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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에 관한 교원의 의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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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연구의 목적과 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에 이기는 것에서 나아가 지구촌의 안녕과 복지에 기여

한다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진력은 결국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교육체제는 열린교육사회(Edutopia)를 추구하는 것이며，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교육의 정보화를 통해 교육의 수

월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1995). 이 목표는

단위 학교의 질적인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단위 학교의 질적인 수준은 교사들의 전

문성에 의해 결정된다. 요컨대， 교육 개혁안이 아무리 의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일

선 학교가 호응을 하지 않고 교단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교원의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교원 평가는 보상의 자료 그리고 인사의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

문성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즉， 평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교사의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정보는

그대로 교원의 장학과 연수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형성 평가는 이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 평가는 교원에 대한 보상， 승진 제도， 그리고 장

학 및 연수와 맞물려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교원 평가에 관한 것이다. 교원 평가는 그 중요성에 비해

이제까지 너무 방치되었던 영역의 하나이다. 평가의 대상인 교원들도 교감이나 교

장 승진에 임박한 일부의 교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평가에 대해 거의 무관심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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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편이다(김종철 외， 1990; 이인효， 1992). 승진하기 위해 점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근무평정제도 자체와 평정 결과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지

식도 부족한 것 같다. 교직은 특성상 다른 직업과는 달리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평정 결과에 따라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

리고 교사들의 장학 활동이나 연수 활동에 대해서 교직사회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자질， 능력， 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교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은 이제까지와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교

원들의 직급 분화가 시도되고， 능력 및 엽적별 보상 제도가 도입되고， 장학과 연수

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교원들은 더 이상 평가의 무풍지대에 안주할 수 없게 되

었다. 교원 평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다.

교원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것에 관한 이제까지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

다. 연구의 질은 물론이고 양에 있어서도 대단히 취약하다. 그나마 선행 연구들은

교원 평가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교원 평가

자체에 대한 교원들의 태도， 반응， 사고방식을 기술하고 분석한다든지， 교직의 특성

이나 학교 조직의 특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원들의 평가관이나 의식을 분석한다

든지， 혹은 교원 평가제도와 그 운영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시

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원 평가 활동이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교직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당사자인 교원들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

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운영해야 소기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원 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사고방식， 태도， 의식의 특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것을 교원 개개인의 심리 혹은 인성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교직 그

리고 학교 조직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사

고방식， 태도 및 의식， 그리고 이에 관련된 조직적 요인에 대한 ‘이해’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교원 평가의 실제적 중요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학교조직과

교직사회 속에서의 교원들의 행동에 관한 이론 형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현실

성 있는 교원 평가 체제 및 제도 구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부차적인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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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교원이라 함은 평교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평교사의 의

미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 원감

과 교감， 원장과 교장은 물론 대학의 교수와 총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평가

에 관한 태도와 의식은 직무와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의 성격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교원은 평교사만을 제한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정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교

원과 교사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도구 : 이 연구는 교원 평가 그리고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교원들의 사고방식，

태도와 의식을 “드러내어”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선행 문헌에 대한 체

계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가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들의 실제

적인 반웅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우선 선행 문헌을 통해 교

원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 의식과 태도， 그리고 의식을

살핀 후에， 질문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에 사용

한 질문지는 선행 문헌 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질문지 초안은

5명 의 연수생들에게 실험적으로 실시한 후， 조사에 걸리는 시간， 용어， 내용 등을

수정하였다.

표집 : 이 연구 조사의 대상자는 1997년 7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등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한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한 교

사들이다. 조사 실시 일은 교양 · 교직 과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8월 13일부터 8

월 22일 중에서 8월 18일 ， 19일 ， 20일 3일간에 걸쳐 과대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담당교과별로 보면 수학 교사는 136명 중에서 116명 이 질문지 조사에 웅했고， 일

반사회 교사는 106명 중에서 71명 ， 국민윤리 교사는 96명 중에서 82명 ， 지리 교사는

56명 중에서 55명 ， 국어 교사는 129명 중에서 98명 이 참여했다. 음악과 체육 교사

들의 응답률이 저조한데， 이들은 각각 59명 과 89명 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

서 각각 19명 과 30명 만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자 중에서 9명은 담당 교과를 표시하

지 않았다. 총 응답자는 연수생 671명 중에서 480명 이 었다.

응답자 중에서 남교사는 227명 으로서 47.3%를 차지하였고， 여교사는 245명으로

서 51.0%를 차지 했다. 8명 (1.7%)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314명

(65.4%)으로서 사립학교 교사 158명(32.9%)의 두 배 정도였다. 8명(1.7%)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교사 경력별로 볼 때， 34.4%에 해당하는 165명 의 교사는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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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소유자들이고， 63.3%에 해당하는 304명 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

고 있었다. 교사 경 력 10년을 초과하는 교사들은 11명 인 2.3%에 불과했다.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77.5%이 었다.

Ill. 선행 문헌 분석

교원 평가의 결과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와 각종 교원 인사 및

보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교원 개인의 교직에 대한 만족감과 사기는

물론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평가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교원들에게조차 관심의 대상이 되

지 못한 것 같다. 국내에서의 교원 평가에 대한 저술과 연구가 미미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같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교원 평가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본격적인 저서나 연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교원 평가는 주로 교원 인사 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에서 지

엽적으로 취급되거나(서정화 외， 1981; 서정화， 1994; 김남순， 1991), 학교 경영 전

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단편적으로 취급된 경향이었다(김종철 외， 1989; 김윤

태 외 , 1991).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 한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안

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박덕규 외 1986). 그리고 교원 승진 제도의 틀 속에서 교

원 평가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대한교육연합회， 1981; 박덕규 외， 1988).

교원 평가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학위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박영숙

0992, 1983), 정소영 (989)， 최연대 (988)， 그리고 홍순억 (987) 등의 연구가 그 예

다. 그러나 이들은 교원 평가 전반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연구의 접근법 혹은 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원 평가를 연구한 이제까지

의 문헌들은 주로 교원 평가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교원 평가의 제도 혹은 그 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탐

색하는 것에 치중하였다. 교원 평가 자체 그리고 교원 평가제도가 교원들에게 어떻

게 인식되고， 왜 그렇게 인식되고， 그리고 교원 평가가 교원과 교직사회에 어떤 의

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기초적인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원 평가에 대한 외국의 저술과 연구 활동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미국에서는 10여 년 전에 교원 평가에 관한 저서， 학위논문， 그리고

연구 논문 등 2，000여 개의 문헌이 단행본 초록집 (Kames and Black , 1986)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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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된 바 있다. 그만큼 교원 평가의 문제는 교직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교원 평가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에 들어와서 크게 고

조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의 질에 대한 미국 사회 전체의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이

다. 당시 미국의 국제 경쟁력 약화가 교육의 질적 수준에 원인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것의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중의 하나

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으며， 교원 평가의 재구조화는 그 일환으

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Duke， 1995; Shinkfield

and Stufflebeam, 1995:1-41).

미국의 문 헌들은 교원 평가의 모델(예를 들면， McGreal <1983>의 상식 모델， 목

표 설정 모델， 산출 모텔， 임상장학 모벨， 그리고 예술적 모델 등)이나， 교원 평가

의 접근법을 제시한 것(Redfern， 1980; Duke and Stiggins, 1990)을 비롯해서， 근무

성적평정 단계 혹은 절차를 제시한 것 (Castetter， 1986), 그리고 교원 평가의 영역

과 기준을 다룬 것 (Tecker， 1985; Redfern, 1980)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교원 평가 혹은 교원 평가 제도에 관한 교원들의 태도와 인식

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문헌도 상당수에 달한다. 우선 교사 평가의 목표

를 교사의 성장과 교사 인사에 관한 결정으로 구분할 때， 교사들은 전자를 선호한

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Clift and others, 1989; Trochinski, 1988; Atkins,

1996; Mertler, 1997). Trochinski(988)는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부정적 혹은 중립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들에

게 동료와 같은 관계에서 도움을 주기를 교장과 상급자들에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는 평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

을 준다고 주장했다. 즉 평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부정

적인 교사들보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를 선호하는 반면에 학생과 학부모 같은 외부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 대

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규명한 연구도 있다(Atkins， 1996).

한편， 교직과 교사의 삶을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Lortie(1975)의 연구는 교

원 평가의 어려움이 가르치는 일의 불감촉성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원 평가의

어려움을 학교 조직의 느슨함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즉， 교실이 세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교사의 행동에 대한 행정가들의 관찰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

라서 교원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다(Lorti e， 1975; Weick , 1976). 이상과 같

은 문헌들은 교원 평가와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우리 나라 교원들의 태도와 의식

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 즉 학교조직의 특성과 교원

평가와의 관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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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된다.1) 현행 근무평정 제도의 내

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 2) 근무 평정의 공정성， 3) 교사 평가의 이상적인 목표

와 실제적인 목표， 4) 교사 평가의 요소와 영역， 5) 교사 평가자， 6) 교사 평가의

방식， 그리고 7) 교사 평가의 영향 등이다.

1. 근무평정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1997년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있는 교사 근무평정 제도의 내용에 대해 교

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현행 근무 평정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

(사례 수 = 48이

근무 평정 제도의 내용 알고 있었다 다
닙

。
-ο

nT

교사의 근무 평정 횟수는 매년 l회 이 다.

교사 근무 평정의 평정자는 교감이고， 확인자는 교장이다.

근무 평정의 영역(평정 사항)은 교사의 ‘자질 및 태E， ‘근무 실적’이다

근무 평정은 상대평가이며， ‘수’， ‘우’， ‘미’， ‘양의 4단계로 구분한다.

근무 평정은 남교사와 여교사를 구분해서 실시한다.

425(88.5)

411(85.6)

396(82.5)

300(62.5)

9209.2)

몰랐다

50(10.4)

64(13.3)

7906.5)

173(36.0)

380(79.2)

5( 1.0)

5( 1.0)

5( 1.0)

7( 1.5)

8( 1.7)

교사의 근무 평정이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88.5%의 교사들이 알고 있

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근무 평정자는 교감이고， 확인자는 교장이라는 것 그리고 평

정 사항은 교사의 자질 및 태도와 근무 실적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각각 85.6%와 82.5%이 었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근무 평정이 수， 우， 미， 양의 4단계 상대 평가라는 것

은 62.5%의 교사들만이 알고 있었다. 근무 평정이 남교사와 여교사를 구분해서 실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는 19.2%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사들이 근무평정제도의 기본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보다 구

체적이고 갚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무 평정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교사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교사들의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

무평정제도가 단순히 교사 인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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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시행되는 것이라면， 평정의 구체적

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

되는지를 당사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하고 관심도 부족하다면， 근무 평정이 교사들의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 평정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2. 근무 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가. 근무 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교사들이 근무 평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 중에서 22.9%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를 그리고

57.7%는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를 선택했다. “공정하다" 혹은 “대단히 공정하

다"는 반응은 6.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근무 평정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2> 근무 평정의 공정성

(사례 수 = 480)

항 목 응답자수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공정한 편이다

대단히 공정하다

모르겠다

m
ω
낌

이ι1

댄
4

구성비(%)

22.9

57.7

6.5

0.2

11.9

0.8무응답

나. 근무 평정 불공정성의 이유

근무 평정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

근무 평정이 불공정한 이유로 현재의 근무 평정 방법과 도구의 타당성 · 신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절반(49 .9%)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교원 승진 제

도가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24.0%를 차지했다(표 3 참조) . 평정 결과

의 비공개를 이유로 든 응답자는 13.7%, 그리고 평정자인 교장과 교감의 소양 및

자질 부족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2.1%이 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볼 때，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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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평정이 불공정한 것은 평정 담당자들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근무평정 방

법과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3) 근무 평정 불공정성의 이유

(사례 수 = 387)

원 인 스
|

자피B
。
)。

교장 · 교감의 소양과 자질 부족

현행 근무 평정 방법과 도구의 타당성 · 신뢰성 결여

평정 결과의 비공개

경력을 중시하는 교원 승진 제도

기타

47

193

53

93

구성비(%)

12.1

49.9

13.7

24.0

0.3

3. 교사 평가의 이상적인 목표와 실제적인 목표

교사들이 이상적인 평가의 목표를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는 어떤 목적으

로 교사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교사 평가의 바람직한 목표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응답의 42.9%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교사의 취약점

과 애로 사항을 진단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28.2%)는 반응이 높았고， 교사

평가의 목표는 인사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

(22.9%) 이 뒤를 이었다. 유능한 교사와 무능한 교사를 판별하고， 교사의 행동을

통제하며， 교장·교감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분

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설제로는 교사 평가가 교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

고(41.6%)， 교장과 교감의 지 위 와 위상을 강화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 어 왔으

며 (31 . 0%)， 인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교사들은 생

각하고 있다(16.7%) . 교사 평가가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인 “교

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이라든지， “교사의 취약점이나 애로사

항의 진단”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었다(각각 0.9%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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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사 평가의 목표

E!. -.Q.. t:l
끼- τ， '8 9( 0.9)

(사례 수 = 480)

실제적인 목표

3( 0.3)

9( 0.9)

160(16.7)

85( 8.9)

399(41.6)

298(31.0)

6( 0.6)

표모
「

바람직한 목표

교사의 취약점 · 애로 사항 진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인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 수집

유무능 교사의 판별

교사의 행동 통제

교장 · 교감의 지위와 위상 강화

271 (28.2)

412(42.9)

220(22.9)

43( 4.5)

5( 0.5)

주 1. 가장 바람직한 (혹은 실제적인) 목표 두 가지를 고르게 했음

2. 괄호 안은 백분율 (해당 목표에 대한 응답 수/전체 응답 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 평가의

이상과 현실간에는 대단히 커다란 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추구하는 목표와 기

능에 따라，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로 구분되는데， 응답자들의 반응에 의하면，

교사 평가는 진단 평가와 형성 평가의 성격을 띤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는 총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평가는 그것이 진단 평가든， 형

성 평가든， 아니면 총괄 평가든지 간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의 자료와 각종 인사의 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평

가자인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자신들의 지위와 위상을

교사들에게 확인시키고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평가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평가의 영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사 평가가 염격하게 실시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교사에 대한 교장과 교갑의 통제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

는 교사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을 차지하였다.

4. 교사 평가의 요소와 영역

가. 가장 중시해야 할 교사 평가의 요소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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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6.0%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선택했다(표 5 참조). 다음으로는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 (9 .6%)，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됨됨이 " (9.4%)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선택되었다. “실적과 업적”은 4.2%의 응답자만이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이러한 교사 평가의 요소를 자질， 태도， 인성 등과 같은 언간적인 특성과 지식，

능력， 업적과 같은 전문적 특성으로 구분하면， 85.4%의 응답자들이 인간적인 특성

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13.8%만이 전문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종재 외， 1981; 배

천웅 외， 1986; 최상근， 1989; 이윤식 외， 1994; 황정규 외， 1995).

10 師

중시해야 할 교사 평가의 요소〈표 5>
(사례 수 = 480)

구성비(%)

경력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

실적과엽적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인간으로서의 성칠과 됨됨이

기타

(n

β

2

D

4

2

09

4

깨

9

0

응답자수

3

46

20

365

45

1

평가요소

교원들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최상근， 1989; 김민희，

1994). 전문직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체계라면， 이것의 구비 여

부는 전문직으로서의 실적과 엽적을 쌓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신의 평가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설적과 엽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상대

적으로 크게 중시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 평가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시사해 준다. 첫째，

교사 평가에서 실적과 업적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면 할수록，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엽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평가에서 경력을 중시하는 것도， 교사들의 거부 반응을 조장할 수 있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 중에서 “경력”을 교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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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0.6%에 불과했다. 현행 교원평가체제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 경력 점수라는 것을 감안하면(근무성적 평정 80점 ， 연수성적 평정 30점 ， 가산점 평

정 15.75점 등 215.75점 중에서 90점 ) ， 교사들이 현행 평가체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 유추하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이다.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근무 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니， 그러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교사 평가 체제를 만드는데 있어 교사들의 생각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평가의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자질과

태도와 같은 인성적 특정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의 실제적인 과정과

절차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엽적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 교사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교사들

의 자질과 태도의 비중을 높이는 평가체제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난점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넷째，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는 한번 형성되면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

는다. 그렇다면， 굳이 교사 평가를 매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의

자질과 태도의 변화에 활용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변화에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적 과정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다섯째，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는 직접적으로 엽적 및 실적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질과 태도는 교사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교육의 여건에 따라 엽적과 실적으

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자질과 태도를 가

지고 있는 교사지만， 노력을 게을리 한다든지， 교육의 여건이 열악해서， 높은 실적과

엽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질과 태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평가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컨대， 교사 평가에서 능력과 엽적도 중요하지 않고， 경력은 더욱 더 중요하지 않

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인간성과 됨됨이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이다. 한편， 평가의 제도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

의 인성적 특성보다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이것보다

는 경력을 평가하는 것이 쉬운 것이 평가의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생각은 정반

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교사 평가 제도의 구안

그리고 실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사 평가의 영역

교사들의 직무 영역 중 교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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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사들은 “교과지도”를 가

장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학급경영 • 생활지도”를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 관계”와 “교육 연구” 영역은 각각 3위와 4위 를 차지했

으나， 1· 2위 영역에 비해서는 중요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무

분장 업무”， “특별활동지도”라든지 “학부모 · 지역사회 관계”는 교사에 대한 평가의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관심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교실”

에서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담당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

치는 일 그리고 담임을 맡은 학급의 경영과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가장 중요한 직

무로 생각하고 있으며，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직무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라든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 교육 및 경영에 대한 참

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응답

자들의 교직 경력이 대부분 10년 이하의 젊은 교사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학부

모와 지역사회 관계의 관리라든지 교무 분장 업무 등의 영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교사들의 관심을 교실 밖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

는 여건이 교사들 사이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표 6>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사 평가의 영역

(사례 수 = 480)

어
U 역

1순위 2순위

응답자 수(%) 응답자 수(%)

3순위

응답자 수(%)
종합

교과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경영·생활지도

교무 분장 업무

인간관계

교육연구

학부모·지역사회 관계

무응답

266(55.4)

2( 0.4)

159(33.1)

5( 1.0)

26( 5.4)

19( 4.0)

3( 0.6)

138(28.8)

11( 2.3)

234(48.8)

18( 3.8)

40이( 8.3

30이( 6.3)

3( 0.6)

6( 1.3)

45( 9.4)

28( 5.8)

59(12.3)

89(18.5)

133(27.7)

108(22.5)

12( 2.5)

6( 1.3)

1,119

56

1,004

140

291

225

18

27

주 : 종합란의 수치 = (1순위 응답자 수) X3 + (2순위 응답자 수) X2 + 3순위 응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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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분장 업무 영역을 중요시하지 않는 현상은 교실 밖의 업무에 대한 무관심

혹은 가르치는 일 이외의 학교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았다. 아

니면， 교무 분장 업무를 잘 처리하는 교사를 학교경영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선호하

는 경향성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교사들이 소중하

게 여기는 학급의 경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교의 경계가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열려진 학급이나 학교의 경우

에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특별활동지도 영역의 중요성이 아주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특별활동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특별활동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마도 후자의 이유가 보다 강하겠지만， 어떻든， 이것

역시 교사들의 관심 사항이 자기가 맡은 과목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학급에 고정되

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5. 교사 평가자

가. 교사 평가자에 대한 선호도

교사 개인의 근무 성적에 대한 평가자로 누구를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

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동료 교사가 856점을 얻어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커다란 점수의 격차를 보이면서， 주임교사 (554점 ) ，

교사 자신 (473점 ) ， 교감 (401점 ) ， 학생 (392점 )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장은 107점

을 얻음으로써 학교조직 구성원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교장보다 학생들이 교사

평가에 더 적합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는 흥미롭다.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

를 얻은 집단은 장학사 (6점 ) ， 학부모 (24점 ) ， 외부 전문가 (29점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교사들이 학교 외부의 집단들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을 가

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장학사와 외부의 평가 전문가는 교사 평가에 관한 전

문성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집단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들을

적임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평가에 관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교

사들의 교수 행위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교사에 관한 평가의 과정에 이들

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

부모들을 자신들에 대한 평가의 적임자로 보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교사들은 교실

그리고 나아가서 학교는 외부자들에 대해 보호되고， 그 경계가 지켜져야 할 공간으

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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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호하는 근무성 적 평가자

(사례 수 = 480)

평정자
1순위 2순위 3순위

드。ε ~
응답자 수(%) 응답자 수(%) 응답자 수(%)

교장 l3( 2.7) 15( 3.1) 38( 7.9) 107

교감 58(12.1) 56(11.7) 115(24.0) 401

주임교사 67(14.0) 139(29.0) 75(15.6) 닮4

동료교사 179(37.3) 134(27.9) 51(10.6) 856

교사자신 103(21.5) 4I( 8.5) 82(17.1) 473

학생 44( 9.2) 82(17.1) 96(20.0) 392

학끼1T!- 5디- 3( 0.6) 2( 0.4) I I( 2.3) 24

장학사 2( 0.4) 2( 0.4) 6

외부 전문가 9( 1.9) 1( 0.2) 29

무응답 4( 0.8) 8( 1.7) 10( 2.1) 38

주 : 종합란의 수치 =:(1순위 응답자 수) X3 + (2순위 응답자 수) X2 + 3순위 응답자 수

조사 결과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현 제도하에서의 교사 평가 담당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사에 대한 평가자로

서의 교장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은 교장과 교감이 이제까지 수

행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교장과 교감이， 교

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인 교실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존재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생태적 여건을 고려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교장과 교감은 교사의 상급자로서 위계적 권위를 행사

하는 지위에 있어， 교사들이 교장 · 교감의 평가에 대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

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담당 교과에 대한 교육의 전문가

들이기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결과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불리적인 거리감， 심리적 부담감，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 혹은 교장

과 교감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의 요소는 교사들이 평가의 적임자로 선호하는 집단

들이 동료 교사， 주임 교사，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들

은 교사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심리적으로 편안한， 그리

고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들이다.



교원 평가에 관한 교원의 의식 연구 15

나. 동료 교사와 상급자 평가 참여에 대한 태도와 이유

동료 평가와 상급자의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적인 질

문을 했다. 즉， 응답자에게 동료 교사의 평가자로 위촉을 받을 경우， 수락할 것인지

의 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같은 방식으

로 교장의 평가자로 위촉받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했다.

1) 동료 평가 과정의 참여 수락 여부

동료에 대한 평가의 경 우， 응답자의 57.9%는 수락하겠다고 했고， 41.0%는 거 절

하겠다고 했다(표 8 참조).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겠다는 교사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평가의 적임자로 동

료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

으로 생각된다.

〈표 8> 동료 교사 평가자로서의 참여 희망 여부

수락 여부 A.d- τII ζ二
。 닝 /‘'I I

(사례 수 = 480)

구성비(%)

수락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A.d
Tτr 업

%m

5

57.9

41.0

1.0

그러나 동료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들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

다. 이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같은 교사끼리 평가를 한다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표 9 참조) .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

는 교사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32.5% ) . 그 다음으로는 평가에 관

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20.3%) . 평가 후에 인

간관계가 나빠질 것이 걱정되어서라든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동료 교사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예상과는 다르게 극히

작은 비율이 었다(각각 3.0%, 1.0%). 동료 교사의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집단은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사 평가 자체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교사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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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동료 평가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이유

(사례 수 = 197)

이
。

lT 응답자 수 구성비(%)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같은 교사끼리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평가 후의 인간관계가 걱정스러워서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교사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반대하므로

기타

때

m∞
6

2

없
2

314

D

D

5

o

m
ω

￡

3

1

잃

1

2) 상급자(교장) 평가 과정에 대한 참여 수락 여부

교장의 평가자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

이 70.8%이 었고， 거절하겠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28.5%이 었다(표 10 참조). 참

여하겠다는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장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

고 웅답한 교사들은 교장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46.7%)을 위

시해서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21.2%)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표 11 참조). 교장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16.1%이 었

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응

답자는 12.4%이 었다.

이러한 반응으로 볼 때， 교사들은 교장의 격할과 직무 그리고 평가에 관한 지식

을 갖추면， 교장 평가에 거의 모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 교사

평가의 경우， 불참의 이유로 제시된 것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보다는

교사 평가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문제였다. 그러나 교장 평가의 경우는 후자

〈표 10> 교장 평가자로서의 참여 희망 여부

수락 여부 응답자수

(사례 수 = 480)

구성비(%)

수락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340

137

3

70.8

28.5

0.6짧
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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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장 평가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이유

(사례 수 = 137)

이 유 응답자수 구성비(%)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교장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하급자의 상급자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교장에 대한 평가 자체를 반대하므로

기타 및 무응답

%”%

η
U
껑
5

2j

4

J

?n

aX%

”μrm

3

보다는 오히려 전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면， 동료 교사들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니 참여가 부담스럽고， 교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만 갖

추면 참여하겠다는 흥미로운 태도가 교사들 사이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6. 교사 평가의 방식

가. 평가자를 기준으로 한 평가 방식

평가자를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분류하면，1) 자기 평가， 2) 1 인의 평가자에 의

한 평가， 그리고 3) 2인 이상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 중에서 교사들이 어느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표 12 참조)， 2언 이상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를 대다수의 교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5.2%) ， 다음으로는 23.3%의 응답자가 자기 평가를 선택 했다. 1

인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를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교사는 0.4%에 불

과했다.

〈표 12) 선호하는 평가 방식 (평가자 기준)

(사례 수 = 480)

평가 방식 응답자 수 구성비(%)

자기 평가

1인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교장， 교감， 혹은 누구이든 간에)

2인 이상 평가자에 의한 평가

다
H쁨

34

2·D

잃

O

검

1

m2

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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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한 평가 방식

교사 평가 방식을 평가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크게 1)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2) 교과별 혹은 담임 학년별 집단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에

응한 교사의 61.5%는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선호했고， 34.0%는 집단별 평가

를 선호했다. 무응답자는 4.6%(22명 )이 었다.

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

근무 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방식 중에서 교사들이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표 13 참조) ,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모든 교사에

게 공개하되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었다(44 .8%) . 다음으로는 전 교사의 평정

결과를 전체 교사에게 공개하는 방식 (24 .8%)， 그리고 원하는 교사에게만 공개하는

방식 (20.2%)으로 나타났다. 비공개를 선호하는 교사는 41명으로서 응답자의 8.5%

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사들은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공개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가

장 선호하지만， 전 교사의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교사들이 24.8%나

된다는 것은 평가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에 대

한 평가의 내용을 교사들이 알아야 자기 발전의 목표를 설정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평

가 결과의 공개는 불공정한 평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선

호하는 것 같다.

〈표 13> 선호하는 평가 결과 공개 방식

공 개 방 식 응답자수

빼


---%
수
-
비
-
년
。

써
-
구

비공개

원하는 교사에게만 공개

모든 교사에게 개별 공개

전교사의 결과를 전체 공개

무응답

41

97

215

119

8

8.5

20.2

44.8

24.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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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사 평가의 영향

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교직사회와 교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교사의 반

응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교사들간

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동시에 교사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면， 교사들이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고， 심리적인 부담

이 늘어나고， 근무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 평가는

교장과 교감의 교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응답자들은 전망했다.

둘째， 교사 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학엽 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보통” 정도라

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하고(53.8%)， “높다”나 “매우 높다”는 반응도 28.5%이었다. 이

들을 합산하면， 응답자의 82.3%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교사들의 실력 향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응답자의 51.1%는 교사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실력이 향상될 가능

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가능성을 보통으로 보는 응답자가 35.2%인 것을 감안하면， 교

사 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이 대다수

언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교사 평가는 교사의 실력 향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교사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렇게 되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감도 높아지고， 교사의 권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응답자들의 반응에 의하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만， 교사의 권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높게 생

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넷째， 응답자들의 반응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교사 평가가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

라는 것이다. 즉 응답자들의 58.4%가 그 가능성을 낮거나 매우 낮다고 표시했다.

26.0%는 보통으로， 13.4%는 높거나 매우 높다고 표시했다.

교사들은， 교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사의 실력이 향상되고， 학생의 학

업성취도도 올라가고，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와 교사의 권위에도 긍정적

인 영향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교직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실제적인

근무부담은 물론， 심리적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교사 평

가가 교직사회와 교사들에게 가져올 변화로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면， 교사들은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것을 걱정하는 경향

성이 있는 것 같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부담스러운 것인데，

좋은 것보다는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입장인 것 같다.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확인된 교사 평가에 관한 교사의 태도와 의식의 주요 특정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 사이에는 교사 평가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

와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둘째 교사들은 교사 평가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교사들의 의식은 교실이라는 경계 안에 갇혀 있으며， 따라서 이들

은 평가에 대해 개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인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교사들

의 교사 평가에 관한 의식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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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의식

교사들은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기본적이고 피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인지도가 떨어진다. 구체적이고 깊

은 내용은 교사 평가의 영역， 기준， 절차， 배점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에 대해 교사

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교사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이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현행 근무평정제도에 대해 신뢰감이 높지 않다. 즉， 근무 평정

제도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무평정제도의 타당

성은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근무평정의 목표와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제도인

가의 문제이고， 공정성은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가의 문

제이다.

교사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은 교사 평가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취약

점과 애로 사항 진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사의 행동

을 통제하고 교장과 교감의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근무 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근무평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근무평정의 방

법과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승진 제도가 능력과 업적보다는 경력

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 교사들이 현행 교사 평가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중

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교사 평가제도가 교사들의 교직 생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관심을 가진다 해도， 평가 과

정과 결과가 교사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인효의 연구( 1992 : 87)에 의 하면， 교사들은 교직 경 력 이 많아짐 에 따

라 승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고 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경력 10년

이하의 비교적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승진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평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승진이 능력보다는

경력 위주로 이루어지고， 교사 평가가 타당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교사들이

판단한다면， 그러한 평가에 교사들이 무관섬해지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의식은 단순히 현행 평가 제도에 대한 이들

의 인식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평가제도와는 무관하게 학교의

조직적 특정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서도 그 특정이 드러난다. 즉， 교사들의 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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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교사들은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24.6%

에 불과하다. 교사의 능력을 점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교사들은 6.8%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사들의 73.3%는 학교사회는 본질적으로 성과급을 실시하는 것

이 어려운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교사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학교 조직에 관한 인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

적인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은 첫째는 현행 근무평정제

도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교사들의 업적

과 실적에 대한 평가， 능력의 점수화， 그리고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2. 교샤 평가때 대한 이중적안 인식， EH도와 의식

교사들은 교사 평가에 관해서 이중적인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1)

교직관과 교사 평가의 요소에 대한 견해， 2) 교사 평가의 영향에 대한 인식， 3) 교

직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4) 동료 교사 평가와 교장 평가에 대한 태도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우선， 교사들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사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직의 핵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것

에 기반을 둔 실적과 엽적 등의 요소들을 강조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가

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로서 교사들의 대다수가 자질과 태도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됨됨이라는 인성적 특성을 선택했다.

교사들은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할 경우，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즉， 교사의 섣력이 향상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올

라가고，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사

평가가 교직 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들의 근무 부담과 섬리적인

부담을 늘어나게 하고， 따라서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들은 자신들간에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에 있어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

며， 교사들간에도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평가의 필요

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점수화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 교직 사

회에 성과급을 도임하는 것은 어렵다고 교사들은 생각한다. 교사들 사이에 지식，

기술， 능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교사 개개인에게 있어 독특한 것이요，

더욱이 가르치는 일은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리고

양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교사들간에도 경쟁이란 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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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사 평가가 엄격하게 시행되면， 교사들간에 경쟁적인 분위기

가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교사들의 심

리적 · 실제적 근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한편， 교사들은 교장이 자신들의 평가자가 되는 것은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교장

의 평가자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70%가 넘는 교사들이 참여하겠다고 한

다. 교장 직무와 역할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거나，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교사들까지 합하면， 90%가 넘는 교사들이 교장 평가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교사 평가와 관련한， 교장과 교사와의 관계를 반영한 것

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까지 교장 · 교감의 지위와 위상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교사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경향

이 강하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대다

수의 교사들은 교장 · 교감의 교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

이 자신들의 평가자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교장의 평가자로 참

여하겠다는 것은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 혹은 통제 권한에 대응할 만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3. 교사 평가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와 의식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

부감을 가지고 있다. 장학사， 학부모， 외부의 평가 전문가 등이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다. 장학사와 외부의 평가 전문가는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교사들의 직무 수행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 평가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교사

들의 직무 수행 능력과 활동의 질에 대한 수혜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교사의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

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평정자로 참여하는 것 역시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교사틀이 학교의 구성원 중에서 자신들의 평가자로 가장 커다란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은 교장이다. 교장은 단위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교사들의 직

무 수행 능력과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도， 교장은 “교실”이라는 교사들의 공간

밖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교사들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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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사들이 자신들에 대

한 평가자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동료 교사이고， 다음으로는 주임 교사와 자기

자신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모두 같은 교사의 직급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경계

혹은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교실

이라는 경계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사들은 교사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으로서 대다수가 교

과지도와 학급경영 · 생활지도를 선택했다. 이것은 교사들의 관심 사항이 자기가 맡

은 과목과 자기 담임 학급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관리라든지 교무 분장 업무， 교육연구 등과 같이 교실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성향을 반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외부의 인사들이 교사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부터 교사들이 학교의 경계가 유지되고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 있고， 교

장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교실의 경계가 유지되고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 영역 중에서 교과지도와 학급 경영 및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태도로부터 교사들에게 교실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요컨대， 교

사들의 의식은 교실이라는 경계 안에 닫혀져 있고， 따라서 평가에 관한 의식도 개

방적이기보다는 폐쇄적이라 할 수 있고， 확산적이기보다는 축소 지향적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평가의 행위는 교사의 근무 수행 활동과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 외부의 인사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다음으로는 교실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교장의 경우는 교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교실의 경계 안으

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교의 외부인들이 자신들을 평가하고， 교실

밖의 상급자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교와 교실의

경계를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사의 평가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과 직무 뿐만이 아니라， 교

실 밖에서의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교 밖에서의 역할까지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교실 안에서의 역할을 크게 중시하는

교사들의 의식과는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평가의 방향과 제도에 대해 교사들

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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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평가에 관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의식

본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로서의 자질

과 태도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실적과 엽적이라든지 교육에 관

한 지식과 기술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소수에 불과했

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중시하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됨됨이”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그것의 구비 여

부가 교육의 성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은 곧 교육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이고，

“엽적과 실적”은 교사의 교수 활동의 결과 그 자체이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아무리 잘 갖추었고， 인간으로서의 성질과

됨됨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즉，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

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여건이 미흡하여， 그것들이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육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라든지 업적과 실적은 직접적인 교수 행동과 그것의

결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질과 태도를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는 우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즉，

교사들은 교사의 능력을 점수화하는 것의 가능성 그리고 교사의 엽적과 실적에 대

한 평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상당수는 가르치는 일을 과학적으

로 보기보다는 예술적인 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학교사회에서는 본질적으

로 성과급의 실시가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교사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업적과 실적의 평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교사들에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과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

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흘륭한 교사의 요건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교사의 요건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사랑이라

든지， 사명감， 천직 의식 등이다. 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라든지 수업 지도 능력

은 이것에 비해 선호도가 낮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홀륭한 선생님은 지식

과 기술을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보다는 학생을 사랑하고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인생관의 확립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으로 기술된다. 이러한 교사들을 평가함에 있

어 그 업적과 실적을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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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교사가 교사로서 얼마나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사랑하고， 감화

를 주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사들이 교사의 과엽 수행 능력과 엽적을 중시하

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간적， 인성적 특질을 중시하는 평가관을 가지게 된 이유

에 대해서는 보다 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평가관은 교직사회가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요즈음 우리의 교직사회는 사회 전반의 변화 분

위기에 편승해서 경쟁 원리의 도입，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과 인사， 책무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를 구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에 대한 평가의 강

화， 능력급제의 도입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학부모의 담임 교사 선택제까지 실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성적 특질 중심의 평가관은 고려해서도 문제이고， 고

려하지 않아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교사들의 평가가 성공하려면， 당사자인 교

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평가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의견， 정서， 문

화 등을 고려해서 평가체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 교사로

서 이룩한 실적과 엽적은，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보

다는 객관적으로 평정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교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서 자질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것을 존중한다면， 엽적과 실적에 초점

을 두어 만드는 것보다 평가의 구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성적 특질에 대한 평가보다는 엽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평가 체제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

으로 평가체제를 만들면， 이것은 교사들의 정서， 성향， 문화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

에， 교사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평가체제는 성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업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해

서는 안되고， 인성적 특질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어떻든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직사회에 교원들간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인사 상의

혜택을 차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새로운 평가체제의 구안과 실시에 앞서， 평

가에 관한 교사들의 정서， 성향， 그리고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어떻든，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가장 중시

해야 한다는 교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실적과 엽적은 극소수의 교사들에 불과

하다는 것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관과 평가관이 교사 사회 개혁의 정책 방

향과 방안 동과는 상당한 정도 거리감이 있는 다분히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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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VI. 요약 및 결론

교사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평

가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에 대한 무관심 혹은

낮은 관심은 평가가 교사들의 직무와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근무평정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교사의 직무 수행 행동에 대한 진단

과 이의 개선을 위한 처방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평가가 교사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교장 • 교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가 강화되면 될수록， 교장과 교감의 교사에 대한 통제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은 평가가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취약점이

나 애로 사항을 진단하고， 그리고 인사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칩을 위해 실시되

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평가에서는 실적， 엽적， 혹은 경력 보다 자질과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담당 교과의 지도와 학급 경영 및 생활 지도 영역

에 평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학부모， 혹은

심지어는 교장과 교감이 평가하기보다는 동료교사나 주임교사가 평가하는 것을 원

하고， 한 사람에 의한 평가보다는 복수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를 기대하고， 평가 결

과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공개든， 아니면 전체적인 공개든， 공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평가의 현실은 이러한 교사들의 의식과 거리가

있다. 즉， 교사 평가는 교사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장과 교감의 지위와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불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사 평가

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경력이고， 최근에 와서는 실적과 엽적을 강조하는 분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평가가 교과 지도 능력보다는 교무 분장 업무

수행 능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

교사나 주임 교사가 평가하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교감과 교장에 의해 평가

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학부모들에 의한 평가 방식도 교직사회 일각에서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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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교사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교사들이 원함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인

식과 평가제도의 실제를 볼 때，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교사들이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제 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 실제와의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은

평가의 실제가 어떻든지간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일 자체를 부

정적으로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

해서도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 평가의 실제에 대해서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교사의

능력을 점수화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언 입

장이 강하다. 교사들간에도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가 뚜렷하고， 각자 독

특한 수업방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평가체제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려고 노력하더라도" 교사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현행 평가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대한 평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고 해서， 교사들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요즈음 한국의 교직 사회에

서도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조직을 활성화하

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수립에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가 교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

를 보상과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각자가 전문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이 있지만， 동시에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에 의해 혹은 학교

재단에 의해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과 엽적 그리고 실적에 대해

고용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자신들의 고객

이라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교육 서비스의 질에 있어 책임져야 할 위

치에 있다. 교사들의 고용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의 고객들이 교사의 직무 수행 행동

에 대해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학교재단，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의 직접 담당자인 교사

들의 태도와 의식을 무시하고， 평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가르치는 일

의 특성 그리고 교사들의 정서， 의식，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이들의 직무 수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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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선，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는 현행 교사평가제도를 개선해서 제

기능을 되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임으로

써 교사들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

육행정가， 교육전문직， 그리고 교장， 교감이 가지고 있는 교사 평가 관련 의식과 태

도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

상과 공정한 인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에 목표가 있는 것이지， 교사들의 행동

에 대한 통제나 상급자들의 지위 강화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

다.

둘째， 교사 평가가 제 기능을 회복해서 교사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으려면， 두 가

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와 의식을 최대한으로 반

영하는 평가체제를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현행 평가제도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교사들의 의식 자체에도 이중성이 존재하고， 그들의 의식에

맞도록 평가제도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들의 의식에 맞도

록 만든 평가제도는 교사들의 고용주나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후자는 교사 평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될 것으로 보는， 교사들의 의식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다. 이러한 평가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평가를 실시하면，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평가자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는 평가 자체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물론， 교사들도 자신들간

에 경쟁은 피할 수 없고， 평가 역시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

나 인간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경쟁과 평가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해서

교사들에게 어설픈 제도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관， 교직관， 그리고 학

교관 동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에 대한 태도와 의식은 좁게는 교실， 조금 넓게

보면 학교라고 하는 경계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태도와 의식은 교사 개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조직

생태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사는 자기 담당 과목

을， 일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교실이라는 환경 속에서， 주로 교사 개인

만의 책임 아래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교실의

경계 안에서 형성되고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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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평가는 교실이라는 경계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이 보통이다. 교사들의 행동과 의식의 지향이 교실에 갇혀 있을 경우， 교실 밖의

사람들 즉， 교장과 교감을 위시해서 학부모라든지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장학담당자

혹은 대학의 평가 전문 교수 등이 자신의 경계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리가 없다. 교사들로 하여금

평가에 대해 수용적이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을 교실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넓은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할 것이다. 팀 티칭 (team teaching) , 열린교육， 동료 장학， 선배교사 지도제

(mentor system) , 학부모 보조 교사제 등은 이런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

적 방안의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자신들의 역할 역시 교실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정적으로 생각하

는 경향이 있다. 평가에서 중시해야 할 영역으로서 교과 지도와 학급경영 및 생활

지도를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사들은 학교의 교

무 분장 업무，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 교육 연구， 인간 관계 등의 영역은 소홀하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의 도입과 함께 점차 교사들의 학

교 운영 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교사들의 권한과 책임의 영역

을 늘리려는 것이 요즈음의 교육 개혁의 추세다.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자신들

의 역할을 자기가 맡은 교과목과 자기 담당 학생들의 교육으로만 제한하는 교사들

의 의식이 함께 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들은 평가에 대해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평가가 교

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는 교사의 실력， 신뢰감， 권위의 향상，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말

하고， 부정적인 변화는 교직사회에 경쟁적인 분위기 조성， 교사들의 가시적인 성과

에 대한 집착， 교사의 근무부담 증가， 사기 저하 등을 말한다. 교사들은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한편으로 보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학생의 실력이 높아진다면， 그러한 평가를 미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교사들의 근무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사

기가 올라야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긍

정적인 변화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타당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신뢰롭

게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교육 및 근무 여건이 아니라

보다 개선된 여건 속에서 교사들이 근무하는 것을 가정할 때 예상되는 변화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의 그러한 이중적인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중적인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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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걱정하는 부정적인 변화에 우선적으로 착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에 조성될 경쟁적인 분위기，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집착， 그리고 늘어날 근무부담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완화시키지 않고서는 평가

에 대한 교사들의 협조와 참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평가 당사자들이 수용하

지 않는 제도는 그것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훌륭하고 크다고 하더라도， 제대

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평가에 관한 교사들의 사고방식， 태도， 의식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

구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인천과 경기 지역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교사 전체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

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이중적인， 그리고 폐쇄적인 인식， 태도，

의식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인구 통계적 배경(특히 성별，

교직 경 력 별)과 근무 학교의 특성 (특히 설 립 별， 학교규모별)에 따흔 변화의 양상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들의 평가에 대한 의식을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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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Teacher Evaluation

Jin , Dong-Seop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paper explored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their evaluation. 480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Kyonggi

and Inchon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ranged in teaching

experience from 3 to 10 years.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used

to elicit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ity of teachers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s well as evaluation of teachers itself.

2) Teachers had dual attitudes towards their evaluation. While teachers

considered teaching profession as a profession, they tended to give higher

priorities to non-professional criteria to be used in evaluation. Teachers

expected that well-designed evaluation system coul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However, they tended to show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reform of evaluation. They worried about its'

negative effects on their morale and working conditions.

3) Since teachers' consciousness were confined within the boundary of

classroom, they are likely to have closed attitudes toward evaluation. Teachers

showed strong negative responses to evaluation by those outside the teaching

profession such as district supervisors, college professors, parents and even

principals. Of various roles of teachers, they had a tendency to put greater

emphasis on the roles which were usually been performed within the classroom

such as teaching of their own subjects and classroom management. Most

teachers were against using their out-of-classroom abilities and achievements



교원 평가에 관한 교원의 의식 연구 35

to evaluate them.

4) Teachers' attitudes were not likely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which

teacher evaluation confronted and respond to the policy measures which had

been taken by the policy makers on behalf of the parents and tax payers.

These could be described as idealistic and theoretical rather than realistic.

5) Teachers'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 evaluation have some of their

roots in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and school organization. Since teaching

is multi-faceted activities dealing with human-being, it is very difficult to

objectively measure teacher’s ability and contribution to it. Teachers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to work independently in their

self-contained classrooms. This working condition might be related to teachers'

closed attitudes to evaluation.

6) Although teachers have negative attitudes to evaluation and are reluctant

to take part in evaluation process, evaluation cannot be avoided. That is

because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lie at the heart of reform

movement of teacher evaluation. Understanding of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is essential to restructuring of teacher evalu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