.10 1.56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4.61)만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그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것(3.13)으로 나타났

다. 모든 역량에 대한 기여도 평균은 3.13로 중요도 평균과 1.48의 차이

가 나는 것은 중요한 역량들을 제고하는 데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

도가 상당히 낮았음을 의미한다. 

그 중 특히 관계 역량군에서 교육대학교는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역량을 길러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동료 및 선・후배 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과 학생 및 학부모와를 이해하고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4.64)하는 데 비해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2.93)을 의미한다. 

나머지 두 역량군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기여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

하고 그 수준 차이가 뚜렷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교사들에게 필요

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업무 수행

업무 수행 역량군의 하위 영역별로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그 역량들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바에 관

한 결과는 <표 IV-11>과 [그림 IV-5]와 같다. 

<표 IV-11> 업무수행 하위 역량군 별 중요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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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그림 IV-5]  업무수행 하위 영역별 중요도 -기여도

학급관리 4.51 2.83 1.68

학교경영 4.15 2.45 1.7

총 평균 4.61 3.13 1.47

교원의 역량 

중요도 기여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교육  교과 전문성 4.77 0.47 3.50 0.83 1.27 0.93 19.142***

업무 수행과 관련한 역량들에 대한 교육대학교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편(2.93)으로 나타났다. ‘교과전문성’(3.32) 및 ’학생 지도’(3.10), 

‘학급 관리’(2.83), ‘학교 경영 지원’(2.45) 등 교사의 직무와 직접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역량들에 대해 교육대학교의 도움 정도가 낮

은 편이었다는 것은 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현직으로 나가는 교사들

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 수행 역량군의 세부 역량들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 수준의 차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업무수행 역량 중요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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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학습자 이해 4.87 0.41 3.11 0.99 1.76 1.07 23.188***

  수업내용의 조직 4.68 0.57 3.38 0.98 1.30 1.13 16.249***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4.60 0.61 3.57 0.90 1.03 1.07 13.610***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4.46 0.71 3.36 0.94 1.10 1.03 14.970***

  ICT 활용 4.21 0.79 3.28 1.01 0.93 1.17 11.247***

  수업내용 설명 4.79 0.44 3.25 0.94 1.54 1.06 20.468***

  학습자의 참여유도 4.81 0.43 3.26. 0.95 1.56 1.04 21.064***

  발문의 적절성, 

다양성
4.77 0.50 3.28 0.99 1.50 1.05 20.030***

  측정․평가이론의 이해 

및 활용
4.51 0.65 3.39 1.05 1.12 1.14 13.838***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4.68 0.53 3.18 0.95 1.51 1.06 20.074***

학생

지도

  학생 이해 4.74 0.50 3.44 0.95 1.30 1.02 18.117***

  학생에 대한 태도 4.58 0.65 3.37 1.05 1.20 1.11 15.340***

  문제 해결 4.73 0.54 2.86 1.07 1.87 1.21 21.772***

  학생 상담 4.74 0.47 3.06 1.08 1.68 1.16 20.509***

  진로 지도 4.51 0.65 2.77 1.06 1.73 1.15 21.292***

학급

관리

  교육적 

  학급경영
4.59 0.62 2.79 1.04 1.79 1.08 23.340***

  학급의 

  학습환경 조성
4.42 0.69 2.86 1.04 1.56 1.07 20.662***

학교

경영

지원

  학교목표 공유 4.25 0.78 2.67 1.22 1.58 1.22 18.294***

 행정업무처리 4.05 0.86 2.23 1.19 1.82 1.27 20.269***

***p<0.001

교사들은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업무 수행 역량에 기여

한 바는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였다. 그 중 교육과정 기여도가 높은 역량

은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3.57)과 ‘교과전문성’(3.50)이었다. 



- 67 -

그 외 교육전문성과 관련한 세부 역량들은 그 기여도에 있어 전반으

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교수-학습에 있어 교사들이 학습자의 수준을 파

악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설명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문

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과 평가를 단순히 순위 정하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진보를 위한 동기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

한 피드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핵심적인 역량들을 제고하는 

데 있어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 하고 있음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중요도에 비해 특히 기여도가 낮다고 인식한 세부 역량은 

‘문제 해결 ’(평균 차 : 1.87), ‘행정업무 처리’(평균 차 : 1.82), ’교

육적 학급 경영’(평균 차 : 1.79), ‘학습자 이해’(평균 차 : 1.76), ‘진

로 지도‘(평균 차 : 1.73),  ‘학생 상담’(평균 차 : 1.68), ‘학교 목표 

공유’(평균 차 : 1.58), ‘학습자의 참여유도’(평균 차 : 1.56),  ‘학급

의 학습 환경 조성’(평균 차 : 1.56),  ’수업내용 설명’(평균 차 : 

1.54),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평균 차 : 1.51), ‘발문

의 적절성 및 다양성’(평균 차 : 1.50)에 관한 역량 등이었다. 이들 역량

은 응답자들의 다른 문항에 대한 설문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

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경영지원에 관련된 두 역량은 특히 중요도와 기여도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업무처리능력은 기여도가 2.23에 그쳐 교

육대학교 교육과정이 33개의 역량에 대해 기여한 바에 대한 분석결과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

는 행정과 관련한 교육들이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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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 

중요도 기여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관계

  구성원에 대한 공정성 4.62 0.59 3.05 1.14 1.57 1.21 18.229***

  상호신뢰 4.65 0.58 2.96 1.09 1.69 1.19 19.992***

  의사소통 4.57 0.62 2.99 1.07 1.58 1.22 18.169***

  동료, 선․후배 교사

  와의 관계 형성
4.62 0.60 2.85 1.09 1.77 1.25 20.025***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4.60 0.57 2.68 1.15 1.92 1.21 22.435***

학급관리와 관련한 두 역량 역시 교사들이 역량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한 수준에 비해 그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보다 성공적인 학습을 위하여 물리적, 심리적 환경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교

육대학은 크게 기여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하여 연간 학급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수행하는 것

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교육의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고 방향에 따라 세

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학급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성원 간의 관계 

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군에 대하여 교육대학교의 기여도는 업무수행, 

가치관 역량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세부 역량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구성원 간 관계 세부 역량 중요도 –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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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4.75 0.50 3.07 1.10 1.68 1.18 20.060***

***p<0.001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세부 역량들을 제고하

는데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관계 역량군 중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한 역량은 ‘학생과

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과 ‘구성원에 대한 공정성’ 역량이었으나 

평균 3.00을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그 기여도가 높다고 해석하기 어렵

다.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세부역량 중 기여도가 가장 낮은 역량은 

‘학부모와의 의사소통’(2.68), ‘동료, 선・후배 교사와 관계 형

성’(2.85)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평균회귀성과 본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 평균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구성원에 대한 공정성’ 역량은 

중요도와 기여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역량으로 드러나 교사들

이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아동에 대해 공감하여 교육에 관해 의사소통

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교육대학교 교육경험이 도움

이 되지 못 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에 대해 사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역량을 제고하는 데 직전교육이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치관

가치관과 관련한 세부 역량에 교사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와 교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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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 

중요도 기여도 차 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가치관

  투철한 교직관 4.68 0.57 3.52 1.14 1.17 1.17 14.107***

  윤리의식 4.65 0.58 3.39 1.08 1.26 1.20 14.811***

  원칙준수 4.53 0.67 3.27 1.10 1.25 1.23 14.369***

  창의력 4.54 0.65 3.10 1.05 1.44 1.16 17.493***

  책임감 4.76 0.47 3.30 1.06 1.46 1.10 18.734***

  전문가 의식 4.67 0.54 3.43 1.10 1.24 1.13 15.477***

  변화 적응 4.52 0.69 3.15 1.09 1.37 1.19 16.345***

교 교육과정의 기여도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가치관 세부 역량 중요도 - 기여도

***p<0.001

가치관 역량군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 교

육대학교 교육과정은 이러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한 세부 역량은 ‘투철한 교직관’(3.52)

와 ‘전문가 의식’(3.43)이었으나 이 두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기여

도 간의 수준 차이가 유의미하여 중요한 수준만큼 역량을 제고하는 데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기여하지 못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에 대해 창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며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창의력’과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

존의 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변화적응’ 역량에 관한 교육대학

교의 기여도는 가치관에 관한 세부 역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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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역량 

중요도 기여도 차 이
요구

도

우선

순위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t값

 교과 전문성 4.77 0.47 3.50 0.83 1.27 0.93 19.142*** 6.04 24

  학습자 이해 4.87 0.41 3.11 0.99 1.76 1.07 23.188*** 8.56 3

  수업내용의 조직 4.68 0.57 3.38 0.98 1.30 1.13 16.249*** 6.07 23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4.60 0.61 3.57 0.90 1.03 1.07 13.610*** 2.81 33

  매체 및 교수학습

    자료 활용
4.46 0.71 3.36 0.94 1.10 1.03 14.970*** 4.89 31

  ICT 활용 4.21 0.79 3.28 1.01 .93 1.17 11.247*** 3.91 32

  수업내용 

  설명능력
4.79 0.44 3.25 0.94 1.54 1.06 20.468*** 7.38 12

  학습자의 

  참여유도
4.81 0.43 3.26 0.95 1.56 1.04 21.064*** 7.49 10

  발문의 적절성, 

    다양성
4.77 0.50 3.28 0.99 1.50 1.05 20.030*** 7.13 15

  측정․평가이론의

     이해 및 활용
4.51 0.65 3.39 1.05 1.12 1.14 13.838*** 5.03 30

5.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가. Borich 요구 분석법을 통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신규교사의 역량에 대한 요구분석에서 t 검정과 Borich의 요구분석공

식을 활용한 요구도 값과 그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 결과는 <표 IV-15>

와 같다. 

<표 IV-15 >중요도-기여도 t검정과 요구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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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4.68 0.53 3.18 0.95 1.51 1.06 20.074*** 7.05 16

  학생 이해 4.74 0.50 3.44 0.95 1.30 1.02 18.117*** 6.18 22

  학생에 대한 태도 4.58 0.65 3.37 1.05 1.20 1.11 15.340*** 5.50 28

  문제 해결 4.73 0.54 2.86 1.07 1.87 1.21 21.772*** 8.87 1

  학생 상담 4.74 0.47 3.06 1.08 1.68 1.16 20.509*** 7.97 7

  진로 지도 4.51 0.65 2.77 1.06 1.73 1.15 21.292*** 7.80 9

  교육적 

  학급경영
4.59 0.62 2.79 1.04 1.79 1.08 23.340*** 8.22 4

  학급의 

  학습환경 조성
4.42 0.69 2.86 1.04 1.56 1.07 20.662*** 6.90 18

  학교목표 공유 4.25 0.78 2.67 1.22 1.58 1.22 18.294*** 6.72 19

  행정업무처리 4.05 0.86 2.23 1.19 1.82 1.27 20.269*** 7.39 11

  공정성 4.62 0.59 3.05 1.14 1.57 1.21 18.229*** 7.23 13

  상호신뢰 4.65 0.58 2.96 1.09 1.69 1.19 19.992*** 7.87 8

  의사소통 4.57 0.62 2.99 1.07 1.58 1.22 18.169*** 7.20 14

  동료, 선․후배 교사

  와의 관계 형성
4.62 0.60 2.85 1.09 1.77 1.25 20.025*** 8.19 5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4.60 0.57 2.68 1.15 1.92 1.21 22.435*** 8.85 2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4.75 0.50 3.07 1.10 1.68 1.18 20.060*** 7.98 6

  투철한 교직관 4.68 0.57 3.52 1.14 1.17 1.17 14.107*** 5.46 29

  윤리의식 4.65 0.58 3.39 1.08 1.26 1.20 14.811*** 5.87 25

  원칙준수 4.53 0.67 3.27 1.10 1.25 1.23 14.369*** 5.67 27

  창의력 4.54 0.65 3.10 1.05 1.44 1.16 17.493*** 6.53 20

  책임감 4.76 0.47 3.30 1.06 1.46 1.10 18.734*** 6.9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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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식 4.67 0.54 3.43 1.10 1.24 1.13 15.477*** 5.78 26

  변화 적응 4.52 0.69 3.15 1.09 1.37 1.19 16.345*** 6.21 21

***p<0.01

Borich의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가장 요구가 높은 역량은 ‘문제 

해결 ’과 ‘학습자 이해’,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역량이었

다. Borich의 요구도 값과 t값을 비교해보면 t값이 높은 항목들이 대체적

으로 Borich 요구도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항목에서 일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t값을 살펴보면, ‘학습자 이해’, 학부모와의 의사 소통‘, 

’문제 해결‘역량의 점수가 각 23.188, 22.435, 2.772 순이었으나 Borich 

요구도 값에 의한 우선순위는 각 3위, 2위, 1위로 세 역량 중 가장 낮은 

t값을 보유한 ’문제 해결‘ 역량이 Borich 의 요구도 값에 의한 우선순

위에서는 가장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는 t검정이 두 수준간의 차이만을 

검증하였다면 Borich 의 요구도 값은 바람직한 수준인 중요도에 가중치

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Borich 의 요구도 값에 의해 도출된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은 ‘문제 

해결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습자 이해’, ‘교육적 학급경

영’, ‘동료, 선・후배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학생 상담’, ‘상호 신뢰’, ‘진로 지도’, ‘학습자의 참여 

유도‘, ‘행정업무 처리’, ‘수업내용 설명‘, ‘공정성’ 역량 순으로 

드러났다. 

영역별로 보면 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에 해당하는 세부 역량 5개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교육전문성과 관련된 영역에

서 8개의 역량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치관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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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면 역량

1사분면

(HH면)

학습자 이해, 수업내용 설명능력, 학습자의 참여유도,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문제 해결 능력, 학생 상

담, 공정성, 상호신뢰, 동료,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

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변화 적응

세부 역량들은 모두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요구를 보이지 않았다.

나. The Locus of Focus Model을 활용한 역량 우선순위

신규교사들이 교원양성과정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역량의 우선순위

를 Locus for Focus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IV-16>와 같다.

신규교사들이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성 평균은 4.61이며, 중요성과 기

여도 간 불일치 수준의 평균은 1.48로, 중요도 평균과 불일치 수준 평균

을 각각 가로와 세로의 축으로 설정하여 좌표 평면으로 분석한 결과 HH 

분면에 포함되는 역량은 [그림 IV-6]과 같이 총 13개였다. 

<표 IV-16>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우선순위 역량

[그림 IV-6]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통해 도출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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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군
세부 역량

우선순위 도출방법

공통Borich의 

요구도 산출

The Locus 
for Focus 

업무 

수행

학습자 이해 ○ ○ ●

수업내용 설명 ○ ○ ●

학습자의 참여유도 ○ ○ ●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

문제 해결 ○ ○ ●

학생 상담 ○ ○ ●

진로지도 ○

교육적 학급경영 ○

행정업무 처리 ○

관계

공정성 ○ ○ ●

상호신뢰 ○ ○ ●

동료교사와의 관계형성 ○ ○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 ○ ●

학생과의 관계형성 및 유

지 
○ ○ ●

가치관 변화적응 ○

다. Borich 요구 분석법과 LFM을 활용한 역량 우선 순위 분석

Borich의 요구도 산출 공식에 의해 도출한 우선순위와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우선순위 영역에 포함되는 역량의 공통 우선순위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7>와 같다. 

<표 IV-17> 교원양성 교육과정 역량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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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우선순위 도출 방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역량으로 

나타난 것은 ‘학습자 이해’, ‘수업 내용 설명 능력’,  ‘학습자의 

참여유도’, ‘문제 해결’, ‘학생 상담’, ‘공정성’,  ‘상호 신뢰’,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역량이었다.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제외하

고 모두 학생 및 학습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 학생 및 학습

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적극적인 과목은 교육

학교육에 배정되어 있는 ‘유아 및 초등 교육의 이해’, ‘아동 발달과 

학습’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며<표 IV-9>,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직

과정 필수 및 선택으로 각 과목 당 2학점씩 배정되어 있다. 

A대학의 예를 들어보면, 이 과목의 교수내용은 교육심리학에 근간하

여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연구방법, 인간의 발달과정, 인간의 욕구, 

적응과 정신 위생 등을 다루게 되어 있어, 대부분 아동에 관한 이론으로 

되어 있다. 

이론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기에 아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

하는 바가 있으나, 아동을 대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 보다 실제적

인 접근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우선순위는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

한 피드백 제공’, ‘진로지도’, ‘교육적 학급경영능력’, ‘행정업무 

처리 능력’, ‘변화 적응’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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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양성교육을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

교의 역할은 역량 있는 교사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 핵심은 양성교육

과정에 있다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 얼마나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가는 교원양성교육의 효과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학

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미경, 2001; 조동섭, 2005; 박상완, 2007; 허숙, 2010), 교육대학 교육과

정의 문제점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교사교육에 요구되는 역량이 

과연 무엇인지, 교사교육이 가져야 할 철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선행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추출하고, 교사들이 

이 역량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수행 수준은 어느 정도인

지, 이 역량을 함양하는 데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는 어떠한지에 

대해 진단한 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교사들이 요구하는 역량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교육과

정 내에서 논의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하여 5년 미만의 경력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 역시 5년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교직 생활을 통하여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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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 역량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교사들은 33개의 역량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33개 역량을 업무수행, 구성원 간 관계, 가치관 역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역량군은 구성원 간 관계에 관한 역

량이었으나, 가치관과 업무수행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역량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세 역량군 중 업무 수행군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역량이 타 역량군에 비해 

세부 역량 수가 많으며, 가장 중요도가 낮다고 드러난 학교경영지원 관

련과 매체 관련 역량들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도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역량에 대해 ‘행정업무 처리’, ‘ICT 활용’, ‘학교 목표 

공유’ 역량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4.5 안팎의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역량 세 가지

는 ‘학습자 이해’, ‘학습자의 참여유도’, ‘수업 내용 설명’역량으

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업무 수행 역량군에 포함된 역량이며, 수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보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자와 관련된 역량인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직무라 여겨지는 수업에 있어 학습자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그들이 학습에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학습자의 흥

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효과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

는 공급자인 교사보다 수요자인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그들의 필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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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과정이 시작되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해 강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교과 전문성’과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영역으로 이 두 역량 역시 교수-학습과 관련된 역량

이며,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다양하고 적절한 발문을 하는 것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역량이라 하겠으며, 교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

고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교과전문성은 교수-

학습의 상호 작용에 있어 근간을 이루어주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량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수와 학생 간

의 상호 작용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정미경・김갑성・김병찬・박상완・류성창・문찬수, 2010).

교사들이 중요도면에서 비교적 낮다고 인식한 역량은 ‘행정업무 처

리’, ‘ICT 활용’, ‘학교 목표 공유’역량으로 나타났다. 모두 교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으로, 하위 역량군인 학교 경영 지원 영역에 관

한 두 역량인  ‘행정업무 처리’, ‘학교 목표 공유’ 역량이 가장 낮

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규모를 교실과 학교 

단위로 구분하였을 때, 학교의 공통적인 목표를 인지하고 공유하며 그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수업 이외에 자신이 맡은 행정(사무)업무

를 수행하는 것보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관련한 역량들을 중요하

게 여기는 것으로, 교사의 직무 영역을 보다 작은 규모이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교실에 초점 맞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교사의 역량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는 모두 HRD의 관점에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역량을 추출하고 있는 실

정이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직무는 단순히 교수-학습에 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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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역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다양할 수 있으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

지 않은 실정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추출해 낼 때, 교사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교사의 삶의 영역, 공

간, 시간 배분 등의 관점에서 역량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교사의 역량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중요한 역량에 대해 ‘측정・평가이론의 이해 및 활용’, 

‘진로 지도’, ‘교육적 학급 경영’, ‘학교 목표 공유’ 역량을 제외

하고는 평균 3.5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설문조사의 대상이 5년 미만 경력교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

만 보았을 때 교사의 질을 가늠하는데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곤란을 느끼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라 볼 수 있다(정미경・김갑

성・김병찬・박상완・류성창・문찬수, 2010). 

교사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세 역량은 ‘책임감’과 

‘윤리의식’, ‘공정성’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 ‘책임감’과 ‘윤

리의식’은 가치관과 관련된 역량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사들

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므로 오

랜 기간 동안 교사교육에 반영되어왔고 교사들 역시 이 역량들을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과 보유 수준 간 차이가 가장 큰 

역량은 ‘학생 상담’, ‘발문의 적절성・다양성’, ‘문제 해결’, ‘학

습자의 참여유도’, ‘교과전문성’, ‘학습자 이해’ 역량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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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문제 해결’, ‘학생 상담’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들은 교육

전문성과 관련한 것으로, 특히 ‘학습자 이해’, ‘학습자의 참여유도’ 

역량은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대학교 교

육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교육과 관련한 ‘교과 전

문성’ 영역을 중요한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은 교육과정 개선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교사교육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보다는 이

론 중심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론적인 것과 

관련된 역량에서도 교육대학교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

연 교과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은 그동안 잘 이루어져왔는

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해 정통하고, 그 교과의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해당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이론과 실제의 측면에서 살

펴보면 실제를 위한 이론으로, 보다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도요 보유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과연 실제

보다는 이론적인 것에 초점 맞추어왔다는 지적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기여한 바

는 평균 3.00 내외로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평균을 고려할 때 전체적

으로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사들이 기여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한 역량은 ‘교수법 및 교

수 전략 활용’, ‘투철한 교직관’, ‘ 교과 전문성’ 역량인데 ‘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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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직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역량은 모두 교육전문성과 관련된 것으

로 교사들이 교수 학습 과정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며, 

재구성하는 능력과 주어진 학습 내용을 적절한 교수법과 교수 전략을 통

해 수업 하는 것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어 교육대학교의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영역 중 교과교육과 연관된 것으로 앞 장에서 분석한 

교육과정 영역 중 교과교육의 기여도가 실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드러

내었음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도

와 기여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필요한 수준만큼 역량을 제고

하는 데 교육대학 교육과정이 기여하지 못 하였음을 의미한다. 

교육대학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역량에 기여한 바가 가장 낮은 역량은 

‘행정 업무 처리’, ‘학부모와의 의소소통’, ‘학교 목표 공유’ 역

량이었다. 

그 중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역량은 교사들이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기여한 바

는 상당히 낮다고 드러났다. 이 역량을 포함하여 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

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은 4.64로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하고 있는 수준(3.88)이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기여한 정도는 평균 

3.0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이나 ‘상호 신뢰’와 같은 교사 개인이 상대를 대하는 면

에서는 역량을 보유하는 수준이 높으나, 상대와 상호작용 가운데 필요한 

능력인 ‘의사소통’,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

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의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에 대한 

자세 뿐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83 -

‘ICT’활용 능력의 경우 교육대학교의 기여도는 낮은 반면 보유 수

준은 33개 역량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T 기술이 발

전한 지난 15년간 유, 청소년시기를 보낸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

의 질과 무관하게 상당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영화 제작 등 다

양한 기술과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에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요구되고 있

다(진동섭・한은정, 2012). 교육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혁할 수 

있어야 하며(김혜숙, 2004; 최미리, 2000; 홍후조, 2004, Anold, 2004, 신정

철 외, 2011) 이를 위하여 현대 사회의 기술적 접근법에 대해 교육대학

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재설정함을 통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

하는데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33개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

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교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응 표본 검증 결과 중요도와 보유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중요한 수준만큼 보유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으로 드러났

다. 교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기여

한 바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나. 교직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기여도

본 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각 영

역들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진단하여 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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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교사가 교직생활을 하는데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각 영역들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기여도도 3점대 초반으로 낮

은 편이었으며, 실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은 모두 낮은 수준의 기여

도를 보였다. 

우선 교양과정은 가장 낮은 기여도를 보였는데, 교사로서의 소양을 기

르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기르도록 

고안된 교양과정은 전공과 연계되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도가 나머지 영역들보다 낮았다는 

것은 교양과정의 구성 혹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습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대학

교의 실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실습에 대한 배정은 4년 동안 8주에 

불과하다.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연한을 늘리거나, 필수 이수 과목 시수

를 조정하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습에 대한 요구를 교육과

정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교과목 편제가 모든 교과에 대한 

시간 배분이 동일하기 때문인데(허숙, 2011), 이와 같은 편성은 그만큼 

각 과목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초등교육 현장에 있어 

시간 배분의 비중과 교대생들의 필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이라기보다 

모든 전공에 대한 비율을 동일하게 하려는 전공이기주의적인 입장이 반

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목 내용은 분야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학습방법과 같은 영역은 통합하여 필수 이수 과

목 시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육실습 시수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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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 전담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수를 확보하여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하

겠다. 더 나아가 학제 개편을 통하여 미국이나 핀란드, 프랑스처럼 교육

연한 자체를 늘려 실습 시간을 최소 6개월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수 확대와 더불어 교육실습의 내용면에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교육 실습이 교대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기는 하나, 그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다(박상완, 2007). 더불어 교육실습에 있어 교수들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

을뿐더러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행

연구들은 밝힌다(박상완, 2009). 

현 체제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실습의 내용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교사들과 교대 교수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현장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실습 전,후 교

대생들의 교육 경험을 더욱 유의미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교과교육은 상대적으로 다른 전공영역 보다는 다소 높은 기

여도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실습의 기여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교

과교육이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수

준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는 교과교육의 구성이 실제와 이론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현장과 연계되지 못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심화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순수학문성을 띠고 있는 경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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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은 초등교사가 실제 수업에 임할 때 기반 

지식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대해 

현장 적합성을 중요시여기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학문들의 

개설이 교사의 역량을 현실적으로 제고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

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교대생들의 수업 시수는 학점 수 보

다 많고, 교과목 당 이수학점 늘어나고 있으며, 12개 교과의 모든 영역

을 학습하여야 하는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심화 학

습의 구조가 순수학문에 치우쳐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수 대비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화과정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는 주장들이 있다. 심화과목이 각 교과교육 중 어느 하나를 더 깊이 다

루는 advanced course인지, 아니면 초등교육이 전공일 수밖에 없는 교대

생들에게 다른 과목을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남억우, 1984).

마지막으로 교육학교육은 전공영역 중 가장 낮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

었는데, 교과목 운영 현황을 살펴볼 때 교육의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

하는 교육학자들이 주로 가르치는 교육학 과목들이 교사들이 현장에 나

갔을 때 필요한 실제적인 직무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학문성에 중점

을 두고 교육과정이 전개되어 교사를 위한 과목이라기보다는 교육학자를 

위한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직 교원들의 위와 같은 설문결과는 이러한 교육학의 지나친 학문성

이 교원양성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선행연

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정미경, 2010). 

그러나 교육학의 학문성이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반성적인 사고 



- 87 -

능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회의 참여 혹은 각종 연수에 기반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경험 기저에 깔려 있는 교육학적 학문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미경, 2011). 추후 연구를 통하여 교육학적 학문성이 교

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Borich 요구 분석법과 LFM을 활용한 역량 우선 순위 분석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초등교

사들은 그 역량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낮은 기여도를 보

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 간이 차이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도 분석법을 활용하여 초등교원

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과 그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대학 

교육과정의 기여도 수준 간의 차이를 이상적인 수준인 중요도에 가중치

를 주어 분석한 후,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통해 중요도 평균과 

중요도, 기여도 간의 평균 차이를 활용하여 4분면으로 역량을 분류하고 

이 둘의 공통적인 역량을 추출하여 역량들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향후 

교육개정의 개선에 반영해야 할 것을 찾고자 하였다. 

초등교원들이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면서 함양하도록 초점 맞추어야 할 역량은 

‘학습자 이해’, ‘수업 내용 설명’,  ’학습자의 참여유도‘,  ’문제 

해결‘,  ’학생 상담‘,  ’공정성‘,  ’상호 신뢰‘,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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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른 역량에 비해 위의 10가

지 역량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가 높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상호 신뢰‘,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

통‘ 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역량들은 모두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과 연관

되어 있는 역량으로 이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

적인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요구에 대한 차우선순위로는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평

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진로지도’, ‘교육적 학급경

영’, ‘행정업무 처리 ’, ‘변화 적응’ 역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계 역량에 관한 6문항 중 5문항이 우선순위, 차우선순위에 해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원들이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 같은 학교 구

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고 이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뚜렷한 것으로 교육과정의 개

선 시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Borich의 요구도 조사, LFM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교육 요구도를 분석할 결과,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

량들과 교육 요구 우선순위에 있는 역량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

지만,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서대로 요구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보완할 때, 가장 중요한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 체제 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 

한 역량들, 즉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 교육요구

가 높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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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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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초등교원의 역량에 관한 다양한 접근

조직의 구성원이 가진 역량은 곧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며, 결국 조직

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역량에 대한 관심은 향후 지속적으

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 하

나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이

며 다른 하나는 작업(work)에 초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이다. 개인 특

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개인이 가진 지식, 기술, 능력을 토대로 연구를 

시행하였고, 작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과업(task), 결과(result), 산출

(output)을 토대로 연구를 시행하였다(우성민, 2002; McLagan, 1989). 

이러한 역량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은 미국과 영국 양국에서 시행한 

역량에 대한 연구의 기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역량 

연구는 우수한 수행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역량 요소들을 도출하는 연

구들을 하였고, 영국에서는 직무를 분석하여 역량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연구들을 시행하였다(장하수, 1999). 

역량은 차이 역량과 한계 역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계 역량

(Threshold Competencies)은 해당 역량이 필요한 조직에서 최소한의 수

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으로 minimum limit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차

이 역량(Differentiating Competencies)은 수행자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즉 excellency에 관련한 역량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우수한 업무 수행자와 평범한 업무 수행자 간의 구분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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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역량이다(Spencer & Spencer, 1993).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적 접근은 차이 역량에 보다 관심이 있으며 영

국적 접근은 한계 역량을 도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교원의 역량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직무를 토

대로 역량을 추출하여 보유 수준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이는 영국적 연구방법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한 개인이 가진 능력의 총체라고 볼 때, 직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분석하

는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교사들의 특성을 분석하

여 초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는 연구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경영과 

관련한 역량에 대해 다른 역량들에 비해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

었다. 그에 비해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역량에 대한 중요성에 대

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사들은 규모 면에서 학교보다는 학급 단위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한 역

량들에 더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는 중・고등학교와 같이 교무실에서 수

업 외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학급에서 대부분의 시간

을 보내게 되는 존재들로 교사들에게 ‘학급’ 혹은 ‘교실’이라는 공

간은 매우 의미있는 공간일 수 있다. 또한 하루 일과가 대부분 아침 자

습과 교과 시간, 점심시간, 오후 교과 시간, 청소, 방과 후 활동으로 대

개 규칙적인 흐름(routine)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그

들의 삶의 공간과 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초등교원의 역량 

연구에 있어 의미있고 필요한 접근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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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교원 양성교육에 대한 철학 및 방향성 정립 

좋은 교사, 즉 역량 있는 교사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는 공교육이 시작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교사 효과성, 전문성, 역량 이라는 다

양한 주제 하에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

성 기관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들이 교원양성 기

관의 효과성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양성기

관이 역량있는 교사들을 길러내기에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이쯤에서 본질로 돌아가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현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역량있는 교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나 교원의 역량에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 한 상태이다(이경진, 2008).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백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되, 뿌리 깊은 철학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올곧은 힘이 필요한 것이 교육인 것이

다. 

교원교육도 그러한 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필요를 마땅히 수용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교사란 어떤 존재들인가, 어떤 존재들이어야 하는가

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하는 교원 교육의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초등교원이 얼마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신

장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교원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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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군
세부 역량

우선순위 도출방법

공통Borich의 

요구도 산출

The Locus 
for Focus 

업무 

수행

학습자 이해 ○ ○ ●

수업내용 설명 ○ ○ ●

학습자의 참여유도 ○ ○ ●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

문제 해결 ○ ○ ●

학생 상담 ○ ○ ●

진로지도 ○

교육적 학급경영 ○

행정업무 처리 ○

관계
공정성 ○ ○ ●

상호신뢰 ○ ○ ●

(Zeichner, 1983)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교사를 길러낼 것이나에 대한 

철학적, 개념적인 합의를 우선하여 교원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작용(소통)에 관한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원 양성 

교육

본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교원양성기관에 요구하는 역량의 우선순위

를 도출한 것은 <표 IV-17>과 같으며 편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제공하

면 아래와 같다.

<표 IV-17> 교원양성 교육과정 역량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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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교사와의 관계형성 ○ ○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 ○ ●

학생과의 관계형성 및 유

지 
○ ○ ●

가치관 변화적응 ○

두 가지 우선순위 도출 방법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요구가 확인된 역

량은 ‘학습자 이해’, ‘수업 내용 설명’, ‘학습자의 참여유도’, 

‘문제 해결’, ‘학생 상담’, ‘공정성’, ‘상호 신뢰’, ‘동료 교사

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역량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교과 전문성이나 ICT 활용과 같은 교사 개인이 가지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동료 교사, 교사와 학부모 간

의 상호 작용에 대한 교육요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들과 보내게 된다. 또한 교수-학습이 

one-way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이

해와 민감한 반응,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교

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 이외의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경찰관, 검사, 판

사, 어머니, 친구, 선배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제공하게 되는 존재들이

다. 따라서 학생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알고 관

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여 유지하는 능력은 교사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좁게는 동학년, 동일업무부서 내에서, 넓게는 교직원, 교

감, 교장과 같은 학교 내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동학년 모임 혹은 동료 교사 모임과 같은 유의미한 ‘학습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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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통하여 교사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으며(허은정, 2010), 원만한 

사회 생활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교육에 

정보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학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과 학교, 교사와 본인의 아이들에 관심이 있는 상태이다. 보

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소통의 부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회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

이 타인의 도움이나 간섭없이 혼자만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개인을 겨

냥한 상품들이 시분을 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의 개발과 

내가 먼저라는 사회 분위기는 개인을 더욱 갇힌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

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SNS와 같은 사회적 소통을 위한 통로들도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

서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예비 교원 및 본 연구의 대상이 된 5년 미만의 경력교사들은 그들

의 교원양성기관 입학 시 대입 성적을 감안했을 때 초・중등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잘 해 왔던 특성이 있기 때문에(정미경 

외, 2010),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학생을 만났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교사는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교사들을 교직으로 이끄는 유인체계 중 하나가 교직이 수많

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직업이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

다(Lorti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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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 구성원들과 상호 작용을 잘 하고 

싶어하며, 그에 대한 교원양성기관에 교육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교육과정이 보다 ‘소통’에 초점 맞추어 개선

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인간관계에 관해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과목은 교양에 1과목 정도 배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과

목들을 통해 혹은 잠재적으로 상호 작용과 소통에 대해 배울 수 있겠지

만 교사들의 요구를 확인한 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과목들이 개

설되어 교사들이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생과 소통하며,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학부모들과 충분한 수준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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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교원의 역량에 대한 교사들이 인식을 토대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역량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원의 역량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인식, 현재 수행 수준,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중요

도와 기여도 간의 차이를 통해 교육 요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교원의 역량으로 도출된 33개의 역량에 대해 교사들은 비교

적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습자를 이해

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연관된 역량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역량 역시 낮지 않은 수준으로 드

러났다. 그러나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비해 현재 교사들이 현장에

서 그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교사들의 

역량 수준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각 영역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대학교의 설립 특수성과 목적성 및 응답자의 평균 회

귀성과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고려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과정의 경우 그 기

여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준의 기여를 하지 못 하

였다. 실습은 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교육과

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특성에 따른 교사들의 역량 보유도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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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역량의 수준 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세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교육대학교 별 역량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아, 전국 교육대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수준이 비교적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초등교원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함양하는데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본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평균을 고려하

였을 때 교육과정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특히, 교육구성원 

간의 관계 역량을 함양하는데 교육과정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

러났으며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학습자 이해와 상호작용에 

관한 역량들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에 요구하는 교사들의 역량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최우선 순위에 드는 역량은 ‘학습자 이해’, ‘수업내용 

설명’, ‘학습자의 참여유도’, ‘문제 해결’, ‘학생 상담’, ‘공정

성’, ‘상호 신뢰’,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학생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역량으로 나타났다. 

차우선순위는 ‘발문의 적절성 및 다양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

한 피드백 제공’, ‘진로지도’, ‘교육적 학급경영능력’, ‘행정업무 

처리 능력’, ‘변화 적응’ 역량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본 연구는 교사들

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을 분석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보면, 교사들이 학습자란 

어떠한 존재들이며,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 학습의 수준, 학습으로 참여

되는 방식 등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99 -

이는 교수학습에 있어 교사만이 아닌 학습자가 그 성패에 중심에 있

음을 시사한다. 교사가 많이 알고,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는 학습자의 상태가 어떠한가, 교사는 

그러한 학습자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학습의 성과를 높이

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육

대학교 교육과정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연구(정미경 외, 

2010)들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향후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개선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사 역량에 대한 교사교육의 관점에 대한 철학적・개념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사교육의 관점이란 교사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Sharon Feiman-Nemse, 1990) 

혹은 학교교육, 교수(teaching), 교사의 역량, 교사교육의 목표 등 교사교

육과 연관된 주요 문제에 대한 신념과 가정(K. M. Zeichner, 1983)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교육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서 교사교육의 개선은 해당 정책의 변화의 흐름에 휩쓸리기 쉽다. 

교사의 효과성, 전문성에서 교사의 역량까지, 능력있는 교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이어왔다. 역량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역할

과 세부 역할을 규명하고 각 세부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역

량과 세부 역량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홍민, 김종인, 2003). 현 초

등교원교육은 역량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아 공통적인 

비전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지 못 한 상태(이경진, 2008)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 혹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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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라지기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다. 시대 변화의 속도가 빨리

지고 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는 것이 교육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꾸준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교사교

육의 철학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초등교원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

는가,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이전에 초등교

원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인가, 어떠한 교사를 길러

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개념적 합의에 대한 작업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배워서 가르치게 되는 학습자로써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인 

교사교육에 대한 비전 설정과 교사교육에 대한 관점 정립이 우선되어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초등교원의 역량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현 초등교원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초등교원의 역량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교사들 간의 보유 수준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요

구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역량 연구의 접근법은 크게 미국과 영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우수 수행자의 특성(지식, 기술, 가치, 성향, 몰입정도)을 분석하

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영국은 최소한의 표준을 규명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직무(과업, 결과,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우리나라 초

등교원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직무를 분석함으로써 필요한 역

량들을 규명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영국의 역량에 대한 접근법을 유지하

여 왔다고 볼 수 있다(장하수, 1999). 하지만,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을 분

석하는 연구 역시 초등교원의 역량을 분석하는데 의미있는 접근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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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는 교실을 위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교

사들은 학교경영지원에 관한 역량에 대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은 규모 면에서 학교 전체보다는 교실에 집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수한 교사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공간과 시간을 고려하여 역량을 분석하는 등 연구의 초점을 

직무가 아닌 사람으로 맞추고 사람의 특성을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역량

을 도출해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역량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을 바탕으로 교육대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초등교원들이 역량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유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지만, 실상 교직에 입문할 때 어느 수

준까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적 도출을 하지 못 

한 한계가 있었다. 교원의 역량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속성이 아

니라, 끊임없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할 속성임을 고려할 때 

교원교육은 직전 교육으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곽영순, 2003). 따라

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교원 양성 교육에 기대하는 역량의 수준과 범주

를 설정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교사교육의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기여도를 단순히 설문을 통하

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분석을 하지 못 한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김갑성 외, 2009; 

정미경 외, 2010) 여전히 보다 실증적이고도 통합적인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기

여도와 현황을 양적 분석과 더불어 현장 교사 및 교육대학교 재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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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현재를 

진단하는데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

여 현직에 입문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핵심적 주체로 교수 요인을 간과한 면이 있다. 교

수들이 초등교원의 역량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이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하여 교수들이 초등교원의 역량을 

바라보는 관점을 탐색한 후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초등교원의 역량 요소

들을 추출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초등교원들이 교직에 입문할 때 과연 얼마나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

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사실 그것을 명확하

게 설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가진 능력은 객관적 지

표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도구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것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과연 얼마나 높은 수준을 담보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보

다,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교육 발전을 위

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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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ority of teacher’s competency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Youn, Saejung

Major Advisor: Shin, Jungcheol, Ph. D.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researches going on about competency of teachers,

because recently the teacher education is emphasizing the competency.

But the preceding researches concentrate more on the elements and

developments of competency, so there was a limit to find the

demanding competencies in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which is the stage teachers take before they become a professional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refore, this research's goal is to observe

the competencies in need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analyze

the priority of teacher required in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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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set up as following. First,

in teacher's point of view, is there a distinction between the

importance of competency and current ability? Second, is the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contribute to enhance the

competency of teacher, as training organiz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rd, how is the training priority of competency demanded

to curriculum of University of Education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s research followed the survey result about observa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mpetency, and the subject of analysis

are 198 teachers, currently working and have 1~5 years career, in 76

elementary schools.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paired T-test, Borich's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re used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s.

Followings are the research results. First, teacher's preception about

importance of competency resulted very high level for 33 detail

competencies, and the current ability of achievement was

comparatively high. Especially, in the importance, the competencies to

interacting with students resulted high level, and in the actual ability,

values-related competencies resulted high level. However,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possession of

competencies, which shows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not

possessing the competencies needed.

Second, the analysis about contribution rate of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to teacher's competency resulted low leve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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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Categorizing the contributions of curriculum in

achieving teacher's duties into four division-liberal arts, pedagogy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the practical

training reached most high level of contribution and curriculum

education followed after. But the overall contribution level of

curriculum wasn't high enough. Also, by analyzing the contributions

of education curriculum in improvement of teacher's competency, the

result showed that education curriculum didn't contribute to cultivate

competency needed for teachers to interact with students, and also

the values division had low level of contribution.

Third, by analyzing the training priority of competency demanded

to curriculum of University of Education to improve the competen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it resulted that education for

competency about intera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is wanted.

An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the members of

education related-competency is ranked in both top priority and

secondary priority, which shows that this competency education is

also needed.

By examin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eception about

importance of competency and actual ability level, observing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and analyzing

the demanding competency training priority to University of

Education's curriculum throughout the research, this results have

meaning to give a direction to improve the education curriculum

about cultivating competency of interaction between teacher-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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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education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has a meaning that this research suggests for the

future studies about teacher's competencies, besides their works or

tasks, to research in perspective of space and time directly connected

teacher's life and apply the competency analysis to not only based on

works, but also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utstanding teachers.

However, this research have a limitation. Since the competencies of

teachers were evaluated base on self-awareness, so it has a chance of

distortion. Also, processing the research about teacher's competency

without setting up the vision about the oriented competency of

teacher education was a limit. Accordingly, from the research now on,

will need consensual conclusion about what competency is needed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what kind of direction and principle

should be orient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Keywords: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competency,

competence, priority

Student Number: 2008-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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