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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체육 및 교육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의하고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체육과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델파이 기법을 사용

하였다.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체육행정가, 체육전문가 등의 전문가들이 중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수업

실연평가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의 방향을 예측하였다. 3차례에 걸쳐 반복된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가 

연구되고 공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둘째,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셋째,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

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넷째, 교생실습이나 인턴 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주요어 : 임용시험제도, 수업실연평가, 교육행정가, 교육 문가, 체육행정가, 체육 문가

Ⅰ. 서론

체육교육의 주체는 체육교사이며, 체육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한 요소이다. 우수한 체

육교사를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유능한 체육교사를 학교 장에 선발․배치하는 과제는 교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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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요한 부분이다(홍석호, 2008). 따라서 체육교사는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

도록 의도 인 교육활동에 효율 인 사람이어야 하며, 이러한 효율성을 갖추기 해 필요한 자

질과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 지식과 교과 지식, 인성과 수업능력이다(박 숙, 

2002).  

교원 임용시험은 교사로서의 합한 자질과 능력이 풍부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기본

인 과제로 집약될 수 있는데 그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한 논의와 실

천은 꾸 히 개되어 왔으나, 실 으로 질 높은 교사의 선발과 그에 따른 교사교육의 질  

변화를 추구하기 한 노력에 극 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교원의 질을 확보하기 해서는 우수한 교원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요하지

만, 우수한 교원 후보자를 변별해 낼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

다. 교원임용시험이 교사로서의 합한 자질, 능력이 풍부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할 때, 신규교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채용할 것인가에 한 신규교사 임용시험제도가 가지는 여

러 기능에 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김용숙, 노종희, 김희 , 송경헌, 1994; 김미 , 

2006).

임용시험 실시 이후 정체되었던 등교원양성과 임용체제에 해 90년  반 교육개 원

회의 교육개 안과 함께 많은 학자들의 문제제기가 나오게 되고, 이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 교육개 에 한 시  요청과 사회변화의 흐름으로 교원정책의 개 이 요구되

었고, 그 과정에서 교원임용시험제도에 한 비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의 큰 문제 으로는 짧은 기간에 국 으로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교직 성과 수업 실기 능력 평가를 충실히 기하기 어렵다는 을 든다(엄기형, 2004; 이인제, 

2004). 그리고 보다 세부 으로는 시험 공고 시기의 부 성, 지필 고사의 비  과다 등과 같

이 제도 인 차원의 문제, 출제 문제에 한 공정성 시비, 수업 실기 능력 평가의 미흡과 형식

인 면  등 시행과 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임용시험과 교원 양성 기 의 교

육과정의 연계성 등을 문제 삼기도 한다. 한 이인제(2004)는 행 등교사임용시험  교육

학 시험은 평가 목표와 내용의 불분명성, 공 필기시험은 서술형의 요건 불충족, 논술 시험에

서 차별성과 단순 지식의 문항 출제, 면 의 문제 으로 짧은 시간과 내용의 타당도, 수업실기

시험은 타당성과 신뢰성, 실기평가에서는 일부 종목의 선택과 질  평가 주로 운 됨을 문제

으로 제시하 으며, 홍석호(2008)는 수업능력 평가 방법의 개선방향으로 수업능력 평가는 수

업계획과 수업 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의 실제성, 상황성, 즉시성을 부

여할 수 있는 평가내용을 통하여 수업계획의 문제해결 능력과 수업 개를 한 분석능력, 수업

장의 실천  지식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체육수업 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고 지 하 다. 한, 정동훈(1999)은 임용시험의 평가요소의 성을 높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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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기시험과 교수학습 기술 평가의 개선이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하 으며, 안희숙(2003)은 

행 임용시험제도로는 자질 있는 체육교사를 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훌륭한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해 인성과 인품, 정신  건강, 교직에 한 열의를 단할 수 있는 다양한 심층면

과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시 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 다. 한 최 의 교

육과정 운 과 가치 있는 자격취득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시 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체육교사를 선발  양성하는 과정은 체육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질  향상에 있어 요한 문제이다. 곧 체육교육의 미래는 체육교사의 양성과 임용시험

제도의 략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되는 비 교원들의 임용고사 

비과정에서의 도 과 실패의 과정은 체육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요한 일일 것이다. 

교육인 자원부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해 기

존의 교사양성 체제와 교원선발제도의 획기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

정경쟁시험규칙의 일부를 개정․고시하 으며(교육인 자원부, 2007), 이에 따라 2009학년도 

등임용시험은 개편한 시험체제에 따라 시험의 출제․채 ․ 리 체제로 시행되었다. 

2009학년도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1차 필기시험, 2차 공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 성 심층면 과 수업 능력  실기․실험 평가로 환되었다. 제3

차 시험에 한 내용은 네 가지 역으로 심층면 과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

평가로 세분화되는데 면 평가는 비교수교과인 보건과를 제외한 일반교과와 ․체능 실기교

과에서 일 으로 40 으로 배 하고,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평가는 경기도 지역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용하고 있는데, 일반교과에 20 과 실기교과에 10 을 용하고 있으나, 

구 역시에서는 일반교과에 30 , 실기교과에 10 을 용하 다. 한 수업실연평가에 한 

배 은 부분 일반교과에 40 , 실기교과에 20 을 용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일반교과 60

과 실기교과 30 을 용하여 수업실연평가에 가장 높은 비 을 두고 있다. 상 으로 수업실

연평가에 하여 낮은 비 을 용하는 지역은 일반교과에 구 역시로 30 을, 실기교과에

는 경남, 구 역시, 남 지역으로 10 을 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실연평가 역에 가장 

높은 비 을 두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며, 가장 낮은 비 을 두는 지역은 구 역시로 나타

났다. 그리고 실기교과에만 용하고 있는 실기평가는 경남, 구 역시, 남 지역에서는 40

으로 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 지역에서는 30 을 용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수업실연평가와 실기평가 배 표를 살펴보면 부분 20  30의 비율로 수업실연

평가에 비해 실기평가의 비 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은 30  30의 비율로 동등하게 

용하 으나, 경남과 구 역시, 남 지역에서는 10  40으로 실기평가의 비 을 상 으

로 높게 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별로 수업실연평가에 한 배  비율을 동일하게 용하

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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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질과 내용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수업을 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인데, 10

분 내외로 진행되는 수업실연평가는 응시자의 언어 유창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수

업의 개와 련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실 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평가가 이루

어지기 해서는 충분한 시간확보와 이를 체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행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에 한 문제 과 지역간 수업실

연평가에 한 배  용의 개선방향에 하여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체육  교육

분야 문가로부터 행 수업실연평가에 한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문제 을 악하

고 새로운 임용시험제도의 발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체육교사를 선발하기 

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을 악하여 

새로운 임용시험제도의 발  방향을 제시하기 하여 교육행정가  교육 문가, 체육행정가

와 체육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델 이 방법을 선정하 다. 그 동안 교육 

장이나 많은 연구에서 임용시험제도에 한 문제 이나 개선방향에 제시했지만 크게 변화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가와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임

용시험 제도의 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계각층의 문가를 동

원함으로써 다수와 소수의견을 다양하게 반 하 다. 문가 선정은 델 이 연구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가 20명, 교육 문가 20명, 체육행정가 20명, 체육 문

가 20명 등 8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선정배경은 연구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에 한 

문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등체육교사임용시험에 있어 감독( )  면 으로 직 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며 이들 에는 교사(17명)도 포함되어 있다. 델 이 참여 설문 상자는 <표 

1>과 같으며 연구 참여자 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행정가 집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 교육행정가  장학 , 시도교육청 교육행

정가와 각  학교의 체육교과 외 리자 등을 상으로 하 다.

둘째, 교육 문가 집단은 교육학 공 교수, 교육학 공 박사과정 이상의 교원, 한국교육개발

원 등의 정책 연구원 련자 등을 상으로 하 다.

셋째, 체육행정가 집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체육담당 사무   장학 , 장학사, 체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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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집목표 인원 참여인원 응답비율(%)

교육행정가 20 17 85.0

교육전문가 20 15 75.0

체육행정가 20 17 85.0

체육전문가 20 16 80.0

계 80 65 81.25

<표 1> 델 이 참여 설문 상자

 ․고등학교 리자 등을 상으로 하 다.

넷째, 체육 문가 집단은 체육교육 공 교수, 체육학 공 박사과정 이상의 교원, 각종 체육

련 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을 상으로 하 다.

2. 연구도구
이 연구는 문가를 상으로 모두 3차에 걸친 델 이 방법을 사용하 다. 델 이 방법은 일

반 으로 동일 상자에게 3차례 동안 계속하여 설문지를 보내어 실시하는데 각 설문지는 

문가로부터 도출된 정보와 함께 배포, 실시하 다. 각각의 연속 인 설문은 회의 설문 결과

에 한 보고와 함께 실시되므로, 설문 횟수가 거듭될수록 측이 서로 근하게 된다(이종성, 

2001). 차수별 설문지 내용은 <표 2>와 같다.

차수 설문지 내용

제1차

1) 현행 체육교과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서 수업실연평가의 문제점은 무엇

이 라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 이내로 써 주십시오. 

2) 현행 체육교과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서 수업실연평가의 개선 및 발전방

향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 이내로 써 주십시오.

제2차

및

제3차

1)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절차가 연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2)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3) 수업실연평가가 시 ․ 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4) 교생실습이나 인턴 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표 2> 차수별 설문지 내용

3. 연구절차
이 연구에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델 이를 실시하는데 그 이유는 일반 으로 델 이 연구

에서 문가 집단의 합의가 형성되는 것이 3차 설문지에서부터 형성되어 완 한 합의 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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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한, 최종 인 회수율은 델 이 기간 동안 설문차수에 체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용한 3차의 델 이 차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구분 델파이 연구 절차

제1차
중등체육교원 임용시험의 수업실연평가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변

화방향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2차

제1차 설문지에서 중등체육교원 임용시험의 수업실연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 후, 제시된 내용에 개선가능성의 정도와 희망정도

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제3차
제2차 설문지의 응답결과 사분점간 범위에서 벗어난 응답에 대하여 재추정하여 수정하거나 

소수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 3> 델 이 연구 차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 용된 델 이 기법은 일반 으로 사용하는 델 이 지필형으로 차의 반복과 통

제된 피드백, 문가의 익명, 통계  집단 반응 등 델 이의 세 가지의 특성을 갖춘 표 형

(Standard Delphi)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락, 2006).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참여한 4개 집단 문가가 응답한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

의 수업실연평가에 하여 델 이 방법(이종성, 2001)에 의하여 분석하 으며, 차수별 설문지 

형식  자료 분석 방법은 <표 4>와 같다.

차수 설문지 형식 자료 분석 방법 비고

1
∘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
∘ 내용분석 (빈도수 산출) ∘ 자료 분석 결과로 제2차 설문지 제작

2
∘ 구조화된 응답양식

 (리커트5점 척도)

∘ 기술통계를 이용한 중앙치, 

평균점수, 표준편차, 사분점 

간 범위산출

∘ 자료 분석 결과로 제3차 설문지 제작

3 ∘ 구조화된 응답양식
∘ 표준편차 및 일원분산분석

 (F-prob) 실시

∘ 최종 합의된 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중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점 및 결론 도출

<표 4> 차수별 설문지 형식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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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 와 제한 을 갖는다.

1) 이 연구의 델 이 설문 상을 서울, 경기도에 근무하는 문가로 구성하여 국 으로 일반

화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문가 선정에 있어 임용고시에 참여하는 지원자는 배제하 다.

2) 이 연구는 델 이 방법을 사용하 는데 제1차 설문지는 완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되었지

만, 응답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응답의 일정한 틀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공통의 단 기

을 갖게 하기 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등체육교원임용시험의 수업실

연평가에 한 평소의 소신을 구체 으로 기술하도록 하 다.

3) 델 이 연구방법은 합의된 의견의 도출을 해 응답자에게 피드백을 거쳐 수회에 걸쳐 설문

에 반 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제3차의 설문으로 제한하 다.

Ⅲ. 결과 분석

1. 차수별 설문지 회수율
이 연구에서는 델 이 방법의 반복되는 설문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수율을 나타냈다. 총 80명

의 문가를 상으로 3차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하 으며 1차에 응답한 패 에 한하여 2차 질

문을, 2차에 응답한 패 에 한하여 3차 질문을 하 다. <표 5>와 같이 제1차 질문에서는 80명

이 응답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 으며, 제2차 질문에서는 80명  76명이 응답하여 95%, 제3

차 질문에서는 76명  65명이 응답하여 85.5%의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차수 비 응답률이 

각각 100%, 95%, 85.5%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직위
목표표집

인원

송부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교육행정가 20 20 20 20 20 20 17 100 100 85

교육전문가 20 20 20 18 20 18 15 100 90 83.3

체육행정가 20 20 20 19 20 19 17 100 95 89.5

체육전문가 20 20 20 19 20 19 16 100 95 84.2

계 80 80 80 76 80 76 65 100 95 85.5

<표 5> 차수별 설문지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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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임용시험제도에서 수업실연평가의 문제점 사례n(%)

1
수업실연 능력 평가의 난해함으로 인해 수업지도안 작성에만 의존된 평가가 

이루어짐
38(22.1%)

2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변별력이 없음 25(14.5%)

3 체육교과의 경우 실내 이론 수업 평가는 현실과 부적합 23(13.4%)

4 명확한 평가기준이 모호함 22(12.8%)

5 지원자 수에 따라 수업 실연 실시에 제한성이 있음 19(11%)

6 16개 시도가 모두 실시하지 않아 사전 준비에 어려움 120(7%)

7 실제적으로 면접의 연장임 100(5.8%)

8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 070(4.1%)

9 형식적인 평가임 060(3.5%)

10 기타 100(5.8%)

<표 6> 임용시험제도에서 수업실연평가의 문제 (N=172)

2.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제1차 델 이 조사는 문가로 선정한 교육행정가, 교육 문가, 체육행정가, 체육

문가들에게 연구목 을 설명한 후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설문을 실시하 는데 첫째, 등체

육교원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와 련된 문제 을 응답하도록 하 고 둘째, 등체육교

원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한 미래의 개선

가능성에 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즉, 제1차 델 이 조사에서는 문제 과 개선가능성의 두 범주에 해당되는 개방형 질문에 응

답하도록 하 다.

1)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문제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해서 문가들은 총 172가지의 문제 을 지 하 는데, 

이는 문가 1인당 평균 약 2.2가지를 답변한 결과이다. 

수업실연평가에 해 문가들은 수업실연 능력 평가의 난해함으로 인해 수업지도안 작성

에만 의존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22.1%로 가장 큰 문제 으로 제시하 고, 다음으로 

시간의 부족으로 변별력이 없다는 14.5%, 체육교과의 경우 실내 이론 수업 평가는 실 

용과 맞지 않는다는 13.4%, 명확한 평가 기 이 모호하다, 지원자 수에 따라 수업실연 실

시에 제한성이 있다는 을 제시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가자의 주  입장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상 방을 찰할 가능성

이 있다, 객 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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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의 개선과 발 방향 제시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개선과 발 방향에 해 문가들은 수업실연평가의 

난해함 해소하기 한 연구가 필요는 19%로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 고, 그 다음으로는 체

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능력에 한 수업실연의 실성 확보 필요는 16.7%, 평가시간의 확

는 14.3%로 나타났으며, 실외 수업 지도상황으로 한정하여 평가, 수업실연평가는 시도별 

통일성 필요, 수업지도안과 수업 실연을 골고루 평가, 객 성의 확보를 해 평가자의 수를 

늘려야 함은 순으로 개선 과 발  방향을 제시하 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교사를 상 로 한 수업실연평가는 의미가 없다, 면 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해 수업 기술 능력 측정에 을 두어야 한다, 사  자료 수집이나 비 기회 

부여 후 최소한의 범 에서 반 해야 한다,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이원화하여 평가해야 

한다, 교사 인턴제의 도입으로 실질 인 교수능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 다.

순위 임용시험제도에서 수업실연평가의 개선과 발전 방향 제시 사례n(%)

1 수업실연평가의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 필요 24(19%)

2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능력에 대한 수업실연의 현실성 확보 필요 21(16.7%)

3 평가시간의 확대 18(14.3%)

4 실외 수업 지도상황으로 한정하여 평가 100(7.9%)

5 수업 실기 평가는 시도별 통일성 필요 070(5.6%)

6 수업지도안과 수업 실연을 골고루 평가 060(4.8%)

6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평가자의 수를 늘려야 함 060(4.8%)

8 기타 34(27%)

<표 7> 수업실연평가의 개선과 발 방향 제시 (N=126)

3.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2⋅3차 델파이 분석 결과
제1차 델 이 조사에서 4개 집단, 80명의 문가들이 응답해  의견 가운데 유사한 내용은 

서로 통합하고 문항의 요도를 악하여 분류하 으며, 소수의견이라도 연구목 에 부합하는 

응답은 추가하여 4개 문항의 제2차 델 이 설문지를 재구성하 다. 그 이유는 설문지의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함축 으로 표 함으로써 반복하여 이어지는 설문에 문가의 의견이 집 도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연구자의 단 때문이었다.

제1차 델 이 설문에 응답한 문가 80명을 상으로 제2차 델 이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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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육행정가 20명, 교육 문가 18명, 체육행정가 19명, 체육 문가 19명 등 모두 76명이 응

답 하 다.

제2차 델 이 설문지는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서 4개 문항으로 구성하 는데, 각 

문항에 하여 변화에 한 동의 여부에 계없이 변화가 가능한 정도를 추정하는 개선가능성

과 변화에 한 주 인 희망 척도를 제시하도록 하 다.

제2차 델 이 설문에 응답한 문가 76명을 상으로 제3차 델 이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교육행정가 17명, 교육 문가 15명, 체육행정가 17명, 체육 문가 16명 등 모두 65명이 응답하

다.

제3차 델 이 설문지에서는 제2차 델 이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되었는데 문가들

이 응답한 사분 간 범 와 표 편차로 합의 정도를 악하 다. 즉, 사분 간의 간격이 좁다

는 것은 수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 로 넓다는 것은 수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분 간 밖에 치하도록 응답한 문가에게는 이에 한 소수 의견을 기술하게 하여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 는데 이 게 제시된 의견의 분석은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의 수업실연평가에 하여 4개 문항을 교육행정, 교육 문, 체육행정, 

체육 문가들의 인식 개선 방향에 계된 항목으로 분류하 다. 분류 기 에 따라 4개 문항을 

세분화하 는데, 개선가능성이 높은 문항은 없었으나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문항은 1개, 개선가

능성이 낮은 문항은 3개로 분류되었다.

<표 8>과 같이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측한 문항은 1번 문항 수업실연평가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평가 기 과 차가 연구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51.5% 로 가장 높은 확률을 나

타났다.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측한 문항은 3번 문항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래하지 않도록 한다 46.5%로 가장 낮은 확률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2번 문항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 능력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 충

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47.2%, 4번 문항 교생실습이나 인턴 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

를 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 된다 47.9% 로 나타났다. 

표 편차로 검증한 문가 집단의 개선가능성에 한 합의는 체 문항에서 제2차 델 이보

다 높은 합의 수 에 도달하 다.

개선가능성 측에서 문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3번 문항이었는데, 교육

문가 집단만이 53.1%로 찬성하고, 교육행정가 45.9%, 체육행정가 47.3%, 체육 문가 42.8%로 

나타났다. 

한편, 등체육교원 임용시험 수업실연의 개선에 한 희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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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항목 내용

개선

가능성
(%)

가능성

정도

개선가능성

척도(3차)

개선가능성

전문가

집단간
비교

P-value+

개선희망치
개선

희망
정도

개선희망

전문가

집단간
비교

P-value+
평균 편차 평균 편차

1

수업실연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

적인 평가기준과 절차가 연구되고 공개

되어야 한다.

51.5 있다 3.05 .37 .951 3.33 .53 찬성 .012

2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47.2 낮다 2.88 .48 .294 3.33 .55 찬성 .073

3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적

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46.5 낮다 2.85 .48 .040 3.03 .63 찬성 .524

4

교생실습이나 인턴제도를 통해 수업실

연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 된다.

47.9 낮다 2.91 .55 .456 3.11 .68 찬성 .787

*p<.05

1) 개선가능성 정도 : 개선가능성 비율 73.1이상(높다), 50.0~73.0(있다), 49.9이하(낮다)

2) 개선희망정도 : 1.999 이하(반 ), 2.000~2.999(일부찬성 일부반 ), 3.000 이상(찬성)

<표 8> 체육과 임용시험 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항목

항목

번호

소수 의견

개선가능성이 낮다 개선가능성이 높다

1

- 수업실연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점수부여의 기준도 모호함,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한 듯한 느낌이 

있다.

- 수업실연평가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 그것만 연

습할 것이 아닌가? 고정화된 선생님을 뽑을 것인가? 대학

교육 및 교육학 도서에 보면 좋은 수업이 어떻다는 것은 다 

나오지 않는가? 평가척도 안에는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이 

되어있어야 하나 공개하면 진정한 변별도가 떨어지고 판박

이 교사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은 마련

되어야 하나 공개되어서는 좋은 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면

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2

- 교사의 수업 능력은 평가 시간과는 무관하다. 짧은 시간 내

에서도 얼마든지 수업 능력을 판별할 수 있다.

- 수업실연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점수부여의 기준도 모호하

다.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한 듯한 느낌

이 있다.

- 적은 인원의 교사를 뽑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

지만, 다수를 선발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리

고 다수를 뽑을 시 채점위원 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

법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선발 인원이 적은 시⋅도에서

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

황으로 생각된다. 

<표 9> 체육과 임용시험 제도의 수업실기평가에 한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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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

소수 의견

개선가능성이 낮다 개선가능성이 높다

2

- 수업능력 평가에 충분한 시간이 배정된다면 인원이 너무 과

다하여 시간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업 

능력은 현장경험이 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용 후 일정 기

간 동안 경력교사가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 대학에서의 학점으로 반영해야 한다. 많은 인원을 평가할 시

간이 불가하다. 현직은 본인의 성실성에 맡겨야 한다.

3

- 동일한 모형을 제시하는 경우 기계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수

업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수험생들의 창의성이 결여될 여

지가 있다.

- 모든 시⋅도의 여건이나 환경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동일하

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수업실연평가의 동일 적용은 연출된 획일적인 수업 평가로 

이루어질 경향이 있으므로 각 시도에서 실정에 맞게 다양한 

실연 평가로 운영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 수업실연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점수부여의 기준도 모호한 

면이 있다.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한 듯 

한 느낌이 있을 갖게 한다.

- 수업실연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 수업실연평가가 지역별로 필

요한 교사의 능력이 필요 하

겠지만 또 굳이 다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4

- 교생실습이나 인턴제도 평가를 한다면 비리 및 부정적이 방

법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형식적인 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

고 생각한다.

- 교생실습의 수업실연은 평가기관이 다양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이 우려된다.

- 수업실연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점수부여의 기준도 모호함. 

또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한 듯한 느낌이 

있다.

- 교생실습은 가능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턴제도는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수업실연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여건의 제공

을 위하여 교생실습이나 인턴제도가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일치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 짧은 실기시험 시간에 실시하

는 학생지도 능력평가는 한계

가 있다.

- 교생 실습기간을 늘리는 방안

과 인턴제도를 6개월에서 12

개월로 하여 대체 도입해야 

한다.

<표 9> - 계속

<표 9>는 제3차 델 이 설문에서 일부 문가가 제시한 소수의견의 내용이다.

소수의견 내용 에서 개선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 

항목에서 나타났는데, 2번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능력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 충

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항목에서는 ‘선발 인원이 은 시․도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고 제시하 으며, 3번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용하

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래하지 않도록 한다 항목에서는 ‘수업실연평가가 지역별로 필요한 

교사의 능력이 필요 하겠지만  굳이 다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거의 비슷하

다’ 고 제시하 다. 4번 교생실습이나 인턴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를 체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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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요구 된다항목에서는 ‘짧은 실기시험 시간에 실시하는 학생지도 능력평가는 한계가 

있으며, 교생 실습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인턴제도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여 체 도입해야 

한다’ 고 제시하 다.

Ⅳ. 논의

홍석호(2008)는 수업능력 평가 방법의 개선방향으로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계획과 수업 개

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의 실제성, 상황성, 즉시성을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내용을 통하여 수업계획의 문제해결 능력과 수업 개를 한 분석능력, 수업 장의 실천  지

식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체육수업 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지 하 으며, 박수희(2002)는 등 체육교원 임용고사에서 수업실기능력 평가  반 의 합

성에 해 체 응답자  19.0%가 수업실기능력 평가가 ‘약간 하다’ 이상으로 응답하 고 

‘다소 부 하다’ 이하에는 41.0%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어 수업실기능력 평가가 다소 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으며, 한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반 정도에 해서도 체 응답자 

 25.0%가 ‘약간 하다’ 이상에 응답하 고 ‘다소 부 하다’ 이하에는 36.0%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다소 부정  태도를 보 다고 제시하 다. 한 이인제(2004)는 “교직 련 수업능력

의 평가를 목 으로 하는 수업실기평가의 평가 목표와 출제 범   내용도 명료하게 해야 함

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타당도 측면에서 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 다. 

일부에서 임용고사의 합격률을 높이기 해 교육과정을 행 으로 운 하는 경우도 목격되

고 있는데, 이상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는 지필고사의 비 을 축소하고 수업실기능력 평

가의 비 과 면 의 비 을 폭 높이는 등 교직 성과 자질을 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행 등체육교사 임용시험의 수업실연평가는 많은 응시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체육수업이 갖는 실제성과 즉시성, 상황성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는 방법으로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즉, 교수-학습지도안 작성과 같은 수업계획 능력과 수업

을 실제로 개하는 능력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필검사에 의한 집단검사가 가능하다

는 에서 용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수업실연평가 방법을 성공 으로 개선

시키기 해서는 필요한 재원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교과 문가, 평가 문가, 교사

양성기 , 직교원, 교육청 계자 간의 긴 한 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평가 방법에 한 이

해와 타당성 제고를 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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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은 교육 체의 질 인 수 의 향상이

라는 거시 인 에서 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와 련하여 수업실연평가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평가 기 과 차가 연구되

고 공개되어야 한다가 51.5%로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측한 문항은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용하여 수험

생들에게 혼선을 래하지 않도록 한다 46.5%로 가장 낮은 확률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 능력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47.2%, 교생실습이나 인턴 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를 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

구 된다 47.9% 로 나타났다. 

개선 가능성 측에서 문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수업실연평가가 시․도

별로 동일하게 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래하지 않도록 한다 46.5%로, 교육 문가 집

단만이 53.1%로 찬성하 고, 교육행정가 45.9%, 체육행정가 47.3%, 체육 문가 집단은 42.8%로 

부정 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문제 을 악하고 수업실연

평가에 한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여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방법은 

체육  교육분야 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의하고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체육과 임용시험

제도에 한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델 이 기법을 사용하 다. 교육행정가, 교육 문가, 체육행

정가, 체육 문가 등의 문가들이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수업실연평가에 한 재의 

문제 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의 방향을 측하 다. 3차례에 걸쳐 반복된 델 이 설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수업실연평가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평가 기 과 차가 연구되고 공개될 것이

라고 측하 다. 

둘째, 체육교사로서 필요한 수업 능력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 충분한 시간이 배정될 

것으로 측하 다. 

셋째, 수업실연평가가 시․도별로 동일하게 용하여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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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생실습이나 인턴 제도를 통해 수업실연평가를 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측하 다.

2. 제언
이 연구는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을 

악하여 새로운 임용시험제도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의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 체육

교사를 선발하기 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등체육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수

업실연평가에 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향후 더 발 된 모습의 임용시험제도 개선을 한 정

책 제언과 앞으로 교원 양성과 련하여 이루어져야 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임용시험 리를 맡은 교육인 자원부와 시행을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국자

는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임용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담부서 마련 

 련 공무원 확충 그리고 충분한 산확보 등의 지속 으로 실 가능한 종합 인 정책을 

마련하기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인 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원임용시험 뿐만 아니라 양성기 과의 유

기 인 조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교육 장과 삼 일체가 되어 연 된 교육 로그램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 으로 재검토하는 등의 정책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실제 임용시험에 한 문항개발과 평가 로그램의 구체 인 모형을 제

시하지 못하 다. 따라서 추후에는 각 역별로 임용시험개선을 한 다양한 모형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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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ossible Changes and Improvement Policies of the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of the Examination System for 

Employ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f Secondary School 

1)Lee, Jong-Hyoung*⋅Lee, Gwang-Jae**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of the examination 

system for employ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 of secondary schools, by grasping problems 

related to the present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and researching possible changes of the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system. A Delphi method of investigation was adopted, which could 

be suitable for providing a new alternative proposal through converging and embracing various 

opinions of physical education experts and education experts. Therefore, expert groups, 

consisted of education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of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dministrators and professionals of physical education, analyzed the current problems of the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of the examination system for employ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s 

of secondary schools and predicted desirable improvement policies. In this way,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Delphi method, which was repeated three times: First, 

the suggestion is that a concrete and detailed evalu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should be studied and implemented. Second, the suggestion is that sufficient 

time should be divided in order to evaluate teaching capacity needed fo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Third, the suggestion is that the same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should be conducted 

in every metropolitan city/province not to make examinees confused. Fourth, the suggestion 

is that alternative plans to the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should be discussed, such as student 

teacher training, internship, etc.

Key words: Employment examination system, practical teaching skill test, education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of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of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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