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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오늘날 교사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는 전문성

을 지속적으로 신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주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초등학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근

무지역별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학교는 학습조직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학, 수업개선

활동, 전문적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전문성 개발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전문

성 영향 요인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근무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전문성 개발 가능

성이 제기되었다.  

  교사전문성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학교 내 관점에서 교

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일부 학교를 표집하거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

사의 전문성은 학교 뿐 아니라 지역 내 풍토, 전보제도의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한 실증적인 연

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주로 학교장, 학교 내 관련 전문성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교가 가지는 고유한 영향력, 제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전 세대 교사에게 중요하지만 저경력 교사

의 전문성은 학교 적응, 전반적인 교직에 대한 태도 등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저경력 교사의 배치와 관

련한 학교 근무지역 특성은 교사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가 일어나는 지역 규모, 기

피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의 배치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

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전문성 변인으로 교사효능감, 교사수업개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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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연수시간, 교사 소모임을 설정하여 전반적인 교사전문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및 전문성 

개발의 여건은 어떠한가? 둘째, 저경력 교사의 교사전문성 영향을 

미치는 지역, 학교의 영향 요인은 무엇이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 셋째,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이 근무하는 교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

인 분석을 통해 근무지역별 교사전문성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것

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4주기 2014년도 학교, 교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을 층

화표집한 데이터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는 저경력 교사와 근무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분포, 전문성 개발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와 분산분

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선형모형(HLM)을 활용하여 요인

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위계적선형모형 내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개인과 학교수준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가산적 효과

를 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력, 학

교,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의 전

문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학교의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분

포되어 있어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이 차별적으로 형성됨을 확인하

였다. 

  둘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 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으



- iii -

며, 공통적으로 교직경력은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읍면 지역은 단위학교 내 전문성의 

제도, 중소도시는 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대화와 같은 학교 풍토

가 영향을 미쳤으며, 대도시는 학생의 총학급수, 학업성취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개인 변인이 동일한 학교라도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학교별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교사의 개인 특성과 학교 내 조직 특성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도시인 경우 담임여부, 석박사여부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정책

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의 전보제도가 학생

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둘째,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원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

교 내 교사전문성 개발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멘토, 학교장 

등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사전문성, 저경력 교사, 위계적선형모형(HLM), 교사 전보제도. 

학  번 : 2017-2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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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이다. 교사는 수업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주체이자,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공교육 경쟁

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의 방안 중 하나로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개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전문성 향상은 교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 기회(OECD, 2014)이며, 교사들은‘연수’의 형태에 근거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교육부, 2018).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연수’는 학교 현장과 분리되어 있

었으며, 교사를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효과성에 대한 비판

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전문성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학

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전문성 개발은 학교 현장, 학생 특성을 반영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교사전문성 개발의 한 방안으로 교사를 주

체적인 전문성 발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같은 학습조직 활동을 

통하여 교사는 동료 교사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단위학교 내 전문성 개발은 조직에 대한 헌신, 학교에 

대한 만족도 등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홍창남, 2006), 교사의 교사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 풍토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송경오, 허은정, 2011; 허은정, 2011)에 주목하며, 학

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전문성이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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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전문성 개발이 중요함에도 교사전문성 개

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학교 간, 지역에 따라 고르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마다 동료교사를 포함한 인적 특성, 수석교

사의 배치, 연구학교 운영과 같은 학교의 특성은 근무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가 어느 지역에 근

무하느냐에 따라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환경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경력 교사는 교직 전반에 대한 사회

화를 수행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중요하다. 저경력 교사의 초기 교직 

경험은 자기사회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기(진동섭, 정수현, 박상완, 

김병찬, 2017)이다. 초임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관찰을 통한 사회

화’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Lortie, 1975), 

처음 근무한 학교가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정정훈, 

김영천, 2005) 등을 볼 때, 저경력 교사가 어떠한 학교에서 전문성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후 교직 전반에 대한 사회화가 달라질 수 있으

며, 학교는 학습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저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사회화가 중요함에도 

현재 초임교사들은 전보 제도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 저경력 교사들

은 근무 환경과 교사전문성 개발에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

고 있으며(김경원, 정성수, 2013; 김영식, 지윤경, 정동욱, 2012), 특

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저경력 교사의 배치는 향후 교사의 교사전문

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이 중요

함에도 이를 주목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교사전문성에 대한 연구

들은 교사전문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홍창남, 2012)를 분석한 

연구, 교사전문성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김병찬, 2007b)를 중

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지역 내 교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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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하거나, 교사 내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등 저경력 교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교사전문성과 관련한 제도의 효과를 

보거나, 교사 내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현황, 

근무 지역, 환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여 제도에 따른 효과를 경

력 대상별로 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

구들은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거나 

저경력 교사의 지식 발달 단계에 근거하여 전문성에서 지식·기

술·태도 등의 다차원적인 전문성이 요구받는다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배치가 경력 교사에 비하여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사전문성의 중요한 시기라

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된 학교 근무지역에 따라 

전문성 개발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며(고재천, 2015; 김한별, 2009), 

초등학교 교사인 경우 동료교사 및 학교의 영향력이 중·고등학교

의 교사보다 높고(허은정, 2011), 교직사회화의 결정적 시기라는 문

제 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전국의 초등 교원 양성기관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유사하여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동질

적인 집단이며, 소규모 학교에 분포와 규모 등이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인 점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교사전문성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을 밝힘으로

써 향후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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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전문성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각 영향 요인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및 전문성 개발의 여건은 어떠한가.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전문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효능감, 교사전문성 참여 활동의 빈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기 이전에 

교사전문성이 근무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학교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근무지역 특성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교사와 학교로 나누

어 분석함으로써 학교의 학습 변인들이 교사전문성을 얼마나 설명

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서 지역을 분리하여 분석한 이

유로는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며, 교사는 근무지역 선택에서 

자신이 속할 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따른 교사로서의 근무 이전의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특성(성적)등을 통제할 수 있으며, 지역 내 학교의 영향

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의 개

인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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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변인이 근무하는 교사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은 지역 간 평균적인 학교 차이에 대한 효과에서 더 

나아가 학교 내 교사 간 차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학교 간 차이를 보았다면, 연구문제 3에

서는 학교 내에서 어떤 교사가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간 영향력의 차이를 가져온 변

수 가운데 교사의 개인 변인과 연관지어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다. 이는 지역 간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데 적절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를 분석 대상으

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교 내 전 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표본을 추출

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졌다. 저경력 교사는 전문성을 

개발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학교를 통한 전문성 개발이 요구되

는 바이다.  둘째, 학교 내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투입

하여 학교의 전문성 구축 정도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향상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전

문적학습공동체, 수석교사와 같은 학교 내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제도적 차원을 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학교, 지역에 따른 차

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교사의 배치, 전

문성 향상과 관련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도시를 포함

한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교사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 6 -

주로 학교 내 미시적 관점(micro)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역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전

문성에서 지역이 주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에 따라 단위학교에 모이는 인적자원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역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저경력 교사의 전보 제도에서 기초 연구로 

활용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사전문성은 교사효능감과 교사

전문성 활동을 종속 변인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의 

교사전문성은 일부에 국한한 전문성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무지역에 특성은 도시 규모로 

한정하였다. 저경력 교사에 대한 교사전문성은 도시 규모 뿐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 내 정책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을 도시 규모에 한정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교육청의 고유한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교사의 종단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 연구에 활용한 학교 

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의 교사 패널은 횡단 데이터로 종단적인 변화

를 분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문성 개발의 시간적인 변화 양상을 살

펴보는 데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교사 패널을  통해 시계열적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전보제도를 적용받는 공립 초등학교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기본 전제는 전보제도에 따른 학교 배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전보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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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받고 있는 국·공립학교의 교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지역 외 

교과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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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정의하고, 근무지역의 특성에 따라 

저경력 교사의 차별적인 전문성 개발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를 고찰하고, 교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개발 활동을 고찰한

다. 둘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저경력 교사의 배치 현황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보 제도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어떠한 함의를 주

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개인적 변인과 학교 조직 변인, 근무지역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선

행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 설정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 1 절 교사전문성

1. 교사전문성 개념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의 학업 성취에 중요한 변인이며, 국가 경

쟁력의 강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9.2.)을 확정하여 교사

의 전문성 ‘개발’에 중심을 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및 여건 조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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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수행 준거

에 대한 정의에 따라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OECD(2014)

에서는 ‘효과적인 교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실행 

능력’으로서의 교사전문성을 정의하였으며, 김이경, 유균상, 백선

희(2004)는 교육 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능력, 기술, 

태도, 가치관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교사전문성은 교육과정의 전달자로서 요구되는 지식, 자질, 실행 

능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역량임을 추론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사 전문성의 개념을 

밝히거나(김옥예, 2006; 김혜숙, 2003; 소경희, 2003), 교사의 전문성 

내면에 내포하고 있는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손준종, 2010; 염

민호, 2007).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사전문성은 성직자관, 노동자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소경희, 2003), 성직자관은 교사를 성직자로

서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격과 성숙을 위해 희

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활

동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반면 개인의 여건과 직업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비판이 존재한다(황기우, 2005). 노동자관은 교사

를 노동자와 동일하게 바라봄으로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교육서비

스의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관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처우 개선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교직에 대한 신념, 가치를 소홀하

게 여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사전문성을 바라보는 두 전통적 관점의 한계점

에서 나아가 교사의 전문직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전문성에 대

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문직관에 근거한 교사전문성은 

전문직화(professionalization)와 전문성(professionalism)으로 나눌 수 

있다(Hargreaves, 1994). 전문직화에 근거한 전문성은 교사의 역할

이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전문성은 학교 

내 의사결정에서 제공하는 교사 자율성을 의미한다. 교사 자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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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의사 결정의 참여를 말한다. 반면 전문성에서는 다른 직업

과 차별화된 고차원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가진 전문가로 정의하며(손준종, 2010; Hagreaves et al., 

1996) 두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전문직관에서의 교사전문성은 전문가로서 교사의 역

할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전문성은 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따라 

변화 가능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김옥예, 2006; 

조동섭, 2005). 

2. 교사전문성 구성 요소 

  교사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직관에 근거하

여 교사전문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사전문성 요소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교사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같은 교사의 자질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김

옥예, 2006; 서경혜, 2005; 조동섭, 2005)과 교사의 전문성이 수행되

는 영역(고재천, 2015; 진동섭, 김도기, 2005)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자질’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교사의 교과 지식을 포함하는 인지적 요소부터 사

명감, 신념, 가치관을 포함한 정의적 영역까지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조동섭, 2005). 반면, 전문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보는 연구들은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진동섭, 김도

기, 2005; 홍창남, 2012). 주로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인 교수·학습

과정, 학생 지도, 학급 경영 등을 포함한 학교 맥락에서 사용하는 

기술로 바라보았으며,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한정하여 전문

성의 내용과 역할을 정의하였다(박선형, 2005; 허은정, 2011).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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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사의 자질을 중심으로 정의한 전문성에 근거하여 교사전

문성을 인지적 차원(지식), 정의적 차원, 실천적 차원에서의 전문성

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저경력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정

의하는 데 있다. 

가. 인지적 차원에서의 교사전문성 

  인지적 차원에서 교사전문성은 교사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지식

의 신장이 교사전문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교과 내용의 대한 지식

에 대한 논의는 Shulman(1986)의 내용교수지식1)(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에서 발전되었으며, 학습지식에 대한 학생

들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교사의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양미

경, 2009). 내용교수지식은 내용 지식, 교수·학습에 관한 지식, 학

습자에 대한 지식, 상황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최승현, 2007),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였다는 데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사전문성과 관련하여 설규주(2009)는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초임교사와 경력교사 간의 내용교수지식을 비교

하였다. 초임교사는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의 재구성 빈도가 높았던 

반면, 학생의 이해도, 상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을 말하고 있다. 반면, 경력교사들은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

념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행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

혔다. 이를 통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저경력 교사는 지속적인 전

1) 이 논문에서는 슐만의 교수내용지식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한국교육과

정평가원(2007)에서 차용한 정의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지식은 교과 

지식이 아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교과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주제를 구성하는 지식이다.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은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교사가 수업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설규주, 2009).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학습자를 고려한 수업의 진행에서 발달과 학습 과

정에 대한 지식으로 학생의 효과적인 수업 전달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이다(허

은정, 2011). 상황지식으로 학생을 둘러싼 환경, 제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Gross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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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개발시켜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나.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사전문성

  교사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사전

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학생

의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적 차원

에서의 교사전문성은 교사효능감(teacher efficacy)이 있으며, 학생

의 성취와 교사의 수행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Gibson & Dembo, 

1984). 교사효능감은 교사전문성의 핵심 요인으로서 상황에 따라 발

현되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김아영, 2012; 

Tschannen-Moran & Hoy, 2001).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지각을 말하며,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아영, 김

미진, 2004). Bandura(1989)의 자기효능감에서 시작한 교사효능감은 

직무 분류2)에 따라 교수효능감(Gibson & Dembo, 1984; Guskey & 

Passaro, 1994)과 생활지도 효능감(Emmer & Hickman, 1990)으로 

나누었다. 교수효능감은 교과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믿음이 학생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변인으로 교과 수업

상황 속에서의 교사의 자신감과 조절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권순

구, 2015; 김아영 외, 2004).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의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취감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탐색적인 시도를 수행하고 있음을 제

시하였다. 

  생활지도 효능감은 기존의 교사효능감에서 세분화하여 파생된 

2) 교육과학기술부(2012)의 단위학교 업무 분석 및 분담안에 따르면 교사의 업무를 교

육활동, 학급운영, 교육지원업무, 일반행정업무로 나누어서 바라보았다. 이 중 수

업, 생활지도, 학급운영을 교사가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로 바라보았으며 이

에 근거하여 교사효능감을 나누어서 분석한 선행 연구(이현정, 1998)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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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교과지도 이외의 학생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교사의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홍석기, 이규미, 2011).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교수·학습과 

생활지도를 나누었으며 생활지도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분석이 이

루어졌다(김아영 외, 2004; 홍석기 외, 2011). 생활지도 효능감에 대

하여 홍석기 외(2011)는 학생에 대한 지도, 학생의 문제행동 및 학

생과의 갈등 대처의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생활

지도가 높은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교사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교사, 학교로 나누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사 수준에서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동범, 임성택(2002)은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교사효능감이 더 높다

고 밝히고 있으며, 전미옥(2003)은 교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직

경험의 증가하며, 이는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 방법에 대한 자신감

과 같은 효능감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직경력별로 교사효능

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저경력 교사(0-5년)시기가 교사효능감이 

가장 낮으며, 교직 경력에 따라 일정한 정도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요인으로 교사 연수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홍혜정, 안선희, 2004), 교사의 대학원 진학은 자율 연수의 한 과정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원 진학이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

향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홍창남, 2006). 학교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동료 교사와의 대화, 교장의 지도성이 교사효능감 신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김민정, 2002). 

  저경력 교사의 직무 환경과 교사효능감에 대하여 분석한 최권, 

도승이(2015)에서는 교사의 근무 환경이 집단적 교사효능감에 미치

는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직무 환경이 교사효능감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집단적 교사효능감을 통하여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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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주고있음을 밝혔다. 이는 저경력 교사가 근무하는 근무 

환경에 따라 교사효능감, 집단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

으로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개인 변인 외에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저경력 교사는 경력 교사에 비하여 교사효능감이 낮으

며, 교사가 인지하는 근무 환경에 따라 간접적으로 효능감에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

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열악한 지역에 더 필요한 

전문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한 선행연구는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엄밀한 통제가 부족하였다. 특

정 집단 내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교 특성, 지역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 행동적 측면에서의 교사전문성 

  교사의 행동적 측면의 전문성은 암묵적인(know-how) 성격을 가

지고 있다(홍미화, 2005). 암묵적 지식에 기반한 전문성은 그 자체

로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체험을 통하여 전수되거나 획득

하는 일종의 노하우에 기반하고 있다(Winch, C., 2004). 행동적 측면

에서의 전문성은 교사의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제된 언어의 사

용, 교사로서의 이미지 등 비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교사전문성이 높은 교사일수록 

축적된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논의된 인지, 정의

적 측면과는 다른 전문성으로 간주되고 있다(홍미화, 2005). 암묵적 

지식 관점에서의 발달은 교사의 발달 과정에 따라 교직경력이 늘어

날수록 교직과 관련된 가치, 신념, 지식 등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윤홍주, 1996). 이는 교직 경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수업 및 평가, 학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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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허은정, 2011). 

  저경력 교사의 암묵적 지식의 획득은 실제를 통하여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단위학교 내 수행되고 있는 교사 멘토링, 교사와의 대

화 과정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정훈, 김영천(2005)은 교

사의 티타임(teatime) 문화에 주목하였다. 교사에게 티타임(teatime)

은 부장 교사의 전달 사항의 전달, 선배 교사가 후배 교사에게 조언

하는 시간, 생활지도에 대한 고민에 대한 나누는 시간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이는 암묵적 지식의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정

정훈 외, 2005). 또한, 저경력 교사의 초기사회화의 특징으로 교사간

의 대화, 학교 내 소모임을 통해 전문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학교 내 상호작용 대상에 따라 암묵적 지

식의 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전문성 개발  

가. 교사전문성 개념과 유형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한 책무성의 강화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

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지식 전달에 기반을 

둔 전통적 관점과 교사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대안적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서경혜, 2009). 전통적 관점에서의 교사전문성 개발은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내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교사연수는 주로 온·오프라인 내 직무 및 자격 연수의 형

태로 정책 및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한다(김병찬, 

2007a). 둘째, 교사연수를 구성하는 주된 요인은 ‘지식’을 중심으

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지식 중심의 교사전문성 향

상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이 존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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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박주호, 송인발(2015)은 강의 및 워크숍, 세미나, 타 학교 기관 시찰

을 통한 교사전문성 개발을 전통적 전문성 개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과 연수

내용에 대한 불만족, 획일적인 연수의 진행, 연수의 질 하락 등을 문

제로 지적(김병찬, 2007a)하여 효과에 대한 의문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사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전문성 

개발이 등장하였다. 대안적 교사전문성 개발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

육 실천 과정에서 느낀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증진시키

는 데 있다. Hargreaves(1999)는 학교 조직의 특성인 교사의 개인주

의적 문화, 고립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학교조직의 특성이 교사전문

성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사 간 상호작용을 강조한 협력적 형태의 학습 조직을 제안하였다

(Senge.P., 1990). 학교의 학습 조직의 특성으로는 구성원의 비전 공

유, 공동체로서의 탐구 과정, 협력적 팀 문화, 지속적인 개선의 수행

을 특징(서경혜, 2013)으로 삼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성 개발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팀 협력수업, 동료 피드백, 수업자료, 정보 교환, 

교사 간 대화로 제시될 수 있다(송인발, 박주호, 2014). 대안적 측면

에서의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집단효능감, 학교만족도, 교사의 내적동기를 높여준다는 선

행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나누는 기준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 연수 대상, 주관하는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이루어

지며(Desimone, 2011), 교육부(2018)에서는 연수의 수행 주체 및 유

형에 따라 연수기관, 단위학교, 개인을 중심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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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원연수개요 현황

유형 주체 연수 종류 세부 연수 

교원

연수

연수기관

중심

자격연수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교감연수, 1·2급 정교사 연수,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교과교육, 생활지도, 상담·정보화 등 연수) 

특별연수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 

교원해외유학, 전공연수 등

단위학교

중심

자율연수

직무연수

컨설팅장학, 연구 수업, 교과교육연구회, 

교내자율장학

능력

개발
교사 개인 자율연수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교과교육연구회,

온라인 연수 등 

출처: 교육부(2018) 교원연수개요 현황 보도자료(2018.2.). 

  연수기관 중심의 연수는 시·도교육청 내 연수기관, 중앙교육연

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연수를 포함하여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구성되어 있다(신현석, 

오찬숙, 2013). 둘째, 학교 중심의 연수는 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이며, 자율연

수, 직무연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수현, 2017). 그러나 단

위학교 내 교사전문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넓은 의미

에서 자율 장학, 임상 장학 또한 교사의 연수에 포함된다. 셋째, 교

사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 연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전문

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위 취득, 교과교육연구회, 온라인 

연수를 포함한 개발 활동이 포함된다. 

  저경력 교사의 경험이 교직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며, 이 시

기에서의 수업에 대한 방식이 내면화되거나 고착화 될 수 있는 시

기라는 점에서 교사연수는 중요하다.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와 관련하여 직무 경력에 따른 직무 연수 시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력 5년 미만의 교원들이 초·중·고등학교 상관없

이 가장 낮은 직무연수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

연구원 교육통계센터, 2018). 그러나 김이경, 김현정(2014)에서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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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연령, 학교 설립유형에 따라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의 편차가 

크며, 중학교 교사 경력 5년 미만(30세 이하)에서 전문성 참여가 활

발하다고 제시하여, 선행연구 간 일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저경력 교사의 연수시간의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Lortie(1975)는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가 동일한 수업 시수와 업무를 맡는 과

정에서 저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과중한 학교 업무, 학부모와

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은 전문성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 교사전문성 개발 활동 효과 영향 요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효과는 교사효능감, 학교만족도와 같

은 정의적 측면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향상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정제영, 김현주, 이유진, 2014a; 이희숙, 정제

영, 2011; Purkey & Smith, 1983). 교사는 교사전문성 참여 활동을 

통하여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바라보았다(박균열, 2009). 또한, 박주호 외(2015)는 

교사의 협력 활동이 수업효능감, 수업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오, 허은정(2011)은 공식적 학

습기회가 교사의 교직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수

활동의 연수시간이 교직 신념, 혁신적인 교수법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 주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교사의 향상된 전문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Purkey & Smith 

(1983)은 교사의 지속적인 안정적 근무, 교원의 연수활동, 교육구의 

지원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서는 이희숙 외(2011)는 동료 교사와 수업 자료 준비를 공유하는 교

사에게 학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제시하면서 교사간

의 상호작용을 통한 향상된 전문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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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는 단위학교 내 ‘동학년 문화’가 교사전문성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제영, 이희숙, 김수지(2014b)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전 학업성취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사효능감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교사의 협력활동이 교사효능감

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교사의 협력활동과 학업성취도는 매개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숙 외, 2011). 향상된 전문성

을 가진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 성공률을 높이며, 이를 통하여 학

교 내 직무 만족이 높아짐을 제시하였다(지은림, 양명희, 정윤선, 

2011).

  교사의 전문성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교사 

변인과 학교 변인, 지역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정제영 외, 

2014b; 허은정, 2011). 교사 변인으로 성별, 경력, 학력, 재직기간, 

담임 여부를 설정하였으며 성별, 학력은 유의하지 않는다는 결과

(송인발 외, 2014)가 있는 반면에 교사의 근무경력, 담임 여부는 연

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이승진, 유난숙, 2017). 이승

진 외(2017)는 단위 학교 내 근속년수가 길수록 교내의 수업개선노

력 평균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학교 특성으로는 송인발 외(2014)에서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학

교 풍토, 교사 수가 학교 내 교사협력활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

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차용하고 있는 교사협력활동은 학교 내에

서 실시하는 수업 공개, 수업 자료 교환,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포

함한 개념으로 교사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다. 허은정(2011)은 

학교의 학습조직 중 교사의 대화와 협력, 단위학교의 학습조직 시

스템이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

제영 외(2014b)는 지역 환경이 교사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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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으며 지역으로는 전국의 소득 수준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학생 수, 교사당 역량 강

화비, 지역 내 아파트 매매가, 학원 수에 따라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교사전문성 참여에 지역의 

교육 환경과 경제적 수준이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교사 및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를 둘러싼 

개인,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한정적인 분석

이었으며, 이는 표본에 따라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상호작용은 학

교 외 다른 영향 요인이 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교사전문성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제 2 절 학교의 사회적 자본과 교사전문성

1. 학교의 사회적 자본 개념   

  이전 장에서는 교사전문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탐색하였으며, 최

근의 교사전문성 참여는 현장에 기반한 대안적 성격으로서의 활동

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교사전문성 참여 간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지역에 따른 학교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교사전문성 개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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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은 Coleman(1988)의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타인과의 관

계를 통해 개인의 인적 자본의 향상에 기여한다(김태연, 2014; 김한

별, 2009).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인으로 신뢰, 규범과 제재

(norms and sanction), 정보 연결망(information channels)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구성되고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oleman, 

1988).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

적자본의 향상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낮

은 인적자본을 가진 대상이 높은 사회적 자본과 결합되면서 인적자

본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 개념은 저경력 교사

의 전문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왔다. 이 

관점에서의 학교의 사회적 자본은 교사전문성을 촉진시키는 학습 조

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

다(김태연, 2014).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양

하지만 공통적으로 학교 조직이 타 조직 간의 관계, 조직 구성원이 

외부 조직과 연결되는 정도, 조직 내부의 유대관계 및 상호작용의 정

도를 포함하고 있다(최준호, 2010). 

  사회적 자본은 크게 관계적 자본(relational capital)과 시스템 자본

(system capital)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관계적 자본에서의 사회

적 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의 개념에서 바

라보고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론은 낮은 인적자본을 가진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실증적 연구(Leana, 2011)를 지지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시스템 자본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학습 조직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단위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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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최종덕(2007)은 학교의 문화적, 제도적, 

조직적 특성이 교사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며,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 규범,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바라보았다(Putnam, 1995).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내 협력 활동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제도 및 교장의 리더십은 광의적 의미에서 사회적 자

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의 활성화, 연구학교, 교육청에서 제공되는 교원 연수와 같은 행정적

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시스템 자본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처럼 학교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다르며, 학교

의 근무지에 따라 가지고 있는 교사의 인적 특성, 지역의 고유한 특

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표 Ⅱ-2]와 

같이 학교의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학

교의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를 밝힌 연구들은 구성원의 상호

작용의 범위와 빈도의 관점에서 밝히거나, 상호 작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 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선행연구 

유형 학교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Coleman(1988)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김태선,김천기

(2007)

대인 신뢰, 제도 신뢰, 구성원 간 의사소통, 구성원의 학교 참여, 

사회적 관계, 호혜성, 사회적 통제

최준호(2010)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의 교사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Hagreaves(2012) 팀 중심의 의사소통, 학습, 신뢰, 협력 문화, 교사 간 네트워크

이호준 외(2015) 동료교사와의 협력, 의사소통 

이승호, 김근진, 

김민아(2016)

다른 교사 수업 참관, 교실수업개선활동 참여, 프로젝트활동,    

수업교재연구, 학년회의 참석,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참여 등 



- 23 -

2. 학교의 사회적 자본과 교사전문성 

  학교의 사회적 자본은 교사전문성을 개발하고 학생의 학업성취

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의 제공과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역

량이라고 볼 수 있다. Hargreaves(2012)는 학교의 사회적 자본을 교

사 간의 협업을 통해 협력적인 문화의 형성과 교사 간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는 학교 특성으로 보았다. 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지역

적 특징과 학교 내 교사 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사회

적 자본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볼 때, 어

떤 특성을 가진 학교가 사회적 자본을 많이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

적 자본이 교사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교사 간 

전문성 개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교사전문성의 개발 정도, 직업에 

대한 정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세정, 김도기(2010)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로 교사의 지식 공유를 제시하였다. 학교 조직

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인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자

율적인 학습 조직을 매개로 교사의 지식공유를 촉진시킨다고 보았

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 소모임 활동, 교사와의 대화와 협력

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점(장선희, 추지윤, 2015)의 선행연

구를 볼 때, 단위학교 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높은 학교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참여를 저해

하는 학교 특성, 경력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써 이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사전문성 활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으로는 지역, 학교규모, 행정업무 부담이 있다. 이윤희, 윤수경, 

김은영, 임소현(2018)에서는 교사의 교외 수업개선활동에서 중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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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읍면지역일 경우 참여에 제한적임을 제시하였다. 김이경 외

(2014)에서 교사들은 업무 일정과의 마찰, 적절한 전문성 개발 프로

그램의 부재가 교사전문성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교사

들은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율 연수, 수업준비시간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 업무의 부담은 수

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교 규모가 클수록 교사

의 주당 수업준비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경력 교사 

전문성 개발 시간의 부족은 교사의 인적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경력 교사의 배치는 학교 규

모, 학교 풍토 등이 있다. 저경력 교사의 배치가 경력 교사가 기피

하는 학교에 배치된다고 볼 때, 초등교사들의 선호 학교의 특성이 

전문성 개발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영재(2004)는 교사

들의 학교 선호 요인으로 통근거리, 학교 규모, 학교 풍토가 있으

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고, 수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풍토는 주로 교장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으며, 관리자가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

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이윤희 외, 2018). 구체적으로, 학교장

의 리더십에 따라 단위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다르게 형성되는데, 

교장이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장학,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닫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교장의 중요성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학교장이 학교의 민주적 풍토

를 형성하고 타 조직 간의 연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적용해볼 때, 단위학교 내 교직원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일수록,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잘 구축

된 학교일수록, 교사의 학습 조직을 장려하는 풍토일수록 단위학교

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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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허은정(2011)은 교사들의 어떤 학교에 근무하느냐

에 따라 차별적인 전문성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제 3 절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1. 저경력 교사의 배치 

  교사의 배치는 시·도교육청 별 전보내신제도에 근거하여 이루

어지고 있다. 전보란 동일한 직위 및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무기

관이나 부서의 이동을 말하며 5년을 주기로 한다(김순남, 이병환, 

2018). 교사의 순환전보제도는 학생의 학습권 구현, 교사의 생활 안

정 및 행복 추구권,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김순남, 

2016). 교사의 전보 제도는 우수한 교사가 낙후된 지역의 순환 배치

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교육기본법 제 4조), 교사의 균등

한 근무 조건과 기회를 제공하며(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 3), 

교원의 전문성 개발 및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김갑성, 

주현준, 2013). 

  오늘날의 교사 전보 제도는 교사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순환 

전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Ⅱ-1]를 보면 지역 관할 교

육청 내 기존 교사들의 배치 후 타 시·도 전입 교사를 배치하며, 

기존의 경력 교사를 배치한 후 배치가 더 이루어져야 할 미달인 학

교를 중심으로 신규 교사의 발령이 이루어진다. 신규교사도 선호 

지역, 자신의 거주지에 근거하여 희망 지역을 작성하지만, 기존의 

경력 교사의 전보 이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고려의 대상

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신규교사의 배치는 교

육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을 신규교사 쏠림 현상(김영식, 지윤경, 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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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간

전보
→

일반

전보
→

특만기

전보
→

타시도

전입자
→

신규임용

후보자

[그림 Ⅱ-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2017). 초등학교 교원 발령 순서(제 11조 6항)

  교육부 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 273호)에 따르면 신규 교사

의 임용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도서·벽지 학

교에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

교사 정기전보 지역별 커트라인 [표 Ⅱ-3]을 보면 신규교사의 배치

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천과 

연천인 경우, 3년 연속 신규 교사까지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

무 여건이 좋은 김포, 성남과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가 아예 배치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경원, 정성수(2016)에

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화율, 재정자립도와 같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됨을 밝힌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정 지역

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교사의 쏠림 현상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향

상, 학교 운영의 어려움, 학생의 학습권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

려가 있다. 신규교사의 쏠림 현상에 대한 지역사회 내 갈등은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었다(인진연, 2016.11.30.).

또한 발령 교사 중 90%가 신규교사인 한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의 어

려움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신규교사의 배치는 교사의 근무여건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에

관점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도시화율에 따른 

학생의 교육적 기회의 부족은 향상된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며 더불어 배치된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주목해야 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7 -

[표 Ⅱ-3] 초등학교 정기 전보 지역별 커트라인

지역 2017 전입전보년수3) 2016 전입전보년수 2015 전입전보년수

광명 5.09(수) 4.09(우) 4.04(우) 

광주하남 특만기(우대) 특만기(1희망) 특만기(1희망) 

구리남양주 4.03(우) 3.04(우) 특만기(4희망) 

군포의왕 5.05(수) 5.09(우) 5.03(우) 

김포 특만기(4희망) 특만기(1희망) 특만기(2희망) 

동두천양주 신규 신규 신규 

성남 6.06(우) 5.06(수) 5.00(수) 

안산 특만기(1희망) 특만기(1희망) 특만기(2희망) 

안양과천 2.00(미) 5.10(미) 4.11(우) 

여주 특만기(4희망) 신규 신규 

연천 신규 신규 신규 

용인 6.09(우) 6.06(수) 6.02(우) 

평택 특만기(3희망) 타시도전입 타시도전입 

포천 신규 신규 신규 

화성오산 특만기(1희망) 특만기(1희망) 특만기(1희망) 

출처: 성남교육지원청(2017). 초등교사 정기전보 지역별 커트라인 중 일부를 재구성함 

  

2. 저경력 교사의 배치와 교사전문성 발달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며, 발달된 전문성을 통하여 교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학습

지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경력 교사는 교직의 발달단계

(김병찬, 2007b) 에 근거하여, 발령 후 ~ 교직경력 5년 전후로 정의

하며, 교직의 적응과 자신의 교육적 활동을 정착하는 시기라는 점

3) 특간전보는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보로 도지역인 경우 지역 간 편차로 

인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복무년수가 정해져 있다. 특간전보는 특정 지역 내 전보

를 말하며, 일반전보는 지역 외의 전보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만기 전보

는 근무년수가 정해진 지역인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함을 말한다. 

표 [표 Ⅱ-3]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 용인인 경우 일반 전보 대상자 중 6.09년을 

복무하고, 근무평정을 우 이상 받아야 전입 가능함을 말한다. 반면 연천인 경우 

기존의 경력 교사는 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진입가능하며, 경력교사의 배치 부

족으로 인하여 신규교사가 배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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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하다. 저경력 교사는 전문성은 주로 경력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학교 내·외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전문성에 필요한 

요인을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다(Lortie, 1975). 

  저경력 교사의 배치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근무지의 측면에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신규교사가 어떤 

근무지에 배치되느냐가 차별적인 전문성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교사전문성의 발달은 지역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수, 연

수지원비, 단위학교 당 교원 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근무지

가 교사 전문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교사 근

무지역에 따른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역, 학교 특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초임교사들의 수업전문성 개발 저해 요인을 분석한 고재천(2015)

은 초임교사들이 수업관련 정책 및 제도의 미흡, 학교행정가의 수

업 지도성 부족을 주된 저해요인으로 응답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수업 외적인 요소가 교사의 수업전문성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연수 형태 중 하나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문제점을 분

석한 연구(박영숙 외, 2016)에 따르면, 교사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참여 저해 요인으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의 부족(서경혜, 2009; 오

찬숙, 2014), 교사 간 만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맹재숙, 박수정, 

2015; 서경혜, 2009), 보수, 고립적인 전통적 학교 문화(서경혜, 

2008),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최남정, 임부연, 2013)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근무지역의 지역적 요인은 다음의 어려움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교사 간의 상호작용

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야 함에도 학교 간의 거리가 멀거나, 만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박영숙 외, 2016). 교사마다 시간표 및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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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운영은 퇴근 이후에 별도의 시간

을 할애하여 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대부분

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현상과 맞물려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전문적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원 모집에 어려움이

다(주영주, 조은아, 2006). 교사학습공동체에서 교사의 모집은 회장 

교사의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하여 운영 및 모집되는 경향이 있었

다. 교사의 네트워크는 성별, 교직경력, 학교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

로 형성되며, 저경력 교사의 네트워크는 경력 교사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지역인 경우 교사의 전출입에 따른 한

계로 인하여 여러 학교로 구성된 교사 모임이거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제기(맹재숙, 박수정, 2015)하여 근무지가 교

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제 4 절 연구 모형 

  

1. 이론적 모형    

가. 하그리브스의 전문적 자본 이론 

  Hargreaves와 Fullan(2012)은 학교 개혁을 위하여 교사와 학교를 

주체로 하는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을 제안하였다. 학교

의 개인주의적, 느슨한 결합의 구조(loosen structure)에 의한 교사 

스스로의 고립 및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진동섭 외, 2005). 이러한 현

상은 교사들이 분리된 교실에서 홀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수행하려고 하며 이 과정

에서 일종의 소진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Hagreaves et al., 

2012). 이에 전문적 자본 이론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주체적인 역할에 주목하였다. 학교는 학습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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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내 교사전문성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존재이며, 학교가 전문적 공동체로 발현될 때, 교사와 학생의 배

움이 촉진되며 학생의 성취도가 향상된다(김태연, 2014).  

  하그리브스는 전문적 자본 [그림 Ⅱ-2]를 통해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 전략를 산출하는 자본으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 

자본의 결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교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바

라보았다. (김태연, 2014; Hargreaves et al., 2012). 인적 자본(human 

capital)은 교사 연수, 최종 학력, 교사양성기관을 통한 교육과 훈련

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본을 말한다. 

  

PC : 전문적 자본 HC : 인적 자본

SC : 사회적 자본 DC : 의사결정적 자본 

[그림 Ⅱ-2] 전문적 자본의 구성 요인 

  교사의 전문성에서의 인적 자본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

식, 기술, 개발과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력, 경력으로 대표되

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교사들 간의 형성되어 있는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가치

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네트

워크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사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

용과,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전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말

해주며(진동섭, 2014; Hargreaves et al., 2012), 이는 인적자본이 낮

은 저경력 교사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김태연, 2014). 의사결정적 자본(decisional capital)은 인

적자본과 전문적 자본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근거하여, 교사

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 및 전문적 행위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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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이 둘러싼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

는 역량으로 기술적 지식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저경력 교사의 낮은 인적자본의 향상이 학교의 사

회적 자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수준에서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특성, 단

위학교 내 학력과 경력에 근거한 교사의 비율을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사회적 자본은 학교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포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하여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차

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나. 교사 발달 이론

  교사가 교직 생활을 통하여 전문성을 형성하거나 적응하는 일련

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김병찬, 2007b), 교사의 발달 과정에서

의 적절한 교사전문성 향상 정책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발달은 교직 경력에 따라 발달되기도 하

지만, 개인의 특성 혹은 근무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교사의 

발달은 교직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교육 경력에 따라 설정되며, 5

년 이하의 교직경력을 양성 단계(이난숙, 1991), 시행착오기 및 좌

절·성장기(김병찬, 2007b)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교사의 발달이론은 교사의 발달을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행

동, 태도, 관점 등에 근거하여 특성을 분류하고 있다. 발달 이론에

서 교사의 초임 발령부터 교직경력 3년에서 5년 사이 교사로서 기

본적인 관점과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이화진, 권점례, 

홍선주, 상경아, 2007). 따라서 저경력 교사들은 교사의 학교 적응과 

전문성 개발 활동이 교직 전 생애에서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시기

이며, 전문성 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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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교사전문성 개발에서 특히 중요한 저경력 

교사를 선정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설정하였다. 특히 첫 학교의 근

무학교가 교사의 사회화나 교사 전문성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준

다는 점에서 5년 이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 틀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저경력 교사의 전

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지역 특성을 살펴본 후, 교사와 학교 수

준으로 나누어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근무지

역에 따라 교사전문성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

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구 모형은 [그림Ⅱ-3]과 같다. 

저경력 교사

근무지역
교사효능감

교사

개인

학교

인적

특성

학교

제도

특성 교사전문성

개발 참여교사전문성 영향요인

[그림 Ⅱ-3] 분석 틀 

  연구 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저경력 교사와 경력교사 

간의 전문성의 차이를 제시한다. 그리고 저경력 교사가 경력 교사에 

비하여 낮은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전문성의 참여가 낮음을 

보여줌으로써 교사 발달 이론 중 전문성 개발이 필요한 대상임을 밝

히는 데 있다. 또한 저경력 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저경력 교사가 처해있는 근무지역의 특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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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그리브스의 사회적 자본이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지지할 수 있다. 

  둘째, 학교 근무지역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과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저경력 교사의 전문

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 학교 수준에서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다. 이를 통하여 학교,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자본에 따라 저경력 교

사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 자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교직경력과 상호작용

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차별적인 전문성 

개발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사의 개인 수준

인 교직경력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 학교 수준 변인을 살펴

보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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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학교 교육 실태 및 수

준분석 연구」의 초등학교 4주기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이다. 「학

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는 전국의 학교를 층화표집한 데

이터로 전국의 학교 교육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는 표집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 1주기

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동일한 학교를 측정하는 학교 패널 데이터

이다.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초등학교 내 교육 실태를 이전 주

기와 비교하여 학생, 교사, 학교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박경

호, 김양분, 남궁지영, 백선희, 2015). 

  이 연구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

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따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수, 지역, 학교 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라 전문성이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문

제 의식에 근거하므로 교사의 수, 소속 학교의 지역, 학교 표집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데이터는 전국 유·초등통계에 근거하여 전국의 단위학교를 대상

으로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학교, 과밀학교인 경우 학교 가

중치를 적용하여 표본을 산출하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한국교

육개발원, 2015).  둘째, 단위학교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맥락을 

포함한 변수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데이터는 

학교 규모, 설립 유형, 소재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교육에 

영향을 주는 맥락 변인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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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분석에 활용되는 교

사 데이터인 경우 표집 학교 내 전체 교사가 설문 대상자이다. 기존 

패널 데이터인 경우 학생 패널로 응답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일

부 교사에 한하여 데이터가 구성되었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

는 학교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

인 경우 전체 교사를 설문 응답자로 제시하여 학교 내 교사 특성을 

선택 편의(bias)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

력에 대한 변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에는 학

교 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과 빈도, 동료 교사와의 상호

작용과 같은 교사전문성 향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

한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데이

터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은 공립 초등학교의 정규 교사(기간제 

제외)로 한정한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

무지역의 특성은 교사의 전보 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전보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

다. 또한, 중·고등학교인 경우, 교과목의 특성, 학교 규모에 따른 

순회교사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한 후 배치가 이루어지므로 전보 제도의 고유한 효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당 수업 시간이 적은 교과목인 

경우 상치 교사, 기간제 교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교

사의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저경력 교

사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용 전 개인 경험이 통제되어야 

한다. 초등교사인 경우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교원양

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임용 전 기간제 교사 경험이 적다는 데 있

다. 또한 전국 내 교육대학교가 유사한 교육 실습,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중등 교사인 경우 사범대학 및 교직이

수를 통한 준개방형 교원양성체제가 존재하므로 교사 개인의 사전

경험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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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 경우,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교사의 특성

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중·고등학교인 경우 교과목에 특성에 기

반한 학교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와 관리자 간의 교과 

특성이 다를 경우 장학, 멘토링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동일한 지역 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교사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로 선후배 문화에 기반한 비공식적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과에 대한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교사간의 

협업이 학년을 중심으로 하는 동학년 문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동

료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4주기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분석 대상은 대도시 67개교(서

울 24개교, 광역시 43개교), 중소도시 72개교, 읍면지역 90개교이며, 

전체 모집단의 3.85%에 해당되는 학교와 학교에 속한 전체 교사이

다. 이에 분석 대상으로는 단위학교 233개교, 교사 5988명이 분석 

대상이다. 

제 2 절 변수 구성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Ⅲ-1]과 같이 분석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

정한 종속변수는 교사효능감, 교사수업개선 참여, 교사의 수업관련 

연수시간, 교사 소모임 참여이다. 첫째, 교사효능감으로 교수·학습 

영역에 대한 문항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업 관련 연수시

간은 교사가 응답한 11개의 교사의 연수 영역 중 교수·학습과 관련

된 연수 시간의 평균이다. 교과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출제 및 

평가 영역에 대한 연수 시간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의 연수시간인 경우 범주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역별 중

간 값으로 변환한 후 각 영역의 합에 따른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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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교사

전문

성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효능감 5문항 평균 (5점 척도)

수업개선

참여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활동 참여 수 평균 (6문항)

교사연수

시간

교사가 1년 동안 참여한 교원 연수(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시간 평균

(1) 교과 및 교육과정 (2) 교수학습 방법 (3) 출제 및 평가

교사소모임

참여
교사의 교과모임 참여 여부 총합 (4점)

독

립

변

수

교

사

저경력 교사 여부
총 교직경력 5년 이하인 교사

0년~ 5년 이하: 저경력 교사(1), 6년이상 : 경력 교사(0)

교사 성별 여교사 (0), 남교사(1)

교직경력 교사 총 교직경력  (년)

석박사 여부 교사학력 석사이상 (1), 그 외 (0)

담임교사 담임교사(1), 교과전담교사 (0)

학

교

수

준

저경력 교사

배치 비율

단위학교 내 (2급 정교사 수÷총교원수)로 나눈 값의 상위 25%, 

하위75%로 나눈 값 

도시규모 

학교소재지에 더미변수 

읍면지역 : 읍면지역 (1)  그 외 지역(0), 

중소도시 : 중소도시(1), 그 외 지역(0)

대도시 : 광역시, 특별시 (1) 그 외 지역(0)

독

립

변

수

학

교

수

준

학교

고유

특성

총학급수 단위학교 총 학급 수 

학생이해도 전체 교사가 응답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학생 평균 비율 

교사

인적

특성

2급정교사비율 학교 내 2급 정교사 수 ÷ 전체교원 수로 나눈 값

학교재직

평균경력
전체 교사가 응답한 학교재직경력의 학교 평균

석박사교원

비율
단위학교 내 석사이상학력 교원 수÷ 전체교사 수

학교

조직

특성

교장리더십 전체 교사가 응답한 학교장 지도성 12문항의 학교 평균

수석교사 학교 내 수석교사여부  없음(0) 있음(1)

소모임참여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 소모임 참여 합 학교 평균

수업개선참여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수업개선참여 학교 평균 

교사와의

대화정도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와의 대화 정도 전 영역 평균의

학교 평균

[표Ⅲ-1]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 변수 설명



- 38 -

셋째, 수업개선활동은 1년간 교사가 참여한 수업개선참여활동의 평

균값이다. 수업개선활동은 저경력 교사가 수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임상 장학, 교사 간 상호작용과 같은 단위학교 

내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교육청 장학, 컨설팅과 같은 학교 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도적인 참여, 제도라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넷째, 교

사의 소모임 참여인 경우 교사 교과관련 소모임 참여의 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내외 교과모임의 수가 한정되지 않고, 교사의 의지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교사의 사회적 

자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교사 소모임 참여 여부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는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교사 수준과 학

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박주호 외, 2015; 허은정, 2011). 

분석 대상인 저경력 교사는 총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를 저경

력 교사로 설정하였다. 교사 성별인 경우 남교사 ‘1’, 여교사를 

‘0’으로 코딩하였고, 교직 경력은 교사가 응답한 교직 경력(년)을 

사용하였다. 또한 교사의 학력은 석사 이상인 경우 ‘1’로 코딩하

였으며, 그 외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경력 교사

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2급 

정교사 수를 총 교원수로 나눈 값 중 상위 25%를 ‘1’로 하위 

75%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도시 규모인 경우 읍면지역

과 중소도시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인 경우 대도

시로 묶어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학교의 특성으로는 총 학급수를 설정하였다. 총 학급수는 교원 

수, 학교 규모를 반영하며, 학교 내 교사수가 교사 간 상호작용, 학

교 내 소모임, 교사의 업무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급 수를 

설정하였다. 학생의 이해도는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 학생의 비율

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교사가 응답한 값의 학교 평균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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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기초

생활수급자 수를 총 학생수로 나눈 비율로서 활용하였다. 이는 이

러한 학교의 학생 특성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며, 교

사의 효능감,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

라 설정하였다(정제영 외, 2014a; 조동섭 안병천, 2008).  

  단위학교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의 학교 재직 평균 경력을 산출하여 투입하였다. 또한, 2급 정

교사비율은 2급 정교사 수를 정규 교원 수로 나누는 값으로 비율로 

환산하여 투입하였는데, 두 변수는 단위학교의 근무 여건을 반영하

는 변수로, 열악할수록 전보 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5년 미만으로 

희망 전보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였다. 학

교장의 리더십은 교사가 응답한 교장리더십 12문항의 평균으로 학

교 전체교사의 평균값이다. 학교의 조직 측면에서 교사전문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석교사, 교내 소모임의 운영 여건, 단위

학교의 수업개선노력, 학교 평균 교사연수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수

석교사는 학교 내 수석교사 수가 1명 이상이면 1,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교내 소모임의 수는 교사가 응답한 소모임 참여 중 교

내에 해당하는 값의 학교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학교 평균 교사

연수시간은 학교설문지에 응답한 학교단위에서 실시한 교사의 연

수 횟수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평균값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단위학교의 수업개선노력은 교사가 응답한 수업개선노력의 학

교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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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교사

전문

성

교사효능감 교사의 수업효능감 5문항 평균 (5점 척도)

수업개선

참여
교사의 수업개선을 위한 활동 참여 수 평균 (6문항)

교사

연수

시간

교사가 1년 동안 참여한 교원 연수(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시간 평균

(1) 교과 및 교육과정 (2) 교수학습 방법 (3) 출제 및 평가

교사소모임

참여
교사 소모임 참여 여부의 총합 (4점)

독립

변수

교사 교직경력 교사의 교직경력(년)

지역 도시규모

학교소재지에 더미변수 

읍면지역 : 읍면지역 (1)  그 외 지역(0), 

중소도시 : 중소도시(1), 그 외 지역(0)

대도시 : 광역시, 특별시 (1) 그 외 지역(0)

독

립

변

수

학

교

수

준

학교

고유

특성

총학급수 단위학교 총 학급 수 

학생이해도 전체 교사가 응답한 수업내용을 이해하는 학생 평균 비율 

교사

인적

특성

2급정교사비율 학교 내 2급 정교사 수 ÷ 전체교원 수로 나눈 값

학교재직

평균경력
전체 교사가 응답한 학교재직경력의 학교 평균

석박사교원

비율
단위학교 내 석사이상학력 교원 수÷ 전체교사 수

학교

조직

특성

교장리더십 전체 교사가 응답한 학교장 지도성 12문항의 학교 평균

수석교사 학교 내 수석교사여부  없음(0) 있음(1)

학교소모임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 소모임참여 합 학교 평균

수업개선참여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수업개선참여 학교 평균 

교사와의

대화정도

전체 교사가 응답한 교사와의 대화 정도 전 영역 평균의 

학교 평균

[표Ⅲ-2] 연구문제 3 변수 설명

  연구문제 3은 저경력 교사의 개별 변인과 학교의 특성 간 상호작

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영향력을 보인 

학교 특성의 변수와 교사 개인변인 간의 가산적 효과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에 따라 개인 변인과 증가할수록 학교 특

성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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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방법 

이 연구는 단위학교 내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전문성 형성에 미치

는 요인과 차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

는 학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개별 변인을 통제한 후 학교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사의 개인, 학교 수준과 같은 위계적

인 구조에 대한 자료의 분석에 활용되는 적합한 위계적선형모형(HLM 

7.03 for Window)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

사와 학교에 속해있으며, 이는 학교와 교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응답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합동

자승회귀모형(OLS)과 같이 단일한 수준으로 분석할 경우, 교사와 학교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독립성의 가정이 위배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Raudenbush & Brky, 2002).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다층 모형(Hierachical Linear Model, HLM)은 층위 간 자료의 속성을 고

려하여 연구 모형을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

창남, 2006). 이는 1수준 분산과 2수준 분산을 독립적으로 추정하고 동일 

집단 속 관찰된 점수의 상관을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위집단 속하는 사례 간의 1수준 모형

의 잔차가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강상진, 2016).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

에서는 교사와 학교를 2수준으로 구성하여 서로 내재된 형태로 활용하는 

위계적선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기초 모형을 바

탕으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 근

거할 때, 본 연구에서는 교사 수준을 1수준에, 학교와 학교소재지를 2수

준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교사전문성에 대한 학교 효과로서 학교 간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1) 기초 모형(base model)과 2) 절편-결과모형(Regression with 

Mean-as Outcome) 3) 무선계수모형(Random-coefficient model)을 추가적

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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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모형 

1수준 모형 :       ∼  
 

2수준 모형 :     ∼  


    →                    

교사 변인과 학교 변인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인 기초 모

형으로 1수준의 종속변수의 변량이 집단 내, 집단 간에 차지하는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 기초모형은 무선효과 일원분산분석모형(Random effects 

ANOVA)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모형에서는 집단 간 상관 계수를 비교함

으로써 종속변인이 집단 내와 집단 간 얼마나 많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다. 집단 간 상관 계수(ICC)는 학교 간 분산()을 총 분산( )

으로 나눈 값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분포에서 학교의 

효과와 개인수준의 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진다. 본 연구에서 교사변인에 투입될 종속변수는 교사효능감, 교사 수

업 개선 참여도, 교사의 수업 관련 연수시간, 교사 수업 소모임 참여도 

4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절편-결과모형  

이 모형은 1수준의 교사 수준의 변인 투입 후 2수준의 독립 변수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근무지역의 특성으로 총학급

수, 학생의 학업이해도, 2급 정교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학교재

직경력을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 특성으로 수석교사여부, 학교소모임 참여도, 수업개선참여, 학교의 수

업연수시간을 설정하였으며, 인적 자원의 특성으로는 교장리더십, 교사

간의 대화정도, 교사의 석박사 비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투입된 모

든 연속형 변수는 전체 평균 중심점 교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중심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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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실시할 경우 모수의 추정오차가 줄어들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

일 수 있다(강상진, 정혜경, 2002). 이는 교사의 특성 뿐 아니라 학교 특

성, 제도 특성과 같은 학교의 맥락을 확인하고자 위계적선형모형을 적용

하였다(Raudenbush et al., 2002). 

1수준 모형 :    성별  교사 학력  교직경력 

 담임  고유잔차 

2수준 모형:

    총학급수   학생이해도 

  학교평균 재직경력    급 정교사 비율   석박사교원 비율 

  학교장 리더십   수석교사 배치 여부   학교평균 소모임 

  수업개선 참여 횟수    학교평균 교사대화  학교 고유 잔차 

이를 통하여 각 특성이 설명하는 변량을 통해 ICC값과 설명량을 계산한

다. 또한, 교사수준 설명변수의 무선효과는 통제변수들이 변수에 투입됨

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고정 효과(fixed 

effect)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형의 투입순서는 [표 Ⅲ-3]으로 제

시될 수 있다. 

[표 Ⅲ-3] 모형 투입 단계

구분 모형 투입변수

모형1 모형1 기본모형

모형2 모형1+ 교사 개인 특성 성별, 담임여부, 석박사 여부, 교직경력

모형3 모형2+ 학교 고유 특성 총학급수, 학생이해도

모형4 모형3+ 교사 인적 특성
학교평균 재직경력, 2급 정교사 비율, 석박사교원

비율  

모형5 모형4+ 학교 제도적 특성
학교장 리더십, 수석교사 배치여부, 학교 평균 

소모임, 수업개선참여 횟수, 학교 평균 교사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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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선-계수 모형 

이 연구에서는 2수준의 고유한 학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방법이다. 이 모형을 통하여 산출된 절편()는 교사 수준의 변인을 

통제한 후 학교 수준 변수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때, 1수준에 투입될 변수들은 교사의 성별, 석박사 여부, 담임여부, 교직

경력을 설정하였다. 성별, 석박사 여부, 담임여부는 더미로 구성된 변인

이므로 변수 투입시 중심점 교정(grandmean –centering)을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저경력 교사의 개인 변인을 통제한 후 학교 고유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는 데 있다.

1수준 모형:    성별  석박사여부 

  담임여부   교직경력  고유잔차 

2수준 모형:   
  

교사 수준의 변인과 학교 변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교사 수준에서의 기울기가 학교별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별로 유의한 

교사 변인들과 학교 수준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다. 다음의 모형에서는 절편 결과 내 최종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어진 교사수준 변인의 기울기 중 학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설정하여 2수준의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

다. 더 나아가, 2수준 내 무선효과의 상호작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 

최종 모형 내 학교 수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준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최종 모형에서 분석된 학교 수준의 유의한 변수와 교사 수준의 유의

한 변수를 대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위계적선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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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론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교사 수준 변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    성별  석박사여부 

  담임여부   교직경력  고유잔차 

2수준 모형4):

    석박사교원비율   학교장리더십  수석교사여부 

  수업개선참여 수    학교 평균 소모임 

  학교평균교사대화   학교 고유 잔차 

  

4) 무선-계수모형에서는 교사 변인의 기울기 중 학교에 따라 무선효과를 가진 변인

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구성하였음. 학교 수준의 변인인 경우, 최종 모형에서 

유의한 효과를 가진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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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특성과 교사전문성

이 연구의 목적은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

다. 효과를 나타내는 종속 변인은 개인차원의 성과를 의미하는 교

사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경력 교

사의 근무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차별적인 

영향 요인이 교사전문성과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고자 한다.  

1. 기초 통계 분석 

  연구에 활용되는 변수를 교사 수준(1수준), 학교 수준(2수준)에 따

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사 수준 변인으로 

4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4개의 전문성 변인이 포함되었고, 학교

수준으로는 2개의 학교 배경 변인, 8개의 학교 구성 요인이 분석에 

투입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초 통계값을 수준별로 

나누어 [표 Ⅳ-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경력 교사는 교직경력 0에서 5년차

까지이며, 전체 연구대상 중 23.48%이다. 분석에 활용된 교사의 개

인 변인에서 교사 성별은 약 31%가 남교사이며, 저경력 교사들의 

평균 교직 경력은 2.59년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

한 비율은 8%이며, 83%가 학교 내 담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교사효능감은 학생의 학업

과 관련한 교사효능감으로 한정하였으며, 3.84점으로 나타났다. 저

경력 교사의 학교 내․외 수업개선참여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수업 개

선 참여의 평균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1.63회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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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교사연수시간은 교사가 1년간 들었던 교원연수 중 교

과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출제 및 평가와 같은 학습 영역의 

합의 평균으로 연 8.45시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및 최소, 최대값이 큰 것으로 보아 개인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의 

용이성을 보장하고, 응답 값이 정규성을 가정하고 있어 별도의 로

그를 취하지 않았다. 교사 소모임 참여는 교사가 교내 및 교외에서 

수행한 교과 및 비교과 영역에서 수행한 교사 소모임 참여 여부의 

합으로 평균 0.87으로 한 교과도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었다. 

  학교 수준의 변수는 학교 응답 설문, 교사 응답을 학교 수준으로 

통합하여(aggregated) 변수를 생성하였다. 학교 실태 수준 분석데이

터는 표집된 학교의 전체 교사의 응답에 기반(박경호 외, 2015)하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수준의 독립 변

수는 학교 근무지역의 특성, 학교 인적․제도적 특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근무지역 특성 중 분석 학교의 학급 수는 23.76학급이며, 학년 당 

3.96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평균 학생의 수업이해도는 

전체 교사가 응답한 학생의 수업 이해도로 학교의 학업성취도의 대

리 변수로서 활용가능하며, 약 68%가 수업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응답한 학교 내 15%에 수석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균 재직 경력은 평균 1.83년으로 2년 미만

의 학교 당 재직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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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구문제 1 기술 통계 5)

구분 6)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 개인수준 독립변수

교사성별(남교사)* 1302 0.31 0.46 0.00 1.00

교직경력(년) 1302 2.59 1.63 0.00 5.00

학력(석박사이상)* 1302 0.08 0.26 0.00 1.00

직위(담임교사)* 1302 0.83 0.37 0.00 1.00

교사 개인수준 종속변수

교사효능감 1302 3.84 0.53 2.20 5.00

수업개선참여 1302 1.63 0.86 0.00 5.00

교사연수시간 1302 8.45 10.80 0.00 53.50

교사소모임참여 1302 0.87 0.82 0.00 4.00

학교배경변인

학교

고유

특성

총 학급수 228 23.76 12.83 6.00 61.00

학교 학생이해도 228 0.68 0.05 0.55 0.80

학교

특성

학교재직경력(년) 228 1.83 1.41 0.29 4.44

2급 정교사비율 228 0.20 0.13 0.00 0.64

석박사교원비율 228 0.29 0.13 0.12 0.88

교장리더십 평균 228 4.15 0.36 2.92 4.93

수석교사* 228 0.15 0.36 0.00 1.00

학교소모임 228 0.88 0.43 0.07 2.67

학교평균수업개선 228 1.65 0.57 1.08 4.40

학교 교사대화 228 4.15 0.27 3.16 4.76

지역

특성

읍면지역* 114 0.5 0.50 0.00 1.00

중소지역* 59 0.25 0.44 0.00 1.00

대도시* 55 0.24 0.43 0.00 1.00

5)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 중 결측치는 다중대체(ML)을 활용하였으며, 대체한 변

수인 경우 t-test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평균값인 경우 각 변인별 다

중대체를 실시한 후 평균값을 활용하여 변수에 대한 왜곡(bias)을 최소화하였다. 

6) * 표시는 더미 변수이며,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배경변인 중 학교 평균 수

업개선참여, 교장리더십 평균, 학교 평균 교사대화, 학교소모임은 응답한 전체 교

사의 학교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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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경력 교사에 따른 전문성 영향 요인 차이 

[표 Ⅳ-2] 저경력 교사 배치에 따른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 차이

변수
저경력 교사(=1) 경력교사

t-test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교사

전문성

교사효능감 1302 3.84 0.53 4244 4.24 0.50 -25.70***

수업개선참여 1302 1.63 0.86 4244 1.60 0.87 1.88†

교사연수시간 1302 8.45 10.80 4244 12.18 10.60 -10.42***

교사 소모임 1302 0.87 0.82 4244 1.10 0.85 -9.02***

근무지역

특성

총학급수 1302 23.76 12.83 4244 26.92 12.18 -6.21***

학생이해도 1302 0.70 0.05 4244 0.71 0.05 -6.50***

학교조직

특성

2급정교사비율 1302 0.24 0.14 4244 0.17 0.10 20.27***

학교재직경력 1302 1.52 1.41 4244 2.20 2.77 -8.75***

수석교사배치 1302 0.18 0.39 4244 0.20 0.40 -1.93†

학교소모임 1302 0.88 0.38 4244 0.92 0.39 -3.04**

수업개선참여 1302 1.63 0.47 4244 1.62 0.50 0.68

석박사교원비율 1302 0.26 0.10 4244 0.29 0.09 -8.27***

교장리더십 1302 4.15 0.34 4244 4.16 0.35 -0.15

교사대화빈도 1302 4.18 0.25 4244 4.24 0.23 -9.10***

† p<.1, * p<.05, ** p<.01, ** p<.001

  저경력 교사 여부에 따른 교사전문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근무지

역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경력 교사와 경력교사를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고유의 특성인 총학급 수가 적은 곳, 학생

의 학업이해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저경력 교사가 배치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전보제도 내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배치가 교육적 수요가 높은 학생에 대한 고려의 노력이 부족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수석교사의 배

치, 학교 내 소모임의 수, 교사와의 대화빈도도 저경력 교사가 근무

할수록 낮게 분포되어 있어 교사전문성 개발의 여건이 부족하게 형

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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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저경력 교사 배치 비율에 따른 학교 특성 차이

변수
저경력 교사배치 상위25% 저경력 교사배치 하위75%

t-test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지역

변수

읍면지역* 57 0.75 0.49 171 0.42 0.41 4.93***

중소도시* 57 0.25 0.41 171 0.26 0.45 -0.97

대도시* 57 0.00 0.00 171 0.32 0.05 -8.98***

근무지역

특성

총학급수 57 16.49 9.46 171 26.19 12.91 -6.08***

학생이해도 57 0.69 0.05 171 0.71 0.05 -2.65**

학교조직

특성

2급정교사비율 57 0.39 0.09 171 0.14 0.06 19.65***

학교재직경력 57 1.55 0.68 171 1.91 0.60 -3.70***

수석교사배치 57 0.12 0.33 171 0.16 0.37 -0.67

학교소모임 57 0.76 0.48 171 0.92 0.41 -2.20*

수업개선참여 57 1.63 0.64 171 1.73 0.41 -0.96

석박사교원비율 57 0.23 0.12 171 0.36 0.14 -6.63***

교장리더십 57 4.15 0.33 171 4.20 0.37 -1.00

교사대화빈도 57 4.08 0.33 171 4.28 0.25 -4.36***

† p<.1, * p<.05, ** p<.01 ***<0.001

  단위학교 내 저경력 교사의 배치 비율에 따라 상·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지역, 학교 특성, 학교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

경력 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읍면 지역 및 총 학급수가 

적은 곳이다. 또한 저경력 교사가 많이 배치된 곳을 중심으로 평균 

재직 경력, 학교 소모임의 참여, 석박사 교원 비율, 교사와의 대화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평균 재직 경력인 경우, 저

경력 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잦은 순환 전보가 일어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소모임, 교사와의 대화빈도와 같은 비공

식적인 상호작용은 경력교사가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교사 간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는 현상을 볼 때, 학교 특성에 따

라 전문성 개발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에 따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차별적

인 분포 [표 Ⅳ-4]를 제시하였다. 지역 변수는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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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중소도시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광역시와 특별시는 대도시

로 나누어 지역 규모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변수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F값7)

(사후검정)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근무

지역

특성

총학급수 114 17.72 11.09 59 28.86 10.52 55 31.02 12.43
34.27***

읍<중소<대

학생이해도 114 0.69 0.05 59 0.70 0.05 55 0.73 0.04
9.02***

읍<중소<대

학교

조직

특성

2급정교사비율 114 0.23 0.14 59 0.20 0.13 55 0.13 0.06
10.78***

대<중소<읍

학교재직경력 114 1.16 0.60 59 1.98 0.62 55 2.09 0.58
12.85***

읍<대, 읍<중소

수석교사 114 0.13 0.34 59 0.17 0.38 55 0.16 0.37 0.89

학교소모임 114 0.84 0.47 59 0.93 0.41 55 0.91 0.36
2.951†

읍<대

수업개선평균 114 1.67 0.59 59 1.58 0.50 55 1.69 0.42 0.56

석박사교원비율 114 0.33 0.17 59 0.27 0.12 55 0.38 0.11
8.669***

중소<읍<대

교장리더십 114 4.24 0.30 59 4.30 0.23 55 4.39 0.22
4.363*

중소<읍

교사와의대화 114 4.12 0.29 59 4.07 0.40 55 4.20 0.38
22.722***

읍<중소<대

†p<.1, * p<.05, ** p<.01, *** p<.001

[표 Ⅳ-4] 지역 규모에 따른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총학급수, 학생이해도와 같은 근무지역 특성은 도시

규모에 비례하였다. 2급 정교사 비율은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석박사 교원비율은 중소도시가 가장 낮아 지역별 구성하고 있는 인

적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재직경력은 중소도

시와 대도시 간의 차이가 없어 교육청 별 전보제도의 영향력을 받

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석교사의 배치, 수업개선평균과 같은 

7)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의 검증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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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제도의 구축정도는 지역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첫째,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제

도적 특성은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제도

적 특성의 분포가 차별적으로 분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의 교육적 열악한 환경은 읍면 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형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수업이해도와 같은 학생의 사

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변인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큰 차이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경력 교사의 배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지역일수록 학교 내 재직경력

이 낮게 나타나 학교의 운영과 전문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근무지역에 따른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 

  이 장에서는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인 교사효능감과 교사의 전문

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2수준 위계적선

형모형(HL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문제에서는 근무지역별 

교사효능감 및 교사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른지를 파

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 소재지를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로 구분한 후 교사-학교로 나누어 2수준 위계적선형모형분

석(HLM)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

형을 통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간 평균적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이는 지역에 대한 교사의 평균적인 효과로 절편의 차이

는 지역 간 초기치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기초 모

형에 교사 특성을 통제하여 [모형 2]를 제시한다. 교사 개인 변인 

통제 후에도 학교 간의 절편의 차이가 있다면, 개인 변인 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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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모형 3]에서 시간

불변 학교 근무지역 특성을 통제한 모형을 투입하여 이를 분석하였

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무지역 여건에 따라 종속 변수에 대한 영

향 요인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해당 지역 내 학교 고유한 특성을 

탐색하는 데 용이하다. 넷째, [모형 4]에서는 교사의 비율 등과 같은 

학교 내 인적 특성이 영향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모형 5]는 최종 모형으로서 학교의 

제도적 자원을 투입하였으며, 학교 내 교사전문성과 관련된 정책, 

맥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모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

구문제에서 단계별 투입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부록 1] ~ 

[부록 12]에 수록되어 있다.   

1.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 평균은 근무 지역에 따라 교사효능감의 초기치가 다

르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사효능감에 대

한 기초 모형 [표 Ⅳ-5]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모형
전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정효과

3.842***(0.016) 3.814***(0.023) 3.837***(0.031) 3.895*** (0.03)

무선효과

학교 간 변량 0.007 0.003 0.016 0.001

학교 내 변량 0.278 0.278 0.231 0.336

 233.536† 103.884 80.011* 49.762

ICC 0.025 0.02 0.065 0.002

[표 Ⅳ-5] 교사효능감 기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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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사효능감에 대한 기본 모형의 분석 결과 읍면지역이 평

균 3.814점, 중소도시는 3.837점, 대도시는 3.895점으로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라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교사효능감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읍면지역인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하여 교사

가 인지하고 있는 교사효능감의 크기가 낮으며, 집단 간 상관계수

인(ICC)을 볼 때,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도시인 경우, 학교 간 분산이 크므로 교사전

문성에서 근무지역의 영향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

역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가 있음에도 집단 간의 상관계수는 읍

면지역, 대도시에서 0.05이상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에 대하여, kreft & De Leeuw(1998)는 집단 내 상관계수(ICC)값이 

약 0.02정도라도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변수를 살펴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김은수, 이유진, 2018).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모

형[모형 5]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사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교사효능감인 경우 세 지역 

모두 교직경력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담임여

부, 성별인 경우 지역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 지역에 따라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 수

준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읍면지역인 경우, 총 학급 수가 1

학급 증가할수록 교사효능감은 0.003 (p<0.1), 학교 평균 소모임, 학

교 평균 수업개선참여는 교사효능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교 평균 수업개선참여가 1회 증가할 경우 교사효

능감이 0.126점 상승함을 의미한다. 읍면지역에서 교사전문성 향상

을 위한 제도가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교사 수, 학교 내 전문성 개발 활동이 읍면지역 내 교사전문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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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교사효능감에 대한 지역별 위계적선형모형 결과

구분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3.716***(0.061) 3.866***(0.063) 3.933***(0.079)

성별(남성) -0.013 (0.038) -0.032 (0.051) -0.140†(0.075)

석박사여부 0.013 (0.069) -0.055 (0.104) -0.011 (0.100)

교직경력 0.067***(0.015) 0.088***(0.015) 0.097***(0.021)

담임여부 0.134* (0.061) -0.013* (0.063) -0.017 (0.080)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3†(0.002) 0.003 (0.002) 0.001 (0.003)

학생이해도 0.629 (0.452) 0.147 (0.696) 2.042* (0.801)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42 (0.050) 0.021 (0.041) 0.004 (0.064)

2급 정교사 비율 0.097 (0.166) 0.477† (0.244) -0.134 (0.782)

석박사교원비율 0.105 (0.201) 0.307 (0.344) 0.571 (0.510)

학교장 리더십 -0.003 (0.095) -0.005 (0.075) 0.100 (0.079)

수석교사 배치여부 -0.061 (0.201) -0.076 (0.082) 0.014 (0.091)

학교 평균소모임 0.186* (0.077) 0.297* (0.150) 0.071 (0.166)

수업개선참여횟수 0.126** (0.046) -0.103 (0.073) 0.055 (0.112)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3 (0.043) 0.042 (0.066) 0.028 (0.100)

<변량>

학교 0.001 0.007 0.001

교사 0.260 0.221 0.313

전체 0.261 0.228 0.314

 84.813 55.910 41.877

ICC 0.004 0.031 0.002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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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인 경우 2급정교사 비율, 학교 평균 소모임수가 1수준 증

가할 때, 교사효능감에 각각 0.477 (p>0.1), 0.297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가 학교 내 교사의 인적 특성, 교

사 간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인적특성이 교사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한다. 이 외에도 기초모형 이후 변

수를 단계별로 투입했을 때, 총 학급수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가 변

화([부록 3])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대도시인 경우 학교 평균 학생 수업이해도가 1수준 증가하면 교

사효능감이 2.042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읍

면지역, 중소도시와 다른 양상으로서 대도시에서는 교사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제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약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 

수업이해도가 교육 환경을 대변해주는 대리지표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2. 교사 수업 개선 참여

  교사의 수업개선참여는 임상 장학, 동료 장학, 학부모 수업공개

와 같은 교내에서의 수업개선참여와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

는 교외에서의 수업개선참여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개선참여는 교

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으로 기초모

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Ⅳ-7]과 같다. 수업개선참여에 대한 기초

모형을 보면,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연 1∼2회 내외로 참여하고 있

었으며, 학교 간 변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볼 때, 학교 수준의 변인

들이 해당 전문성 개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지역규모

가 증가할수록 수업개선활동에 대한 회귀 계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 개선에 대한 집단 내 상관계수의 크기가 전국 

평균 15%이상을 상회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개인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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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학교 수준의 변인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모형
전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정효과

1.646***(0.034) 1.661***(0.053) 1.802***(0.068) 1.940***(0.062)

무선효과

학교 간 변량 0.118 0.162 0.126 0.054

학교 내 변량 0.639 0.602 0.758 0.847

 447.256*** 261.403*** 112.087*** 72.327*

ICC 0.156 0.212 0.143 0.060

[표 Ⅳ-7] 교사수업개선참여 기초모형

  

  교사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최종모형의 분석 결과는 [표 Ⅳ-8]

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수업개선 참여는 지역에 따라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업개선참여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교 

변량이 학교 내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학교 평균 수업 개선 참여

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 외적인 변인에서는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교사 수준에서 읍면지역은 교

직경력이 (+), 중소도시는 석박사여부가 (-)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

며, 대도시인 경우 교직경력과 담임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설명해보면, 읍면지역인 경우 교직경력이 증가할수록 학교 

내 보직교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학교 내 대표 

장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중

소도시인 경우 교사 수준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들은 

전문성의 개발 방안으로서 현장 연구, 자율 연수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며, 교사수업개선과 일정수준 반비례관계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2급 정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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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교사수업개선에 대한 지역별 위계적선형모형 결과

구분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1.567***(0.080) 1.925***(0.168) 1.561***(0.129)

성별(남성) -0.096(0.065) -0.106 (0.109) 0.067 (0.136)

석박사여부 0.074(0.142) -0.424* (0.137) 0.264 (0.190)

교직경력 0.073***(0.021) 0.048 (0.038) 0.075* (0.033)

담임여부 0.115(0.086) -0.069 (0.187) 0.359* (0.151)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3 (0.003) 0.002 (0.002) -0.003 (0.005)

학생이해도 -0.148 (0.693) 1.751* (0.839) -1.321 (1.406)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80 (0.056) -0.020 (0.055) -0.035 (0.116)

2급 정교사 비율 0.465 (0.335) 0.907** (0.294) -1.371 (1.051)

석박사교원비율 -0.266 (0.384) 0.427 (0.403) -1.968** (0.696)

학교장 리더십 0.016 (0.125) 0.344*** (0.080) 0.012 (0.141)

수석교사 배치여부 0.016 (0.100) 0.156 (0.123) 0.416** (0.152)

학교 평균소모임 0.287†(0.156) 0.087 (0.130) -0.066 (0.263)

수업개선참여횟수 0.954*** (0.154) 1.087*** (0.094) 0.800*** (0.181)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9 (0.083) 0.256*** (0.068) 0.335* (0.133)

<변량>

학교 0.012 0.0001 0.0001

교사 0.573 0.702 0.800

전체 0.585 0.7021 0.8001

 105.222 21.633 40.048

ICC 0.021 0.000 0.000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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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대한 참여가 높은 이유는 첫째, 임상 장학의 0-3년 교사들

은 학교 관리자로부터 수업 개선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임상 장학은 

학교장, 학년 부장, 수업 공개 대상자가 함께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

선 참여 비율이 높아짐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업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에 교

육지원청 단위에서 적극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강원도교육청, 2018). 

  대도시인 경우 담임 여부에 따라 수업 개선 활동에 정적인 영향력

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 수업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 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수석교사 

여부, 교사 간 활발한 대화가 교사의 수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으며, 학교 내 석박사 교원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교육 

경력이 높고, 교사 연구대회, 교과서 개발 등 개별적인 연구를 중심

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교사 연수 참여 시간

  교사 연수 시간은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교사가 1년간 온·오

프라인에서 직무 연수 및 자율 연수에 참여한 시간으로 전통적 관점에

서의 교사전문성 개발 활동 중 하나이다.  교사 연수시간은 법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연평균 최소 60시간이상 이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2011), 연수 영역 및 연수 형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사의 연수시간인 경우, 교사 개별 변인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초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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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모형
전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정효과

8.696*** (0.325) 8.917***(0.539) 7.703***(0.658) 8.942***(0.766)

무선효과

학교 간 변량 6.020 5.742 2.190 8.53573

학교 내 변량 110.520 109.152 116.980 112.9241

 259.106** 124.860* 57.760 70.281*

ICC 0.052 0.050 0.018 0.070

[표 Ⅳ-9] 교사 연수 참여 시간 기초모형

  기초모형 분석 결과, 전국 평균에 비하여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교사 연수 활동에 대한 회귀계수가 작으며,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많

은 시간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교사들

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인 거리 등에 대한 교사의 선호가 반

영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수업 연수 시간은 개인의 선호 및 의

지가 반영된 활동이며, 대도시인 경우 학교 간 변량이 크다는 점을 볼 

때, 학교 특성을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최종 모

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분석 결과, 교사 연수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 학교 변인이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직경

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 연수 시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인 경우, 담임, 석박사 여부에 따라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교 수준에

서, 저경력 교사의 근무 지역에 따라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인 경우 학교 평균 재직경력이 증가할수록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도시인 경우 총 학급 수, 학교 평

균의 대화정도에 따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대도시인 경우 총 학급수가 증가할수록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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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교사연수시간에 대한 지역별 위계적선형모형 결과

구분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10.472***(1.230) 9.738***(2.326) 12.011***(1.816)

성별(남성) -0.357 (0.855) -1.535 (1.134) 0.734 (1.544)

석박사여부 -1.336 (2.211) -3.361 (2.662) -3.930* (1.891)

교직경력 1.344*** (0.260) 1.679*** (0.407) 1.505*** (0.430)

담임여부 -1.170 (1.290) -1.657 (2.382) -3.525†(1.849)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20 (0.040) 0.048 (0.050) 0.190** (0.058)

학생이해도 2.165 (12.247) 4.314 (16.455) 22.431 (18.285)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1.221† (0.718) 0.032 (0.891) -1.459 (1.440)

2급 정교사 비율 -0.860 (4.826) 3.691 (5.878) 11.111 (16.729)

석박사교원비율 -1.131 (4.959) 6.229 (8.822) 14.341 (9.151)

학교장 리더십 - 1.525 (1.802) 1.875 (1.980) 1.875 (1.980)

수석교사 배치여부 -1.597 (1.415) 2.101 (1.982) -0.404 (1.924)

학교 평균소모임 -2.083 (1.713) 1.825 (3.521) -1.747 (3.966)

수업개선참여횟수 1.152 (1.431) 0.689 (1.880) 4.970 (3.002)

학교 평균 교사대화 0.454 (1.016) 1.703 (1.164) 3.728†(2.017)

<변량>

학교 6.318 1.281 9.639

교사 105.423 111.123 106.029

전체 111.741 112.404 115.668

 113.875* 41.192 57.399*

ICC 0.057 0.011 0.083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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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급 수는 교육적 여

건이 좋은 지역으로 해석되며, 교사의 선호 학교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4. 교사 소모임 참여  

  교사 소모임 참여는 교사가 학교 내·외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과

모임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대안적 교사전문성 개발 활동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사 소모임 

참여는 교사가 단위학교 내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는 점

에서 학교, 교사의 네트워크 형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11]과 같다. 교사 

소모임 참여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도시 규모에 비례하여 교

사 소모임 참여에 대한 회귀계수의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구

체적으로 읍면지역, 중소도시에서 집단 내 상관계수(ICC)가 높은 것

은 교사의 학교변인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가 크다는 점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에 최종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기초모형
전체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회귀계수(표준오차)

고정효과

0.866*** (0.028) 0.860***(0.042) 0.904***(0.055) 0.930***(0.047)

무선효과

학교 간 변량 0.045 0.059 0.067 0.004

학교 내 변량 0.631 0.595 0.620 0.708

 290.937*** 157.862*** 92.637*** 47.541

ICC 0.070 0.090 0.098 0.006

[표 Ⅳ-11] 교사 소모임 참여 기초모형



- 63 -

  교사 소모임 참여는 교사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성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남교사일 때, 교사 소

모임 참여가 0.267회 증가하며, 교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0.04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박사 교원의 비율, 학교 평균 

소모임이 대부분의 변량을 차지하는 등 이는 읍면지역 내 단위학교

의 사회적 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인 경우, 학생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사 소모임 참여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별 교육의 여건이 좋으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제영 외(2014a)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학교 평균 학교장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수석교사가 배치될수록 교사의 소모임의 참

여정도는 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소모임의 운영 양상이 학교 내 자율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학습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 소모임은 교사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사는 여성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남교사인 경우 선·후

배사이의 끌어주기의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

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편을 고려해볼 때, 

읍면지역에서의 교사 소모임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

사 소모임이며, 학교 외적인 소모임 참여는 중소도시, 대도시에 비

하여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 학교와의 교류 및 만남이 공간적, 

시간적 한계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며, 교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

다. 또한 학교 이동에 따라 구성원의 이동 변화가 크기 때문에 교사 

소모임 참여 및 지속에서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경기도

교육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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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교사 소모임 참여에 대한 지역별 위계적선형모형 결과

구분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0.724***(0.089) 0.888**(0.117) 0.863***(0.098)

성별(남성) 0.267***(0.079) 0.181†(0.100) 0.220* (0.102)

석박사여부 -0.042 (0.114) -0.042 (0.114) 0.403* (0.189)

교직경력 0.039† (0.024) 0.059* (0.030) 0.001 (0.036)

담임여부 0.047 (0.095) -0.058 (0.117) -0.028 (0.114)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2 (0.003) -0.001 (0.004) -0.002 (0.004)

학생이해도 -0.433 (0.694) 0.816 (1.524) 1.706†(0.988)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81 (0.065) 0.025 (0.079) 0.013 (0.092)

2급 정교사 비율 0.011 (0.276) 0.281 (0.524) 1.480†(0.868)

석박사교원비율 0.554†(0.323) 0.416†(0.679) -0.311 (0.634)

학교장 리더십 -0.132 (0.129) -0.100 (0.158) -0.265* (0.129)

수석교사 배치여부 0.010 (0.119) 0.140 (0.162) -0.197†(0.115)

학교 평균소모임 0.715***(0.184) 0.251 (0.319) 0.431 (0.276)

수업개선참여횟수 -0.038 (0.097) 0.279* (0.155) 0.272† (0.160)

학교 평균 교사대화 0.104 (0.110) -0.017 (0.127)

<변량>

학교 0.027 0.076 0.001

교사 0.570 0.608 0.682

전체 0.597 0.684 0.683

 106.759 78.915*** 33.585

ICC 0.045 0.111 0.001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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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학교 근무지역과 교사의 상호작용 효과

  이전 절까지는 교사 수준에서 각 근무지역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후 학교 수준 변인이 교사전문성 및 개발에 미치는 효과 (고

정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근무지역별 교사 변인이 학

교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가

산적 효과(addictive effect)를 의미한다(허은정, 2010; 홍창남, 2005). 

이를 위하여 2절에서 분석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항을 

통한 차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선형모형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 수준

의 변인이 학교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 위계적선형모형(HLM) 내 무선-계수 모형을 투입하여 적용

해야 한다(허은정, 2010; 홍창남, 2005). 무선-계수 모형을 통해 교사 

변인이 학교 수준에서 무선적으로 변화(random effect)하는지, 아니

면 일정한 값(fixed effect)을 갖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전문성에 대하여 갖는 기울기가 학교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무선-회귀계수 분석 결과, 읍면지역에서는 교사효능감과 교직경

력이 학교 변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고, 중소도시에서는 

수업개선참여여부가 담임여부, 대도시에서는 수업개선참여여부와 

담임여부가, 교사 소모임 참여와 석박사여부에서 가산적 효과를 보

였다. 교사효능감인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개인 수준 변인의 

기울기는 학교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며(fixed), 읍면지역인 경우 교

직경력의 기울기가 학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random)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전문성 변인과 유의한 효과를 보인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교사효능감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결과, 읍면지역에서의 교직 경력

의 평균 기울기는 0.003이며, 이는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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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의 지역인 경우 교사효

능감에 대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소도시, 대도시에서의 교사효능감은 교사 특성에 따라 학교 

간 차이가 나지 않음을 말한다. 이 외에도 교사의 수업개선참여는 

대도시에서 담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분

석 결과는 [부록 13]∼ [부록 17]까지 제시되어 있다. 

  읍면지역에서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교사와 학교 특성에 대한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에서의 평균 교직경력 기울기는 

0.065이며, 고정효과에서 유의하였던 교직 경력, 학교소모임과 같은 

변인인 경우 교사효능감에 대한 가산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지역 교사변인 변량 자유도  유의도

교수

효능감

대도시 교직경력 0.000 46 47.143 0.426

중소도시
교직경력 0.001 53 60.200 0.231

담임여부 0.002 53 31.220 >0.500

읍면지역
교직경력 0.003 102 118.000 0.035

담임여부 0.020 102 57.167 >0.500

수업

개선

참여

대도시
교직경력 0.001 46 45.857 >0.500

담임여부 0.344 46 56.707 0.015

중소도시 석박사여부 0.017 53 31.848 >0.500

읍면지역 교직경력 0.001 102 86.120 >0.500

교사

연수

시간

대도시
교직경력 0.644 46 41.834 >0.500

석박사여부 27.597 46 21.986 >0.500

중소도시 교직경력 1.135 53 66.586 0.080

읍면지역 교직경력 0.134 102 85.533 >0.500

교사

소모임

참여

대도시
성별 0.0039 46 19.436 >0.500

석박사여부 0.4216 46 44.961 0.012

중소도시 교직경력 0.005 53 64.687 0.193

읍면지역 성별 0.070 102 96.479 0.116

[표 Ⅳ-13] 근무지역별 교사수준 변인 기울기의 학교 간 차이 검증

    주: 회귀계수의 유의도가 p>0.05이상인 변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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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교사효능감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교사효능감 전체평균) 3.707 (0.061) 102 60.357 <0.001

교직경력 기울기

절편 0.065 (0.014) 100 4.822 <0.001

수업개선참여학교 평균 0.027 (0.029) 100 0.948 0.345

학교소모임 학교 평균 -0.014 (0.050) 100 -0.282 0.779

담임여부 기울기 0.130 (0.074) 100 2.129 0.034

[표 Ⅳ-14] 교사효능감에 대한 교사-학교 간 상호작용(읍면)

  수업개선참여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표 Ⅳ-15]를

미루어볼 때, 수업개선활동 참여에서 담임 여부가 개인특성에 따라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random)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점에서 담임 여부와 수업개선참여 활동의 수석교사, 수업개선참

여, 교사와의 대화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대도시 교사수업개선참여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교사수업개선참여) 1.473 (0.101) 52 14.556 <0.001

담임여부 기울기

절편 0.324 (0.147) 48 2.212 0.032

석박사교원 비율 -1.660 (0.697) 48 -2.382 0.021

수석교사여부 0.326 (0.159) 48 2.055 0.045

수업개선참여학교 평균 1.131 (0.235) 48 4.819 <0.001

학교 평균 교사대화 0.381 (0.140) 48 2.728 0.009

교사 석박사 여부 0.253 (0.183) 210 1.437 0.152

[표 Ⅳ-15] 수업개선참여에 대한 교사-학교 간 상호작용(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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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에서의 수업개선활동은 수석교사, 학교 수업개선참여, 교

사와의 대화가 높을수록 상승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저경력 교사가 담임일 경우 학교 내 수석교사를 통해 수업개선

참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수석교사가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볼 때(「초·중등교육법」제

20조 제 3항), 정책이 의도한 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담임일 경우 학교 내 수업개

선활동에 대한 참여, 교사와의 대화의 증가는 동학년 중심의 교사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 내 석박사교

원의 비율은 교사의 수업개선참여 활동에 증가폭에 비하여 감소폭

이 증가함으로써 석박사교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담임교사의 수업

개선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서의 교사의 학력이 교사의 소모임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갖는 학교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Ⅳ-16]과 같다. 

대도시의 교사 소모임 참여는 석박사일수록 학교 내 소모임 활동에 

더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석박사인 교사는 학

교장의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교사 소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

짐음을 의미한다. 이는 석박사 이상의 교사들의 자주적인 전문성 

개발, 고학력 교사들의 특징이 학교장의 리더십 간 영향력이 상쇄

될 수 있는 맥락적 요인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장의 리더십의 증가와 학교 내 발현되는 양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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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사 소모임참여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소모임참여평균) 0.856 (0.101) 52 8.503 <0.001

  석박사 여부 기울기

절편 0.420 (0.182) 51 2.304 0.025

학교장리더십 -1.254 (0.632) 51 -1.983 0.053

    교사성별(남교사) 0.248 (0.109) 218 2.228 0.023

[표 Ⅳ-16] 교사 소모임참여에 대한 교사-학교 간 상호작용(대도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교사전

문성 개발에 미치는 학교의 영향 요인은 근무지역과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사 수준과 학교 수준

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교사 경력은 전문성 개발

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교사 학력인 경우 근무 지역에 따라 상반

된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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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저경력 교사의 근무 지역에 따른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전문성의 의미를 정의하고, 전문성 형성에 영향 요

인을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교사 수준, 학교 수준인 2수준으

로 나누어 연구에 활용할 변인을 차례로 투입하였으며, 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경력 

교사의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다. 

제 1 절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특성과 교사전문성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지역에 따른 학교 내 영향 요인을 탐색한 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

을 미치는 근무 지역을 학교, 지역으로 나누어 근무 지역 특성, 학

교의 조직·제도적 특성, 학교의 인적 자원의 특성으로 나누어 접

근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은 교사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은 교육

적 수요가 높은 학생이 모여 있는 곳, 비교적 이질집단으로 구성되

어 교육적인 수요를 필요로 곳으로 대표적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

의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지역을 말할 수 있다. 저경력 교사

와 일반교사가 근무하는 학교특성을 살펴본 결과, 총 학급수, 학생

이해도 모두 경력교사가 높은 지역에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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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동섭 외(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인 

학교 규모가 작은 곳, 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으로 

제시된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저경력 교사인 경

우 학교 내 2급 정교사 비율이 높은 지역, 평균 학교재직경력이 낮

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보 제도로 인해 신규 교사들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식 외, 

2012). 이러한 쏠림 현상은 학교 운영과 교사 간 상호작용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을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저경력 교사의 열악한 근

무 여건과 전문성 개발은 지역 간,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과 관련하여 저경력 교사의 쏠림 배치는 학생의 질 높은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교육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전보 제도를 분석한 김순남 외(2016)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일부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를 고려한 배치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불가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높은 근무 학교인 경우 교사 간 상

호작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뿐 아니라 교사의 전

문성 발달 관점에서 저경력 교사의 차별적인 상호작용은 교사가 전

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연구 결

과, 저경력 교사가 집중 배치된 학교들은 학교 소모임, 교사와의 대

화,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전문성 개발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Lortie 

(1975)는 저경력 교사의 시기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사사회화 

과정에서 결정적 시기이며, 동료 교사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과 조언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사회화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

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학교 내 교

사 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전문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과소모임과 같은 전문적학습공동체부터 학교 내 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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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사간의 대화)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운영된다(정정훈 외, 

2005).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어떤 동

료 교사를 만나는가에 따라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

으며, 이는 교사사회화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셋째, 저경력 교사의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 정책은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

발을 위한 수업 개선 참여인 경우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높은 학교

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수석

교사의 배치, 학교장의 리더십인 경우 비율에 따른 학교 간 차이에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특성은 제도 및 학교장의 인식이 보완되어

야 할 필요성을 말한다.  

  넷째,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지역에 따라 다

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결과, 교사, 학생의 인적 특성과 교사

와의 상호작용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학교 내 제

도적 특성인 수석교사, 학교 수업개선인 경우 지역 간 차이가 없었

다.이는 지역과 학교에서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여부, 확보

와 같은 요인들은 지역 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요소이며, 지역 교

육청이 중소도시, 읍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책의 

실행 및 적용의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경력 

교사가 배치된 곳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저경력 교사가 어

느 지역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차별적인 전문성 개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이는 교사전문성과 관련된 학교 제도의 양(quantity)

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질(quality)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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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근무지역에 따른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  

  이 연구에서는 교사 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 학교 수준의 변인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총 10개의 학교 수준 

변인 가운데 근무 지역에 따라 총학급수, 학생이해도로 대표되는 학

교 고유 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2급 정교사비율 등으로 구성되

어 있는 3개의 교내 교사의 인적 특성, 학교장 리더십, 수석교사 배

치, 학교 평균 소모임, 수업개선참여, 학교 평균 대화정도와 같은 5

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학교 내 행․제도적 변인을 투입하였다.  

  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교육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교육활동은 학생, 학교, 지역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저경력 교사가 어떠한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전문성에서 차별

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무지역 별로 밝히고자 하였다.   

1.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교사효능감은 학교 내 

적응과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교사의 자기 인식이라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분석결과 교사효능감은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영향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에서의 교사효능감은 교직경력, 담임여부에 따라 효능감

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 소모임, 수업개선참여와 

같은 단위학교 내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에서 학교 내 전문성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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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육적 맥락에 대한 교사의 선호, 요

구가 반영됨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소규모 학교, 다문화 

학생 등 학급 및 학교 내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하여 높은 교사전문

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적은 학생수로 인해 학생의 사회성, 복

식 학급의 수업 운영, 수준별 수업 등 수업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문

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저경력 교사가 이러한 전문성을 단기간에 

습득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들은 

동일한 학교 맥락에 기반을 둔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료 교사들은 사전에 해당 학생을 지도

한 경험이 있거나, 학부모 특성을 이미 알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

문성 개발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내 교사

와의 전문성 관련 활동은 학생의 특성, 학교의 맥락과 같은 현장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 효과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담임인 경우 교사효능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

고 있으며, 2급 정교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효능감이 학생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중소도시에서의 담임교사에 대한 부담, 어려움에 근거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길양숙(2013)에서는 중소도시 내 교사들은 학생

간의 관계 중 생활지도, 수업 상황과 관련하여 그 외의 지역에 비하

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담임교사

일수록 잦은 빈도로 경험하므로 부적인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2013).  

  대도시에서는 학생의 이해도가 교사의 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교사는 학생의 반응에 따라 수업에 대한 의미부여

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성공적인 수업은

학생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학생의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효능감은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에 대한 교사의 믿음으로 교사가 학생에

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신념이라는 관점이다. 둘째, 교사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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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수업 행위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 

믿음이라는 관점이다(홍창남,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는 후자의 입장에서 분석 가능할 것이다.  

2. 교사 수업 개선 참여

  수업 개선 참여는 학생 중심의 수업 변화의 추구, 교육의 질 제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교사 수업 개선 참여는 

단위학교 내․외에서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 활동 중 하나이

다. 교사는 수업개선활동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

행 하고 경력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반성 및 환류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사의 수업 개선 참여는 근무지역 및 교사 개별 특성에 따라 영

향 요인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 지역 모두 단

위학교 내 학교 평균 수업 개선 참여가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교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개선활동 참여의 빈도가 높아지며, 그 외 학교 수준에서는 교

사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동일하여 학교 맥락에 기반한 제도

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소도시인 경우, 교장의 리더십, 교사와의 대화와 같은 학교 내 

행․재정적인 특성이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읍면지역에 비하여 학교 구성

원 간의 갈등,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큰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특성

은 안정지향적인 교직문화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다. 학교장의 특성을 분석한 김이경 외(2014)의 연

구에서는 중소도시 내 공립학교 교장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을 밝히면서, 리더십을 갖춘 학교장은 수업의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해 수석교사에게 장학, 동료교사에게 수업 개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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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김지선, 박소영, 

2013). 

대도시인 경우, 수석교사, 교사와의 대화가 수업 개선 활동 참여

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경력 교사들은 수석교사와 

동학년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개선참여 높이는 것으로 분

석된다. 2009년도 수석교사제의 운영 효과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내의 연수 및 장학의 활성화, 수업전문성 신

장에 대한 자극,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으로 응답하여 교사의 연

수 시간에 수석교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영숙, 

전제상, 김병찬, 2009). 특히 교사 변인에서의 담임여부에 따라 정적

인 영향이 제기되어, 이는 동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개선참여가 이루

어진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3. 교사 연수 참여 시간

  교사의 연수 참여 시간은 저경력 교사들이 교직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적으로 유의하며, 읍면지역과 대도시 내의 학교 특성에 따

라 영향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단 내 상

관계수(ICC)를 분석한 결과, 학교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상관계수

의 변화율이 미비하며, 이는 연구 모형에 투입된 학교 특성이 교사 

연수 시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교사의 연수 참여 현황과 영역이 교사 개인적인 선호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교사 연수 시간은 학교 평가 내 지표

로 반영되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원격 연수, 집합 연수 등으로 대표되어 주로 수행하였다(강원

도교육청, 2016). 그렇다면, 원격 연수에서 교사들은 어떠한 연수를 

듣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체 원격 연

수 주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수업 및 생활지도

를 제외한 40.28%가 자기 계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원격 연수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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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수 학습의 실행(21.38%), 생활 지도와 

상담(16.37%) 순으로 듣고 있음을 밝혔다(김은영, 김현진, 2015). 이

러한 현상은 교사의 개인적인 선호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근무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읍면지역에서 학교 평균의 재직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연

수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읍면지역 내 승진 점수체제와 연결지어 분

석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서 승진 가산점이 높은 학교들은 경력교

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학교 내에서 저경력 교사들은 

경력교사의 업무를 함께 나누는 등 일정한 교직경력을 가진 이후, 

교사들은 교원 연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의 과다로 인하여 교원연수를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 밝히고 있다(여성희, 강순자, 2004).    

  둘째, 대도시에서 총 학급수는 교사의 연수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

소함에 따라 수업에 대한 준비 및 교사전문성 개발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이두휴, 2011). 또 다른 관

점에서 대도시 내 학교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사교육, 학부모의 교

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이는 학교의 교육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변화에 대한 수요는 교사들로 하여금 다

양한 영역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가져오게 하며, 이는 연수에 대한 

관심의 제고 및 연수 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4. 교사 소모임 참여

  교사 연수의 참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교사전문성 개발의 한 

방향이었다면, 교사 소모임은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교사전

문성으로 작용하고 있다(서경혜, 2009).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자발성을 기초로 학교 현장 맥락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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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교사의 소모임의 참여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 소모임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사 성별, 교직 경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고 있으며, 읍면지역 및 중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영향 요인이 다

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사 소모임 참여는 연구회를 운영하는 회장의 인

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이동성, 2011). 교사 네트

워크 형성에는 교사 성별이 영향을 미치거나(김세정 외, 2010; Cha, 

Y. K. & Ham, S. H. 2012), 교직 경력(Cosner, 2009), 담임 여부(권순

형 외, 2013)에 의하여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 읍면지역에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저경력 교사의 교

사 소모임의 참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소수의 네트워크에 기인하고 있으며, 교직의 사회적 네트

워크의 부족한 저경력 교사는 학교 및 주변 교사에 의하여 진입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내 소모임 

여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고학력, 고경력 교사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외연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저경력 교사를 위한 학교 내․외 소모임을 

지원하여 교사 간 네트워크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 내 학교소모임의 참여가 중소도시와 대도시에서 유의

하지 않은 이유는 학교소모임의 양상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두 

지역은 통근거리, 비교적 많은 교원 수를 바탕으로 학교 밖 학교소

모임에 참여할 기회가 높다. 학교 밖 교사 소모임은 교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참여 기회, 다른 학교급 교원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읍면지역인 경우 물리적인 한계로 인

하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소모임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에서 학생의 수업이해도는 교사 소모임 참여를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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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간의 학습 수준에 대한 차이가 다른 두 

지역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의 흥미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된다. 또한, 수업에 대한 도

전 의식과 새로운 열정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사의 소모임

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도시에서의 교사 소모임의 학교 특성은 큰 영향

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중소도시 내 교

사 소모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맥락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3 절 학교 근무지역과 교사의 상호작용 효과 

  제 2장까지는 학교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사전문성 개발 활동

의 학교 내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사 수준의 인구학적 배경

을 통제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학교의 특성이 교

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장에서

는 학교 특성이 교직 경력, 담임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 학교 특성이

더라도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가능성이 존재하며, 

최근 생애주기에 기반한 교사전문성 정책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지

속될 때, 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학교 특성, 교사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형성에 상이한 영향을 준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

수성은 그 안에 존재하는 개인에게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고, 

개인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Bandura, 1989)에서 교

사에게 또 다른 교육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김인숙, 1995). 

교사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교사 개인이 상이한 방향으로 교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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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맥락 내 어떠한 교사가 전문성 개발에서 소

외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현재 지역에 따라 교사전문성 개

발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성 지원 정책이 지역, 학교의 맥

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효과에 기

반한 것인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효과를 거둘 것인지 고려되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홍창남, 2005).

  교사전문성에 대한 교사의 학교 간 차이 검증은 읍면지역과 대도

시에서 학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사효능감에 있

어 읍면지역인 경우 교직 경력에 따라 교사효능감이 학교에 따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 정도가 낮을수록, 평준화지역일

수록 교사가 인지하는 집단적 교사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박정주, 2010)에 근거하였을 때, 저경력 교사가 읍면지역에서 근무

하면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경력과 수업개선참여의 학교 평균, 학교소모임과의 상

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는 교사의 고유한 효과

임을 의미한다.  

  수업개선참여인 경우 대도시에서 담임교사인 경우에 학교 간 차

이가 있으며, 이는 수업개선참여가 동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개선, 

장학, 학부모 공개 수업 등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저경력 교사들은 그 외 지역에 비하

여 학교수업개선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담임교사

들은 더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기초통계 분석 결과 알 수 있

다. 또한 담임교사인 경우, 단위학교 내 수석 교사, 학교 평균 수업

개선참여빈도가 높고, 학교 평균 교사대화가 높을 경우 교사의 수

업개선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간 여건에 따라 전문

성 형성에 지역별, 개인별 차이가 날 수 있음이 분석되었다. 

  교사 소모임 참여인 경우 대도시에서 교사의 학력이 증가함에 따

라, 소모임 참여가 증가하여 교사의 고유한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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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교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학교

장의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교사 소모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져 

대도시에서의 학교장의 리더십이 교사 소모임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교사의 전문성은 근무지역에 

따라 영향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 및 단위학교의 특

성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할 

때, 교사 수준의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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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근무지역별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근무지역별 교사전문

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저경력 교사의 초기 전

문성은 경력교사로서 정착을 위한 기초적인 전문성이 된다는 점에

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치

는 교사 개인, 근무지역 특성, 인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모형을 설

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모집단인 전국 초등학교를 층

화 표집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의 4주기 초등학

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저경력 교사 

1302명, 학교 211개교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

성이 교사가 근무하는 근무지역, 학교, 교사의 내재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교사-학교로 이루어진 2수준 위계적선형모

형(HLM)을 적용하여 전문성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을 통하여, 

첫째,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교

직경력, 학교 특성, 근무지역에 따라 교사전문성 영향 요인이 다르

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경력 교사인 경우 경력 교사

에 비하여 학급수가 적고,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곳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었으며,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수석교사의 배치 또

한 차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저경력 교사의 배

치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의 인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인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배치가 저경

력 교사의 교사전문성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

다. 셋째, 근무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교사전문성 개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인적 특성의 요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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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2를 통하여,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학교 수준의 

분산은 5∼20%까지 종속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기초모형

이 0.03이상이므로 일정 부분 학교 효과로 설명이 가능함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따라 교사효능감, 교사수업개선참

여 등에 대한 학교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저경력 교사의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요인이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인 경우 수업개선참여와 학교 소모임과 같은 학교 내에

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성 개발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사의 자율적인 교사전문성 신

장이 어려우며, 학교 내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노력 정도가 교사전문성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어진다. 중소도시인 경우 학교

장의 리더십, 2급정교사 비율, 학교 평균 교사와의 대화가 교사전문

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과는 달리 학교 

내 노력정도보다 학교 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하며, 인적 특성을 통한 학교 내 변화가 교사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인 경우 교사의 담임 여부, 학교 내 근무 환

경이 전문성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학부모와의 상호

작용이 빈번한 지역일수록 교사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을 반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3에서는 교사의 개인 수준과 학교 변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교직경력, 담임여부에 따라 학교 내에서도 효과가 다

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내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라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에서 대도시, 읍면지역에서의 개인 변인은 학교 특성

과 결합할 때 증가되는 반면에 중소도시에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

았다. 특히 단위학교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업개선참여, 학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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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인 경우 대도시에서 정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사전문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교사 개인 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보이지 않아, 중소도시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

시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지역에 따라 교사전문성에 세분화된 정

책이 필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정

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전보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의 전보 제도는 경력 교

사를 중심으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적 여건이 열악한 

곳은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가 주로 배치되고 있다(김순남 외, 

2016). 저경력 교사들이 쏠려있는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며, 이러한 지역으로 전문성을 갖춘 교

사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규교원의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교사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의 기능이 이루

어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향후 교사의 전보 제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

생, 저경력 교사에 대한 배려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신규교원 비

율 할당제와 같은 정책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력을 고려한 

전보 제도는 신규교사의 최소 비중을 설정하여 학교 내 업무추진을 

용이(이상신, 2014)하게 하고, 교사의 사기진작과 신규교사의 발전

(주현성, 2015)의 관점에서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경력을 

고려한 전보제도의 실행이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우수 사례를 통한 전보제도의 변화가 전국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사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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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하며, 학교 중심(school-based)의 전문성 개발이어야 한다. 

열악한 지역일수록 교사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성 지원이 요구

된다. 하나의 예로 수석 교사인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

역에 따라 다른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제도

에 대한 지역, 학교의 맥락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소모임인 경우, 교사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

인 운영의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교사 소모임의 운영 양상에서 근무지역이 교사의 네트워크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은 읍

면지역 내 저경력 교사들의 약한 네트워크는 교사 소모임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교사전문성 형성 과정에

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노력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인 경우 단위학교 

내 참여하는 교원 수를 비율로 명시하거나 소규모 학교일 경우 인

근 학교와의 연계를 권고하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홍후조, 2014). 

이는 상대적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시간 비중이 높아 전문성 개발

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교사에게 다른 학교와의 연계는 더 큰 부담과 

행정적인 절차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학교

의 소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극적인 교사전문성 

개발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교사전문성의 지원은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행정 제도의 간소화, 최

소 비율의 삭제를 통해 정책이 교사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

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성 개발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저경력 교사의 수업개선참여와 교사 소모임 참여에서 학

교당 평균 운영 횟수는 교사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교사

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성 개발 활동 이외에 외적 요소에 



- 86 -

의한 전문성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서 전문성 개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음의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단위학교 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초임교사의 수업전문성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고재천(2015)

은 수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미흡, 수업 연구 및 협의 활동의 저조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사의 내적 동기를 강화

시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부장을 중심으로 한 수업개선지도를 위한 우수 사례의 공

유, 학교 밖 교사전문성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요

구된다. 둘째, 교사의 선호, 맥락에 맞는 교사네트워크의 외연을 넓

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서 2

급 정교사 비율 , 석박사교원의 비율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는 세대 

간 공유하고 있는 가치, 관심 있는 분야의 차이로 인한 또 다른 문

화적 현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경력 교사의 근무지역에 따른 차별적인 교사전문성 개발 

양상을 종단적인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저경력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점에 

근거한 횡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무지역에 따른 전문성이 장기적

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저경력 

교사는 교사전문성 형성 과정에서의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차별적인 전문성 개발이 교직 경력에 따라 결손 혹은 누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의하여 향후 교사 패

널을 통한 종단연구가 이루어지거나,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근무지역을 지역- 학교-교사로서 3수준으로 구성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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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근무 지역 간 변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도시 규모에 따

라 표본을 나누어 교사-학교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체 학

교의 평균적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역-학교-교사와 같은 내재된 

관계를 바탕으로 한 3수준 위계적선형모형이 적합하다. 이를 통하

여 이 연구에서 보지 못한 학교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 학교, 지역, 

교사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맥락이 고려되

어야 한다. 동일한 지역 내에서 교사의 선호 지역, 비선호 지역이 

존재하며 승진 가산점과 같은 제도는 교사의 인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승진가산점을 주는 벽지 점

수, 연구학교 등을 중심으로 경력교사, 우수교사가 모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교사는 예외로 미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내 경력교사의 전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정책을 추가적으

로 탐색하여 지역 간, 지역 내에 상이한 전문성 발달에 대한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내 전문성 개발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전문성의 대리 변수인 교사효능감과 전문성 

개발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성취의 향상이라는 점에 미

루어볼 때, 학생의 학습 및 생활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학업성취도, 학교만족도 등 교사전문성 향상에 따른 학

생 학교생활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전문

성 향상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중등교사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직 입문시기 이전의 개인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초등

교사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초·중·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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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며, 교과 특성, 경력별로 연구 대

상을 세분화하여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등교사인 경우, 소규모학교,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전보제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위계적

선형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향후 연구된다면, 전

반적인 교사전문성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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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대도시 교사효능감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3.895***(0.031) 3.935**(0.076) 3.932***(0.073) 3.938*** (0.074) 3.933***(0.079)

성별(남성) -0.149*(0.073) -0.132†(0.076) -0.139†(0.075) -0.140†(0.075)

석박사여부 -0.019(0.106) -0.004 (0.100) -0.006 (0.100) -0.011 (0.100)

교직경력 0.096***(0.021) 0.099***(0.020) 0.094*** (0.021) 0.097***(0.021)

담임여부 -0.020(0.083) -0.029 (0.081) -0.021 (0.078) -0.017 (0.080)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1 (0.002) 0.001 (0.002) 0.001 (0.003)

학생이해도 2.415** (0.723) 2.487*** (0.682) 2.042* (0.801)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19 (0.053) 0.004 (0.064)

2급 정교사 비율 -0.188 (0.731) -0.134 (0.782)

석박사교원비율 0.683 (0.427) 0.571 (0.510)

학교장 리더십 0.100 (0.079)

수석교사 배치여부 0.014 (0.091)

학교 평균소모임 0.071 (0.166)

수업개선참여횟수 0.055 (0.112)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28 (0.10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01 0.006 0.003 0.000 0.001

교사 0.336 0.313 0.311 0.311 0.313

전체 0.337 0.319 0.314 0.311 0.314

 49.762 56.900 47.253 44.204 41.877

ICC 0.002 0.019 0.001 0.001 0.002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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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소도시 교사효능감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3.837***(0.031) 3.866***(0.075) 3.710***(0.062) 3.867*** (0.061) 3.866***(0.063)

성별(남성) -0.045 (0.053) -0.037 (0.051) -0.043 (0.052) -0.032 (0.051)

석박사여부 -0.049 (0.103) -0.037 (0.051) -0.056 (0.103) -0.055 (0.104)

교직경력 0.084***(0.016) 0.086***(0.014) 0.089*** (0.015) 0.088***(0.015)

담임여부 -0.015 (0.062) -0.015 (0.062) -0.018 (0.062) -0.013* (0.063)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5*(0.002) 0.004* (0.002) 0.003 (0.002)

학생이해도 -0.073 (0.603) 0.406 (0.680) 0.147 (0.696)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34 (0.046) 0.021 (0.041)

2급 정교사 비율 0.345* (0.258) 0.477† (0.244)

석박사교원비율 0.388 (0.375) 0.307 (0.344)

학교장 리더십 -0.005 (0.075)

수석교사 배치여부 -0.076 (0.082)

학교 평균소모임 0.297* (0.150)

수업개선참여횟수 -0.103 (0.073)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2 (0.066)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16 0.011 0.007 0.007 0.007

교사 0.231 0.219 0.220 0.221 0.221

전체 0.247 0.23 0.227 0.228 0.228

 80.011* 71.382† 65.168† 61.965† 55.910

ICC 0.065 0.048 0.031 0.031 0.031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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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읍면지역 교사효능감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3.814***(0.023) 3.713***(0.061) 3.710***(0.062) 3.716*** (0.062) 3.716***(0.061)

성별(남성) -0.011 (0.038) -0.013 (0.038) -0.012 (0.038) -0.013 (0.038)

석박사여부 0.012 (0.076) 0.017 (0.071) 0.018 (0.098) 0.013 (0.069)

교직경력 0.069***(0.014) 0.068***(0.014) 0.065*** (0.016) 0.067***(0.015)

담임여부 0.126* (0.062) 0.122* (0.063) 0.126* (0.062) 0.134* (0.061)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3†(0.002) 0.003 (0.002) 0.003†(0.002)

학생이해도 0.900†(0.477) 0.902† (0.279) 0.629 (0.452)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25 (0.048) -0.042 (0.050)

2급 정교사 비율 -0.077 (0.168) 0.097 (0.166)

석박사교원비율 0.203 (0.174) 0.105 (0.201)

학교장 리더십 -0.003 (0.095)

수석교사 배치여부 -0.061 (0.201)

학교 평균소모임 0.186* (0.077)

수업개선참여횟수 0.126** (0.046)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3 (0.04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03 0.003 0.001 0.001 0.001

교사 0.278 0.263 0.263 0.263 0.260

전체 0.281 0.266 0.264 0.264 0.261

 103.884 104.431 98.102 95.485 84.813

ICC 0.02 0.01 0.004 0.004 0.004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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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대도시 수업개선참여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1.940***(0.062) 1.636***(0.122) 1.610***(0.118) 1.636***(0.124) 1.561***(0.129)

성별(남성) 0.039 (0.141) 0.058 (0.143) 0.068 (0.145) 0.067 (0.136)

석박사여부 0.260 (0.196) 0.277 (0.195) 0.257 (0.196) 0.264 (0.190)

교직경력 0.051 (0.033) 0.054†(0.033) 0.068* (0.034) 0.075* (0.033)

담임여부 0.348* (0.150) 0.363* (0.148) 0.344* (0.147) 0.359* (0.151)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10* (0.004) -0.010† (0.005) -0.003 (0.005)

학생이해도 0.710 (1.513) 0.850 (1.416) -1.321 (1.406)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10 (0.127) -0.035 (0.116)

2급 정교사 비율 -1.000 (1.293) -1.371 (1.051)

석박사교원비율 -0.991 (1.293) -1.968** (0.696)

학교장 리더십 0.012 (0.141)

수석교사 배치여부 0.416** (0.152)

학교 평균소모임 -0.066 (0.263)

수업개선참여횟수 0.800*** (0.181)

학교 평균 교사대화 0.335* (0.13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540 0.0665 0.05733 0.041 0.0001

교사 0.847 0.808 0.80709 0.812 0.800

전체 0.901 0.8745 0.86442 0.853 0.8001

 72.327* 77.237* 70.738* 62.408† 40.048

ICC 0.060 0.076 0.066 0.048 0.000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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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중소도시 교사개선참여정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1.802***(0.068) 1.844***(0.151) 1.846***(0.172) 1.837***(0.175) 1.925***(0.168)

성별(남성) -0.084 (0.106) -0.086 (0.112) -0.101 (0.116) -0.106 (0.109)

석박사여부 -0.387* (0.172) -0.390* (0.169) -0.414* (0.170) -0.424* (0.137)

교직경력 0.049 (0.041) 0.049 (0.042) 0.058 (0.042) 0.048 (0.038)

담임여부 0.010 (0.195) 0.007 (0.196) 0.012 (0.197) -0.069 (0.187)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0 (0.008) -0.005 (0.004) 0.002 (0.002)

학생이해도 -0.188 (1.227) 1.251 (1.364) 1.751* (0.839)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10 (0.093) -0.020 (0.055)

2급 정교사 비율 0.772 (0.756) 0.907** (0.294)

석박사교원비율 1.229 (0.963) 0.427 (0.403)

학교장 리더십 0.344*** (0.080)

수석교사 배치여부 0.156 (0.123)

학교 평균소모임 0.087 (0.130)

수업개선참여횟수 1.087*** (0.094)

학교 평균 교사대화 0.256*** (0.068)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126 0.134 0.144 0.137 0.0001

교사 0.758 0.749 0.749 0.752 0.702

전체 0.764 0.883 0.893 0.889 0.7021

 112.087*** 116.112*** 116.216*** 105.568*** 21.633

ICC 0.143 0.152 0.161 0.154 0.000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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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읍면지역 교사개선참여정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1.661***(0.053) 1.586***(0.095) 1.588***(0.095) 1.578***(0.094) 1.567***(0.080)

성별(남성) -0.091 (0.069) -0.093 (0.069) -0.093 (0.069) -0.096(0.065)

석박사여부 -0.003 (0.131) -0.003 (0.130) 0.023 (0.129) 0.074(0.142)

교직경력 0.078***(0.020) 0.076***(0.020) 0.072***(0.020) 0.073***(0.021)

담임여부 0.136 (0.088) 0.137 (0.088) 0.136 (0.087) 0.115(0.086)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6 (0.004) -0.005 (0.004) -0.003 (0.003)

학생이해도 0.519 (1.138) -0.042 (1.193) -0.148 (0.693)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75 (0.072) -0.080 (0.056)

2급 정교사 비율 0.163 (0.437) 0.465 (0.335)

석박사교원비율 -0.711 (0.518) -0.266 (0.384)

학교장 리더십 0.016 (0.125)

수석교사 배치여부 0.016 (0.100)

학교 평균소모임 0.287†(0.156)

수업개선참여횟수 0.954*** (0.154)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9 (0.083)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162 0.172 0.176 0.179 0.012

교사 0.602 0.580 0.579 0.577 0.573

전체 0.764 0.752 0.755 0.756 0.585

 261.403*** 272.505*** 274.078*** 269.002*** 105.222

ICC 0.212 0.229 0.233 0.237 0.021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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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대도시 교사연수시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8.942***(0.766) 12.003***(1.818) 12.212***(1.758) 12.242***(1.772) 12.011***(1.816)

성별(남성) 1.002 (1.627) 1.082 (1.629) 0.849 (1.569) 0.734 (1.544)

석박사여부 -4.427* (1.948) -4.347* (1.891) -4.138* (1.840) -3.930* (1.891)

교직경력 1.604***(0.439) 1.741***(0.393) 1.562*** (0.436) 1.505*** (0.430)

담임여부 -3.358†(1.806) -3.562* (1.813) -3.601* (1.819) -3.525†(1.849)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90 (0.059) 0.126* (0.055) 0.190** (0.058)

학생이해도 26.301 (18.666) 30.743†(17.450) 22.431 (18.285)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2.186 (1.369) -1.459 (1.440)

2급 정교사 비율 14.784 (15.504) 11.111 (16.729)

석박사교원비율 16.600†(9.038) 14.341 (9.151)

학교장 리더십 1.875 (1.980)

수석교사 배치여부 -0.404 (1.924)

학교 평균소모임 -1.747 (3.966)

수업개선참여횟수 4.970 (3.002)

학교 평균 교사대화 3.728†(2.01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8.53573 10.198 9.962 9.373 9.639

교사 112.9241 106.284 105.838 105.974 106.029

전체 121.45983 116.482 115.800 115.347 115.668

 70.281* 74.473* 70.191* 64.384* 57.399*

ICC 0.070 0.088 0.086 0.081 0.083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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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중소도시 교사연수시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7.703***(0.658) 9.907***(1.840) 9.862***(2.537) 9.953***(2.528) 9.738***(2.326)

성별(남성) -1.823 (1.173) -1.647 (1.139) -1.627 (1.173) -1.535 (1.134)

석박사여부 -1.604 (1.843) -2.420 (2.500) -2.649 (2.547) -3.361 (2.662)

교직경력 1.725***(0.391) 1.741***(0.393) 1.731*** (0.408) 1.679*** (0.407)

담임여부 -1.604 (2.509) -1.560 (2.500) -1.622 (2.491) -1.657 (2.382)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56 (0.040) 0.044 (0.047) 0.048 (0.050)

학생이해도 4.399 (11.750) 9.192 (16.038) 4.314 (16.455)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103 (0.864) 0.032 (0.891)

2급 정교사 비율 2.452 (6.139) 3.691 (5.878)

석박사교원비율 9.731 (9.037) 6.229 (8.822)

학교장 리더십 1.875 (1.980)

수석교사 배치여부 2.101 (1.982)

학교 평균소모임 1.825 (3.521)

수업개선참여횟수 0.689 (1.880)

학교 평균 교사대화 1.703 (1.16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2.190 0.169 0.184 0.275 1.281

교사 116.980 111.534 111.758 112.493 111.123

전체 119.17 111.703 111.942 112.768 112.404

 57.760 48.566 47.259 46.301 41.192

ICC 0.018 0.002 0.002 0.002 0.011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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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읍면지역 교사연수시간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8.917***(0.539) 10.170***(1.213) 10.215***(1.214) 10.230***(1.203) 10.472***(1.230)

성별(남성) -0.255 (0.848) -0.260 (0.852) -0.348 (0.856) -0.357 (0.855)

석박사여부 -1.502 (2.206) -1.463 (2.210) -1.530 (2.216) -1.336 (2.211)

교직경력 1.271***(0.270) 1.269***(0.262) 1.355*** (0.260) 1.344*** (0.260)

담임여부 -1.261 (1.290) -1.260 (1.282) -1.531 (2.217) -1.170 (1.290)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34 (0.040) -0.027 (0.040) -0.020 (0.040)

학생이해도 -5.059 (11.542) -5.092(11.316) 2.165 (12.247)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846 (0.649) -1.221† (0.718)

2급 정교사 비율 2.288 (4.264) -0.860 (4.826)

석박사교원비율 -0.275 (4.864) -1.131 (4.959)

학교장 리더십 - 1.525 (1.802)

수석교사 배치여부 -1.597 (1.415)

학교 평균소모임 -2.083 (1.713)

수업개선참여횟수 1.152 (1.431)

학교 평균 교사대화 0.454 (1.016)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5.742 5.445 5.487 5.936 6.318

교사 109.152 105.039 105.286 105.360 105.423

전체 114.894 110.484 110.773 111.296 111.741

 124.860* 121.772† 120.373† 118.528† 113.875*

ICC 0.050 0.049 0.050 0.053 0.057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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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대도시 교사 소모임 참여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0.930***(0.047) 0.878***(0.100) 0.859***(0.100) 0.830*** (0.092) 0.863***(0.098)

성별(남성) 0.204* (0.104) 0.224* (0.103) 0.236* (0.101) 0.220* (0.102)

석박사여부 0.394* (0.185) 0.415* (0.187) 0.426* (0.187) 0.403* (0.189)

교직경력 0.002 (0.038) 0.006 (0.037) 0.008 (0.037) 0.001 (0.036)

담임여부 -0.028 (0.101) -0.020 (0.106) -0.025 (0.106) -0.028 (0.114)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5†(0.003) -0.006* (0.003) -0.002 (0.004)

학생이해도 1.542 (1.029) 1.301 (0.946) 1.706†(0.988)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112 (0.087) 0.013 (0.092)

2급 정교사 비율 0.716 (0.822) 1.480†(0.868)

석박사교원비율 -1.041* (0.504) -0.311 (0.634)

학교장 리더십 -0.265* (0.129)

수석교사 배치여부 -0.197†(0.115)

학교 평균소모임 0.431 (0.276)

수업개선참여횟수 0.272† (0.160)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17 (0.127)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04 0.004 0.003 0.001 0.001

교사 0.708 0.693 0.690 0.684 0.682

전체 0.712 0.697 0.693 0.685 0.683

 47.541 49.556 45.865 39.780 33.585

ICC 0.006 0.006 0.004 0.001 0.001

†p<0.1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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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중소도시 교사 소모임참여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0.904***(0.055) 0.874***(0.129) 0.870***(0.116) 0.873*** (0.130) 0.888**(0.117)

성별(남성) 0.175†(0.093) 0.181†(0.101) 0.181†(0.094) 0.181†(0.100)

석박사여부 0.038 (0.156) 0.037 (0.158) -0.043 (0.113) -0.042 (0.114)

교직경력 0.062*(0.028) 0.063* (0.028) 0.063* (0.028) 0.059* (0.030)

담임여부 -0.031(0.118) -0.026 (0.119) -0.025 (0.125) -0.058 (0.117)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2 (0.004) 0.001(0.004) -0.001 (0.004)

학생이해도 0.803 (1.162) 1.094(1.436) 0.816 (1.524)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38†(0.101) 0.025 (0.079)

2급 정교사 비율 0.205 (0.549) 0.281 (0.524)

석박사교원비율 0.824* (0.861) 0.416†(0.679)

학교장 리더십 -0.100 (0.158)

수석교사 배치여부 0.140 (0.162)

학교 평균소모임 0.251 (0.319)

수업개선참여횟수 0.279* (0.155)

학교 평균 교사대화 0.104 (0.11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67 0.074 0.077 0.082 0.027

교사 0.620 0.607 0.607 0.609 0.608

전체 0.687 0.681 0.684 0.691 0.635

 92.637*** 96.959** 94.980*** 92.025*** 78.915***

ICC 0.098 0.109 0.113 0.119 0.111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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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읍면지역 교사 소모임참여 위계적선형모형 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교사수준<개인변수>

절편 0.860***(0.042) 0.729***(0.088) 0.728***(0.089) 0.742*** (0.083) 0.724***(0.089)

성별(남성) 0.250***(0.067) 0.248***(0.078) 0.263*** (0.081) 0.2665***(0.079)

석박사여부 -0.015 (0.145) -0.010 (0.117) -0.043 (0.113) -0.042 (0.114)

교직경력 0.055**(0.021) 0.053* (0.024) 0.036 (0.025) 0.039† (0.024)

담임여부 0.037 (0.090) 0.036 (0.096) 0.046 (0.094) 0.047 (0.095)

학교수준<근무지역특성>

총학급수 0.000 (0.004) -0.002(0.004) -0.002 (0.003)

학생이해도 0.543 (0.845) -0.933(0.933) -0.433 (0.694)

학교수준<학교제도 및 조직특성> 

학교 평균 재직경력 0.096†(0.056) 0.081 (0.065)

2급 정교사 비율 -0.479 (0.316) 0.011 (0.276)

석박사교원비율 0.787* (0.369) 0.554†(0.323)

학교장 리더십 -0.132 (0.129)

수석교사 배치여부 0.010 (0.119)

학교 평균소모임 0.715***(0.184)

수업개선참여횟수 -0.038 (0.097)

학교 평균 교사대화 -0.048 (0.092)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변량

학교 0.059 0.046 0.047 0.032 0.027

교사 0.595 0.584 0.584 0.581 0.570

전체 0.654 0.63 0.631 0.613 0.597

 157.862*** 145.356** 144.321** 125.264* 106.759

ICC 0.090 0.073 0.074 0.052 0.045

†p<0.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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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교사효능감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교사효능감 전체평균) 3.707 (0.061) 102 60.357 <0.001

교직경력 기울기

절편 0.063 (0.014) 364 4.822 <0.001

수업개선참여학교 평균 0.027 (0.029) 100 0.948 0.345

학교소모임 학교 평균 -0.014 (0.049) 100 -0.282 0.779

담임여부 기울기 0.126 (0.060) 100 2.702 0.041

교사성별(남교사) 기울기 0.007 (0.038) 364 0.170 0.865

교사 석박사여부 기울기 0.248 (0.071) 364 0.349 0.728

무선효과 변량 자유도  유의도

절편 0.007 102 103.489 0.194

교직경력 기울기 0.035 102 117.613 0.027

1수준 잔여변량 0.250

[부록 13] 읍면지역 교사효능감 상호작용 효과 

대도시 교사수업개선참여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교사수업개선참여평균) 1.473 (0.101) 52 14.556 <0.001

담임여부 기울기

절편 0.324 (0.147) 48 2.212 0.032

석박사교원비율 -1.660 (0.697) 48 -2.382 0.021

수석교사 배치여부 0.326 (0.159) 48 2.055 0.045

수업개선참여학교 평균 1.131 (0.235) 48 4.819 <0.001

교사와의 대화 학교 평균 0.381 (0.140) 48 2.728 0.009

교직경력기울기 0.064 (0.183) 210 1.437 0.152

교사성별(남교사) 0.074 (0.130) 210 0.567 0.571

교사 석박사 여부 0.253 (0.183) 210 1.437 0.152

무선효과 변량 자유도  유의도

절편 0.191 52 50.3263 0.057

담임여부 기울기 0.341 48 58.755 0.003

1수준 잔여변량 0.729

[부록 14] 대도시 교사수업개선참여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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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사 소모임참여 계수 (표준오차) 자유도 t-비율 유의도

절편(소모임참여평균) 0.865 (0.102) 52 8.503 <0.001

석박사 여부 기울기

절편 0.420 (0.182) 51 2.304 0.025

학교장리더십 -1.254 (0.632) 51 -1.983 0.053

교직경력 기울기 0.006 (0.038) 218 0.281 0.872

교사성별(남교사) 0.247 (0.109) 218 2.228 0.023

교사 담임 여부 -0.018 (0.110) 218 -0.162 0.871

무선효과 변량 자유도  유의도

절편 0.0012 52 28.593 0.330

교사 석박사 여부 기울기 0.3310 51 39.477 0.033

1수준 잔여변량 0.6450

[부록 15] 대도시 교사 소모임 참여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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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6] 학교 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1.000

② 0.106** 1.000

③ -0.204* -0.188** 1.000

④ 0.105 0.150* -0.062 1.000

⑤ 0.067 0.117 -0.112 -0.004 1.000

⑥ 0.018 0.045 -0.081 0.059* 0.002 1.000

⑦ -0.117 0.048 0.005 0.005 0.129 0.141* 1.000

⑧ 0.049 -0.062 -0.377*** -0.028 -0.120 0.044 -0.132 1.000

⑨ -0.016 0.113 -0.092 -0.065 0.011 -0.048 0.120 0.097 1.000

⑩ 0.163 0.189** -0.198** 0.085** 0.052 0.078** 0.014 -0.002 0.134 1.000

*P>0.05 **P>0.01 ***P>0.001

①총 학급수 ②학생이해도 ③2급정교사 비율 ④학교 재직 경력 ⑤수석교사 여부 ⑥학교 소모임 평균

⑦수업참여평균 횟수 ⑧석박사 교원 비율 ⑨교장리더십 평균 ⑩교사 대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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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effect of teachers’ workplace 

factors on teachers’ professionalism for less-experienced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Schools perform the role of 

learning organization that runs the consultation for instruction, class 

improvement activities, the teacher learning community to improve 

teachers’professionalism. However, as systems and teachers’ 

competency necessary for the activities to expand teachers’ 

professionalism are differently distributed, it shows that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is differently conducted according to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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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eachers’ professionalism are emphasized,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ocusing on school factors which affect teachers’ 

professionalism. However, there are the limits that the researches did 

not include the system and condition for improving teachers’ 

professionalism in the school to analyze although teachers are 

influenced by schools and regions. 

  Less-experienced teachers’ professionalism is crucial i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because it achieves the 

teachers’ adaptation to the school, the attitudes to overall learning 

professions, and the formation of teaching methods. Nevertheless,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workplace where less-experienced teachers are 

stationed are obstacles to improve teachers’ professionalism. 

Especially, it needs the empirical analysis on how teacher arrangements 

centered around the areas with poor educational conditions affects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less-experienced teachers. Therefore, this 

study mainly sets up the participation in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as the effectiveness of 

professionalism in the individual level of teachers.  

  This study utilizes the 4th data of schools and teachers, ‘The 

Analysis on Level of School Education and Its Actual Status of Korean 

Schools (2014)’ of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KEDI). The 

major analysis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workplace of less-experienced 

teachers were discriminately distributed according to their careers, 

school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formation of teachers’ professionalism ar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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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with the better working environment in the school, so it can 

validate the premise that less-experienced teachers’ professionalism is 

discriminately formed. 

  Second, i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ing variables on 

teachers’ professionalism, there are the gap of expertise fields 

between schools, and it shows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In the individual variables of teachers, the 

teaching caree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However, there were the difference in the school-level 

variables depending on the region. The school-level variable in the 

municipal areas has been the system necessary for the expertise in the 

school leve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have influenced by the 

school organizational climate, such as principal’s leadership and the 

conversation between teachers, and big cities have been reflected by 

the propensity of the areas represen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workplace.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variables. As a result, teaching in 

charge, the school averages, participating in class improvement of 

teachers’ participating activities in class development have static 

interactive effects in the cases of big cities. 

  Based on the outcomes abov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the professionalism of less-experienced teachers are proposed. First, 

the transfer system of teachers should be reached in the way that can 

guarantee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and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Second,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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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ed i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s centering around the 

areas with poor educational conditions. Third, it should enhance the 

qualification of school members, including mentors and the principal,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structors in the school. 

keyword : teachers’ professionalism, less-experienced teacher,         

          HLM(Hierachical Linear Model), teacher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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