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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직경력과 별도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교원 전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OECD가 제공하

는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13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직 총 경력을 통제한 후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이 유의하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교

사의 교직 총 경력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학교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수준 간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임교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

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교직경력 외에도 현

임교 경력만의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임교 경력이

짧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사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교

직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임교 경

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고경력 교사보다 저경력

교사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 중

특히 저경력 교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교특성 중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이 낮을수록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동료 교사의 교직경력 평균이 낮은 학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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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교사는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동료 교사의 교직경력이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

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동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우선,

현행 교사전보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동일교 최소 근무연한을 늘리고 전

보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 중 특히 저경

력 교사를 위하여 학교는 업무 및 학급 배정시 이들을 배려하고, 고경력

교사를 활용한 멘토링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사 인사

이동에서 학교 평균 교직경력을 고려한 경력 균형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교원 전보제도, 교직경력, 현임교 경력, 교사 전문성,

교사 효능감, 교원인사정책

학 번 : 2017-26902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문제 및 대상 ··························································· 4

제 3 절 연구의 의의 ····································································· 8

제 4 절 연구의 한계 ····································································· 10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1

제 1 절 선행연구 분석 ································································· 11

1. 교원 순환 전보제도 ······································································· 11

가. 교원 순환전보제도의 정의 및 시행근거 ························· 11

나.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원 전보제도 ································· 14

다. 전국의 교사 전보 현황 ························································· 15

라. 전보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 18

2. 교직 경력 ························································································· 24

3. 교사 전문성 ····················································································· 28

가. 교사 전문성 정의 ································································· 28

나.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 ··········································· 29

4. 교사 효능감 ····················································································· 32

가. 교사 효능감 정의 ································································· 32

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 33

제 2 절 이론적 틀 ······································································· 38

1. 경력발달이론 ··················································································· 38

2. 교사의 전문적 지식 ······································································· 39

가. Shulman과 Cochran-Smith & Lytle의 교사지식 ········ 39

나. 교사의 전문적 자본 ······························································· 42



- iv -

제 3 장 연구방법 ······························································· 43

제 1 절 분석틀 ············································································· 43

제 2 절 분석자료 ········································································· 46

제 3 절 변수구성 ········································································· 47

제 4 절 분석방법 및 모형 ························································· 50

제 4 장 분석결과 ······························································· 53

제 1 절 기술통계 ········································································· 53

제 2 절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의 변화 ···································································· 56

제 3 절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분석 ··························································· 64

제 4 절 교직경력 및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 분석 ························································· 72

1.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 ··························· 73

2.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 ··························· 75

제 5 절 현임교 경력 효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 82

제 5 장 논의 ······································································· 87

제 1 절 현임교 경력과 교사 효과성 ······································ 88

제 2 절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변화 ········· 91

제 3 절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변화 ········· 93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95

참고문헌 ···············································································101

부 록 ················································································116

Abstract ···············································································127



- v -

표 목 차

[표 Ⅱ-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전보 최소연한

및 동일교 근속 상한 연한 ·············································· 14

[표 Ⅱ-2] 전국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전보이동 현황 ··········· 16

[표 Ⅲ-1] 주요 변수구성 및 설명 ····················································· 47

[표 Ⅳ-1] 기술통계 ··············································································· 54

[표 Ⅳ-2]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65

[표 Ⅳ-3]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68

[표 Ⅳ-4]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영역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72

[표 Ⅳ-5]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효과 ········· 74

[표 Ⅳ-6] 학교평균 교직경력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효과 ························································ 76

[표 Ⅳ-7]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효과 ························································ 78

[표 Ⅳ-8] 학교평균 교직경력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효과 ························································ 79

[표 Ⅳ-9]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효과 ························································ 80

[표 Ⅳ-10]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증 ································································ 84

[표 Ⅳ-11]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증 ·········································································· 86



- vi -

그 림 목 차

[그림 Ⅲ-1] 현임교 경력 효과 분석틀 ············································· 44

[그림 Ⅳ-1]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 56

[그림 Ⅳ-2]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효능감 ····································· 57

[그림 Ⅳ-3]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 전문성 변화 ··························· 59

[그림 Ⅳ-4]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 효능감 변화 ··························· 59

[그림 Ⅳ-5] 경력집단별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 전문성

변화 ················································································ 61

[그림 Ⅳ-6] 경력집단별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 효능감

변화 ················································································ 62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는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교사의 질(quality)은 교육활동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의 교육적 발달과 교육의 성과가 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한 학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교사의 질을 측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Aaronson,

Barrow & Sander, 2007; Darling-Hammond, 2000; Gordon, Kane, &

Staiger, 2006; Rivkin, Hanushek, & Kain, 2005; Rockoff, 2004). 그러나

교사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Goldhaber &

Anthony, 2003). 다만 이와 관련한 연구 중 다수는 교직경력을 교사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교사특성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즉, 고경력 교사에

게 배우는 학생의 학업성취는 저경력 교사의 학생보다 더 높으며, 따라

서 경력으로 교사의 질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 박소영, 2004; 안우환, 2007; 임현정, 김양분, 2012;

Darling-Hammond, 2000; Goldhader, Brewer & Anderson, 1999;

Gordon, Kane & Staiger 2006; Hanushek & Raymond, 2002; Hanushek

& Rivkin 2006; Hanushek & Rivkin 2010; Marsh, 2007; Marsh &

Hocevar, 1991; Murnane, 1975; Rockoff, 2004; Taylor & Tyler, 2011).

이러한 연구에서 교사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

는 경력은 거의 교사의 총 교직경력을 의미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교사

채용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경력은 곧 재직 중

인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과 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특수하게 교원전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김순남, 김규태, 이병환, 2017). 특히 우리나라의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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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초·중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교사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교사가 일정 주기마다 근무학교를 이동하는 교원 전보제도를 적용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로 재직하는 총 기간을 의미하는 교직경

력 이외에도 현재 근무중인 학교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이

존재하게 한다. 그리고 최대 5년 단위로 교사가 학교를 이동하는 제도의

운영원칙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교사는 교직 총 경력과 현재 학교에

서의 근무 경력인 현임교 경력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력이 교사의 질을 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직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이

를 교수활동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하기 때문이

다(권성연, 2010; 김혜숙, 2006; 박경원, 2011; 송미사, 정혜영, 2015; 조호

제, 윤근영, 2009; 최윤화, 최상호, 김동중, 2014). 이때 교사가 어떠한 지

식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

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Cochran-Smith & Lytle, 1999;

Shulman, 1986; Hargreaves & Fullan, 2012). Shulman(1986)은 교사의

지식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크게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실제적 지식에 해당하는 학

생특성 지식과 교육적 상황 지식이란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과 근무하는

학교, 지역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같은 학교 또는 지역에 최대

5년이상 근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보제도 특성상 교사는 이런 지식

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어렵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교사는 이

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적합한 방식의 교수학습을 수행해야 한다(Shulman,

1987). 그러나 직관적으로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적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학교와 같은 교육적 상황

의 지식이 충분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직경력은 교사의 질을

점차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0에서 5년 사이를 반복하는 현

임교 경력 역시 교사에게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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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험을 통한 실제적 지식이 교수활동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해 볼 때, 동일학교의 근무 경력은 교사의 효과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그리고 만약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현임교 경

력은 교사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사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상술하였듯 우리나라는 교원 전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사례로

이로 인한 교사의 현재 재직학교의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임교 경력은 0년에서 5년 사이로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기만 하는 교사의 경력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력

이 동일한 교사라 할지라도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현임교 경력이 같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경력에 따라

그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전보제도가 교사의 효과성 제

고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보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

임교 경력이 실제로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교직경력과 별도로 교사

의 효과성(teacher effectivenes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

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교사 수준의 요인으로 학생의 교육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교사의 전

문성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종래의 연구는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의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으며, 전문성과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

생의 학업성과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Allinder, 1995; Borko, 2004; Caprara, Barbaranelli, Steca, & Malone,

2006; Cohen, Hill, & Kennedy, 2002; Cordingley, Bell, Rundell, &

Evans, 2003; Gibson & Dembo, 1984; King & Newmann, 2000; Lovett,

Lacerenza, De Palma, Benson, Steinbach, & Frijters, 2008;

Tschannen-Moran & Barr, 2004; Vescio, Ross, & Adams, 2008; Yoon,

Duncan, Lee, Scarloss, & Shapley, 2007).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현행 교사전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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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및 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사 전보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교사의 경력과

별도로 학교의 근무 경력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

안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교직경력이어도 다른 현임교 경력을 가진 교

사가 존재하고, 반대로 같은 현임교 경력이어도 다른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의 경력은 교직 총 경력의 관점

에서만 논의 되었을 뿐 현임교 경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현임교 경력이 교직 경력과는 또 다른 영향을

교사에게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한

다면 이에 교직 경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현임교 경력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국·공립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의 현임교 경력에 따

른 효과가 존재하는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직 총 경력과 별도

로 현임교 경력만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교직 경

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변

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임교 경력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에서 5년을 최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처음으로 돌아가

제로에서 시작하게 되며 이는 교직 총 경력동안 여러번 반복된다. 또한

동일학교 최소근무 기간이 1년이며 상당수 교사들이 동일학교 최대 근무

연한을 모두 채우지 않고 전보이동을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교사 개

인의 평균적인 현임교 경력은 5년보다 더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을 것

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과 교직 총경력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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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이다. 이는 국·공립 교원의 전보이동

제도 때문이다. 전보제도는 우수한 교사의 쏠림을 막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1년에서 5년 주기로 반복되는 현임

교 경력은 교사의 경력을 통한 지식 축적의 단절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

문에 교사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는 교사지식은

Shulman(1986)의 학생특성 지식과 교육적 상황지식과 같은 맥락의 지식

이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과 근무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현임교 경력이 적은 교사는 이와 관련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현임교 경력이 쌓이면서 학생과 동료 교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상황 지식의 정도가 함께 높아지면,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의 질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는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이 불충분하여, 교수학

습 활동 측면의 질은 동일한 교직경력이지만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보

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의 총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임교

경력이 교사에게 주는 영향이 존재하는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만약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없다면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 사이

에 관계가 있다면 현임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사의 효과성을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효과성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전문성이

높은 교사는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Howley & Howley, 2005; Schmoker,

2006).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교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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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와 공유하면서 학교 전체의 효

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Avalos, 2011; Garet, Porter,

Desimone, Birman, & Yoon, 2001; Borko, 2004; Fishman, Marx, Best,

& Tal, 2003; Guskey, 2002). 이와 더불어 교사 효능감 역시 교사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일수록 학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열의가 높고, 학생의 학업 흥미와 동기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성과를 제고한다(Guskey &

Passaro, 1984; Tschannen-Moran, Hoy, & Hoy, 1998). 이러한 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한 학자들은 교직 경력이 교사 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교사 효능감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지 않으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동일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교

사의 경우 교직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과 학교 그리고 동료교사에 대

한 이해의 정도가 높아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보제도의 대상인 국·공립 학교의 교사는 학교를 일정 기간마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새로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아

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임교 경력에 따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 자신의 경력의 효과와 별도

로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직 경력과 별도로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을 활용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2]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달라지

는가?

그동안 경력은 학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직경력은 교사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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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

사 전보제도로 인하여 교직 총 경력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지만, 재

직 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은 일정 시점마다 반복적으

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경력과 교사 효과성 관계

는 현임교 경력이라는 또 다른 경력으로 인하여 교직경력의 영향력에 간

섭효과(interference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현임교

경력이 교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효과의 크기는 교사의 경력

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교직 경력의 효과에 현임교 경력

역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력이 5년 이하인 교사와 경력이

25년 이상인 교사의 현임교 효과는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직관

적으로도 고경력 교사일수록 풍부한 교직 경험 덕분에 현임교 경력이 낮

아 현재 가르치는 학생과 교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를

이전의 교직 경험으로 상쇄할 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선 연구문제 1을 통하여 교직경력을 통제한 후 현임교 경력

에 따른 영향이 있었다면, 연구문제 2에서는 현임교 경력 효과에의 교직

경력의 간섭효과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더욱 명료

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경력 단

계별로 현임교 경력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 학교특성에 따라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달라지는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현임교 경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그러나 교사의 이직과 이동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는 교사의 동일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은 교사 개인특성 보다 학

교특성의 영향이 유의하다고 밝히고 있다(Allensworth, Ponisciak, &

Mazzeo, 2009; Dolton & Newson, 2003; Hanushek, Kain, & Rivkin,

2004; Ingersoll & Rossi, 1995; Ingersoll, 2001; Lankford, Loeb, &

Wyckoff, 2002; Mont & Rees, 1996; Steinbrickner, 1998; Theob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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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즉, 행정적 지원, 학생갈등, 직업 만족도, 소수인종, 저성취 및 저

소득층 학생 비율, 특수학생 비율, 학급 규모, 학생의 문제 행동 비율, 동

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 그리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교사의 현임교 경

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

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영향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

력의 효과가 학교 평균 교직경력,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 학교의 저소

득층 학생비율, 저성취 학생비율, 그리고 교사의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수준 간 상호작용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사 효능감의 경우

현임교 경력의 차별적 효과는 학교 평균 교직경력, 교사의 의사결정 참

여도, 학교의 저소득층 및 저성취 학생 비율, 그리고 학교 소재지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교사 현임교 경력 효과가 교직경력과 같

은 교사 개인특성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더 효율적인 교사 전보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책

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연구에서 교사 경력을 교직 총 경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반면에 본 연구는 교사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

미하는 현임교 경력에 관심을 두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기존에 논의

되던 교직경력 효과와 별도로 현임교 경력만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교직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임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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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사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

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사 전보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국·공립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특

히,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교 근무 최소연한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

당수 교사가 5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자

주 이동하여 교사 개인의 평균 한 학교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그렇지 않

은 교사에 비하여 같은 교직경력이라 할지라도 전문성과 효능감의 수준

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교직경력을 통제한 후에도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이는 현임교 경력과 교직경력이 서로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특히 많은 연구가 교직경력과 생산성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

문에,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하여도 그 크기는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

의 차별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교직경력과 현임교 경력의 수

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직경력을 네 집단으

로 구분하여 교직경력 단계별로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어떠한지 구체적

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보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직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셋째, 어떠한 학교특성이 현임교 경력 효과에 변화를 주는지 분석하였

다.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뿐 아니라 현임교 경력은 특히 학교특성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

력의 영향 또한 학교 평균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성취도, 학교 규모 등과

같은 학교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교

사가 단순히 동일학교에 얼마나 근무하는지에서 더 나아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에 변화가 생기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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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교사의 질을 예측하기 위한 관찰 가능한 요인으로 교직

경력이 활용되어 왔으나 교사의 현임교 경력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따라서 교직 총 경력과 별도로 현

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

이 있다. 교사의 효과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변수는 학생

의 학업성취이다. 즉, 교직경력이 동일한 교사일지라도 현임교 경력이 학

생의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교사 전보제

도에도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TALIS 2013은 교사와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

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는 학생의 학업성취와 전인 발달

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교사특성으로 논의되어 온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으로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2013년 TALIS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횡단면자료가 갖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TALIS는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차 자료인 TALIS 2008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자료는 표집 학교와 교

사가 상이하기 때문에 종단자료로 구축할 수 없었다. 현임교 경력에 따

른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의 변화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동일 교사를 반복 측정한 자료가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자료는 관찰되

지 않는 개체의 이질적 특성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며 조사 시점에 따

른 시간의 특성까지도 분석 모형에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를 대상으

로 동일 교사를 추적 조사한 데이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3년 자료만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셋째, 분석 대상이 국·공립 중학교 교사로 한정되어 있다. TALI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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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역시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사립학교도 연구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문

제의식인 교사의 전보제도는 국·공립 교사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

립교사의 경우 처음 임용이 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 교직경력과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경력인 현임교 경력 간 차

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분석하기에 사립학교 교

사를 포함하는 것은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더 엄밀한 연구

결과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

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두 집단 간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어떻게 다

르게 나타나는 지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후속연

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다만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 간 임용방식의 차

이로 인하여 두 집단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한다. 즉, 국·공

립과 사립 중 어떠한 집단에 속하였는가는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두 집

단 간 이질적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연구에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중등교사의 전보이동은 동일한 학교급 내 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

교 간 이동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서울시 교육청 소속

국·공립 교사 중 고등학교로의 이동을 희망한 교사는 354명인 반면, 중

학교로의 이동을 희망한 교사는 31명이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해결

하고자 서울시 교육청은 중학교로의 인사이동에 교육경력, 직무연수, 학

위취득 실적이 낮은 교사를 배정하였다(한겨레, 2014.2.17.). 이는 중학교

와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의 특성이 교사의 현임교 경력에 영향을 주고 있

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특성 역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차별적 효과

를 주는 학교특성 요인으로 학교급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는 중학교 교사만을 표집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

한 이유로 학교급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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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선행연구 분석

1. 교원 순환 전보제도

가. 교원 순환전보제도의 정의 및 시행근거

전보란 동일 직급 내에서 직위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석흥, 2016). 그러므로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일직위나 직무 내

에서 부서나 근무기관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서정화, 박세훈, 박영숙, 전

제상, 조동섭, 황준성, 2011; 윤정일, 송기창, 조동섭, 김병주, 2015). 이러

한 맥락에서 교원의 전보는 교원이 일정 기간마다 직급을 유지한 채 소

속 지역 내 학교를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전보는

동일직위에서 부서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교사의

학교 간 이동만을 전보 이동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의 전보제도는 교원이 같은 학교에서 장기근무 하면서 생길 수 있

는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이다(윤정일 외, 2015). 2018년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 인

사관리 규정 제5장 전보·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8조 1항은 전보제도의 목적을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로 명시하고

있고, 제 18조 2항은 전보이동 시 교원의 생활근무지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인사이동에서 교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8).

이와 같은 교원 전보제도 시행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첫째, 교원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이다. 교육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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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규정 제5장 전보임용의 제 18조 2항은 전보계획 시 교원의 거주지

고려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가 거주지와 거리가 먼 학교에 근무하거나 원

치 않는 지역에 근무할 경우, 또는 교사의 거주지가 변동될 경우 전보제

도를 통하여 근무학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 학생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이다. 1967년 제정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

벽지1)의 의무교육 제공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교원의 배치이다. 즉,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의 지역에서도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은 교원

전보제도 타당성의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73년 시행된 고

교평준화 정책은 교원 전보제도의 타당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

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교육력이 동등한 수준임을 전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질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보

이동 제도를 통하여 교사의 학교 간 이동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행

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이다. 모든 학생이 효과적인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Goldhaber, Lavery, & Theobald, 2015;

Isenberg, Max, Gleason, Potamites, Santillano, Hock, & Hansen, 2013;

Sass, Hannaway, Xu, Figlio, & Feng, 2012). 그러므로 행정지원을 통하

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제도가 필요하다. 진동섭(2007)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지원하여 교육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

도록 하는 능력을 교육행정력이라고 명명하며 교육행정력은 교육력을 향

상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전보제도는 교

사의 쏠림현상을 막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교육행정적 지원 정책으

로의 시행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1) 도서벽지지역이란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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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원 전보제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 5장 전보·임

용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표 Ⅱ

-1]와 같이 중등학교의 경우 전보의 기준은 크게 최소연한과 동일교 근

속 상한연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소연한이란 학교를 이동하기 위해

동일교에서 최소한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반대로 근속 상

한연한이란 동일교에서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근속

상한연한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장기근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

의 침체를 방지하고 우수교사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전보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이다.

최소연한 지역 계

없음 강원, 전남 2

1년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북, 경남 8

2년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제주 7

상한연한 지역 계

4년 부산3), 대구, 전남, 제주4) 4

5년
서울, 인천, 광주5), 대전, 울산, 세종, 경기6),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7)
12

6년 전북 1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7), 부산광역시교육청(2017), 대구광역시교육청(2017), 대전광역시교육청

(2017), 인천광역시교육청(2017), 광주광역시교육청(2017), 울산광역시교육청(20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2017), 경기도교육청(2017), 강원도교육청(2016), 충청북도교육청(2016), 충청남도교육청

(2017), 경상북도교육청(2017), 경상남도교육청(2017), 전라북도교육청(2017), 전라남도교육청(20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7)

[표 Ⅱ-1]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등교원 전보 최소 연한 및

동일교 근속 상한연한

2) 제14조 3항 제9호, 제13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현임교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이더라

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
3) 15조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각각 근속연한을 3년과 5년으로 규정함(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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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도 교육청은 근속 상한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이보다 짧은 4년을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북 교육청은 가장 긴 6년을

상한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면 전보유예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한 모든 교원은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 다음으

로 최소연한은 학교를 이동하기 위해 현재 근무학교에서 최소한 근무해

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연한은 그 기간이 비교적 짧

다. 특히 강원도와 전남 교육청의 경우 전보 이동을 온 교사가 다른 학

교로 또 다시 이동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간이 없다. 이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최소연한을 1년으

로 설정하여 사실상 전보 이동을 온 교사가 다음 해에 다른 학교로 이동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연한은 교사가 원하는 경

우 언제든지 근무학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교사의 잦은 학교 이동은 학교 구성원의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도

록 하여 학교의 일관된 교육활동 운영뿐 아니라 전입 교사의 적응과 남

아있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한다(Allensworth, Ponisciak, & Mazzeo,

2009; Ingersoll & Rossi, 1995; Marinell & Coca, 2013). 따라서 짧은 현

임교 경력은 동료 교사와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다. 전국의 교사 전보 현황

2018년 교육기본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최근 10년간

광역시교육청, 2017).
4) 우도중, 추자중은 근속연한을 2년으로, 국립학교는 3년으로 규정(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5) 중학교 교원의 경우 근속 상한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함(광주광역시교육청, 2017).
6) 근속 상한연도는 병구역 학교는 3년, 병라구역 학교는 4년으로 규정(경기도교육

청, 2017).
7) 도서벽지 및 준벽지 학교 근무연한은 3년으로 규정(경상남도교육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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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중학교 국·공립 고등학교

이동 교사수(명) 전보비율(%) 이동 교사수(명) 전보비율(%)

2008 19,306 20.27 14,705 21.53

2009 18,952 19.84 14,682 20.81

2010 19,619 20.65 14,752 20.45

2011 19,372 20.30 15,616 21.72

2012 19,862 20.90 15,690 22.41

2013 19,845 20.90 14,121 20.11

2014 17,982 19.01 13,804 19.63

2015 16,748 17.55 14,475 19.82

2016 16,202 16.99 14,748 20.25

2017 16,989 17.92 15,197 20.87

10년 평균 18,487 19.43 14,779 20.76

자료: 교육통계(2018). 교육기본통계

[표 Ⅱ-2] 전국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의 전보이동 현황

중등교사 전보 이동 현황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이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국·공립 중학교 교사 18,487명, 고등학교 교사 14,779명이 학교를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교원 수 대비 약 20%에 해당하

는 규모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중학교를 먼저 살펴보면 교

원의 이동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6년으로 16.99%이고, 가장 높았던

해는 20.90%를 기록한 2012년과 2013년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이

동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14년으로 19.63%였으며 가장 높은 해는

2012년 22.41%로 나타났다. 최고 비율과 최저 비율 간의 차이는 각각

3%와 2.8%로 비교적 작으며, 10년 평균 이동율은 학교급간 큰 차이는

없었다. 결국 중등학교에서 매년 1/4정도의 교원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매년 상당수의 국·공립 교원의 이동을 발생하게 하는 교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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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동 제도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하여 김순남(2016)은 교원

전보제도에 관한 전국 초·중등 교사 2,42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전보제도는 교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교원 간 근무 여건의 차이를 완화하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기능을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보제도가 우수교사의 특정 학교 쏠림현상

방지와 교사의 실거주지를 고려함으로써 교원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설문을 통

한 제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와 인식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제

도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교원 전보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전보제도는 교사가 언제든 현재 근무하는 학교를 떠날 수 있

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고 학

교에 대한 헌신의 정도를 약화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 간 이동

이 없거나 동일 재단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이 높다는 점과 반대되는 현상이다(김순남, 김규태, 이병환, 2017). 또한

교원의 전보는 해당 학교 근무를 통해 누적한 경험이 다른 학교로 이동

할때 단절되면서 교사 개인의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지식

이 남은 교사에게로 전이되지 않아 결국 학교 전체의 효과성이 저하된다

(한만길, 1992). 또한 다른 학교로 이동한 교사의 경우 새로운 근무학교

의 근무일이 매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전입한 학교의 교육 계획 수립에

제외되고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지침도

숙지하지 못한 채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이윤식, 한만길, 유현숙, 1992).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교원의 전보가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학교가 안

정적이고 일관된 교육활동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학생의 교육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최소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임교 경력이 3년 이하인 교사의 전보를 억제해야 함을 주장

한 바 있다. 또한 김흥주, 김용호, 김철중(2013)은 동일교 최대 근속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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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행 5년 내외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자는 제안을 하였다.

종합하면 교원의 전보제도는 우수교사가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 동일학교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여 교

사의 효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는 제도가 어느 정도 의도한 결과

를 내고 있다고 보이지만, 제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학교의 일관된 교육

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의 경험적 지식의 단절과 같은 문제점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전보제도가 교사로서

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라. 전보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교원의 순환전보 제도는 오랜 제도 시행 기간에 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이루어진 전보제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도

에 관한 교사의 인식, 국가 간 제도 비교, 제도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갑성, 김미란, 김이경, 박상완, 2010; 김갑성, 주현준, 2013; 서장

원, 2014; 조영진, 2015; 함영빈, 2013). 김갑성 외(2010)는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사 전보제도를 비교한 결과 두 나라 모두 근속 상한연한을 충족하

기 전에 최소연한이 충족될 경우 전보 이동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 이동은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

음을 밝혔다. 전보제도에 관한 교사의 인식조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김갑성, 주현준(2013)은 교사들이 전보제도 시행이 타당하다거나 현행

전보제도의 규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보제

도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전보지 선택에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 측면이 경시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영진(2015)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들

을 대상으로 전보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보제도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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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전보유예나 교원초빙제도에 대해서는 부

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보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총경력

이 짧은 교사일수록 낮았다. 함영빈(2013)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현임교 경력 1년차 교사의 직무만족도가 그 이상의 현임교 경

력 교사집단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교직 총 경력과 직

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력 10년 미만 교사집단의 직무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경력 10년 미만 교사 중 현임교

경력 1년 차 교사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다음으로 김흥주, 김용호, 김철중(2013)은 전보제도를 연구하지는 않았

으나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 연구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

하여 전보이동의 근속 상한연한을 현행 4-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교사와 교장이 모두 원하면 5년 추가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보

제도 혁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화(2008)는 국·공립 교사의 전보 이

동이 학교 설립유형별 교육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등학교 설립유형 간 교육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과 학생의 정

의적 성취도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우수하였다고 밝히면서, 교

원 이동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즉, 사립학교

의 경우 전보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동일학교에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따라서 학교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개발할 수 있지만, 국·공립학교 교원

은 학교 간 뿐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인문계와 전문계, 남학교와 여

학교 등을 이동해야 하므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교원의 전보제도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미흡하나 소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보제도의 효과, 특히

교사가 주기적으로 학교를 이동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임교 경

력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의 학업 성취

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특성 중 하나로 학교장의 현임교 근무 경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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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보고서는 본 연구가 논의하려는 현임

교 경력의 효과를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박인용(2017)은 2016년 기준

학교장의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학교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우수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가

장 낮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장의 현재 학교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인

학교의 경우 우수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학교장의 현임교 경력

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 교원 순환전보 제도가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고 특히 동일교 최소 근무연한이 짧아 비선호 학교의 경우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소연

한 및 최대연한의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김순남, 2016).

이는 결국 교사의 한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인 현임교 경력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잦은 학교 이동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짧은 현임교 경력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공립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직무만족도와 같은

교사 개인수준과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학교 수준, 그리고 동료

교사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논의는 실증적 분석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학교 단위 교사채용

을 하고 있어서 교원의 전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한다(김갑성

외, 2010). 이러한 이유로 교원의 전보제도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 찾아

보기 힘드나 비슷한 맥락에서 교사가 같은 교육구 내의 다른 학교나 다

른 교육구의 학교로 이동하거나 교직을 떠나기 위하여 현재 근무하는 학

교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교사이직(turn over)에 관한 연구는 상당

히 진행되었다. 관련한 연구는 크게 교사의 이직이 학교와 동료 교사에

게 미치는 영향과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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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가 학교를 떠남으로써 학교와 남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하고 있다(Guin, 2004;

Hanselman, Grigg, Bruch, & Gamoran, 2011). 우선 교사가 이직 또는

다른 학교로의 이동을 위하여 학교를 떠나는 경우 남아있는 동료 교사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Guin(2004)은 교사 간 상호작용과 일관된 학교

풍토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Hanselman et al(2011) 역시

교사와 교장의 변화는 학교 내 구성원 간 협력과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

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의 질을 낮춘다고 밝혔다. 결국 교

사가 떠나고 새로운 교사가 들어오는 것은 조직 구성원의 관계와 신뢰,

그리고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학교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된 연구 역시 교사이동의 부정적 영향력을

제기하고 있다(Allensworth, Ponisciak, & Mazzeo, 2009; Ingersoll &

Rossi, 1995; Marinell, & Coca, 2013). Newman et al(2001)은 학교가 일

관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교사의 이직과 이동으로 인한 구성

원의 변화는 학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학교의 효과성

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학교의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하

여 Abelson & Baysinger(1984)은 교사는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맡은 교

육활동과 담당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이 학교를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

생에 대한 정보, 교육활동 계획, 그리고 담당업무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사

라지게 되며, 이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새로운 교사들은 학교와 학생

및 운영 중인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교사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학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기 보

다 주기적인 단절을 겪으면서 발전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Abelson & Baysinger, 1984).

또한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교사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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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료 교사와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교

사의 전문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Useem,

Christman, Gold, & Simon, 1997). 구성원의 변화가 잦은 조직은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일관된 규범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건설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힘들다(Marinell & Coca, 2013; Ronfeldt, Loeb, &

Wyckoff, 2013). 학교도 교사의 전보이동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특히 학교 단위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는 과

정에서 상당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학생의 발달을 위해 소요

되어야 할 교사의 시간과 학교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Barnes, Crowe, & Schaefer, 2007; Milanowski & Odden, 2007;

Texas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2000).

상술하였듯, 교사의 이직이나 다른 학교로의 이동은 학교의 안정된 운

영을 저해하고 구성원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교사의 이직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들은 대부분 부정적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oyd et al, 2005; Bryk &

Schneider, 2002; Darling-Hammond & Sykes, 2003; Dolton & Newson,

2003; Guin, 2004; Rivkin, Hanushek, & Kain, 2005; Ronfeldt, Loeb, &

Wyckoff, 2013). Guin(2004)은 학교 내 교사이동이 발생할 시 새로운 교

사에게 학교와 학생에 관하여 가르치고, 업무에 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기존의 교사와 새로운 교사 모두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개발하거나 수업

준비할 시간을 빼앗겨 결국 학생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보았다. Bryk & Schneider(2002)는 교사가 바뀌면서 전입 교사와 기

존의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의 질 및 신뢰의 저

하로 인하여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

구들은 결국 전출교사와 전입교사의 질이 똑같다 할지라도, 교사의 변화

자체가 학교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학생의 학업성

취 저하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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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실증 연구로 Dolton & Newson(2003)는 런던소재 316개 초

등학교 교사와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의 이직이 10%

증가하면 학생의 영어 성취는 2%, 수학은 2.5% 낮아짐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동으로 인하여 교사의 효과성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학생의 문제 행동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으

로 해석하고 있다. 텍사스의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이직과 학생의 수학 및 읽기 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

는 학업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ivkin, Hanushek,

Kain, 2005). 특히 이 연구는 학교 근무 경력과 관련하여 수학교사의 경

우 현임교 근무경력이 낮을 경우 적응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교사의 효

과성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8년간 뉴욕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이직과 학업성취를 조사한 연구 결과 역시 그 상관관계

는 유의하게 부적임을 보였다(Guin, 2004).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는 교사

의 이직과 이동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의 잦은 변화가 학생의 학업 성취

저하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의

원인은 우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변화로 인한 구성원 간 관계의 질

과 신뢰수준이 꾸준히 높아지는 대신에 반복적으로 단절을 겪으면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Newman et al, 2001).

이상의 국외연구는 이직이나 다른 학교로의 이동으로 학교의 교사가

자주 바뀌게 될 경우 남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이 질이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외 연구의 경우 우

리나라와 다르게 동일학교 최대 근속연한이나 최소연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할 때 학교를 이동하거나 그만둘 수 있다. 따라서 교

사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사의 이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이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는 비선호학교의

부정적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이처럼 교사이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특성을 통제하였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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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앞선 [표 Ⅱ-2]에서 제시하였듯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약

20%의 교사가 학교 간 이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이동으로 인한 부

정적 결과는 대체된 교사와의 질이 같은 경우에도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비록 교육환경은 다르지만 매년 교수자 구성이 변화

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최소연한이

없거나 1년인 교육청이 많고 대다수는 2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의 상황과 유사하게 교사가 원할 때 학교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

다. 따라서 매년 전국 평균 교사의 20%가 전보 이동을 하고 있으며 교

사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더 많은 교사가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교사의 잦은 이동이 주는 부정적 결과

를 보고 하는 국외연구 결과와 함께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동일학

교의 현임교 경력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실증적 분석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교직 경력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교사는 학생의 교육과

발달에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Darling-Hammond, 2000; Ferguson, 1998; Goldhader, Brewer, &

Anderson, 1999; Goldhaber & Anthony, 2003; Greenwald, Hedges, &

Laine, 1996; Hanushek, Kain & Rivkin, 1999; Sanders, Wright, &

Horn, 1997). 1960년대 발표된 콜먼 보고서는 학생의 학업에 미치는 영

향력은 학교보다는 가정의 배경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Coleman et al.,

1966). 그러나 콜먼 보고서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Aaronson, Barrow, & Sander 2007; Rivki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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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off, 2004). Darling-Hammond(2000)는 교사 질의 수준은 학생의 읽

기와 수학성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학생의 인종,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보다 교사의 질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더 큰 기여를 한

다고 보았다. 또한 Aaronson, Barrow & Sander(2007)은 시카고 공립 고

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수학교사의 질이 높을때 학생의 수

학성취 역시 향상됨을 보이며 교사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간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Rivkin, Hanushek, & Kain(2005)은 교사 간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에 큰 차이가 있으며 효과성이 높은 교사의 수업은 불리한

가정배경을 가진 학생의 학업성취 손실을 상당 부분 보완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사는 교육 성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교사의 질

을 측정하고 이를 제고하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사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합의되지는 못하였다(Goldhaber & Anthony, 2003). 다만 선행연구를 분

석한 결과 교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변수로 다음을 활용

하고 있었다. 국내의 경우 교육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교사 질의 대

리변수로 교사의 학력, 경력, 1급 정교사 여부, 정규직 여부를 사용하였

다(김은정 2005; 김은정, 김현제, 조성한, 2006; 김현제, 윤원철, 2006; 윤

홍주, 2016; 천세영, 2002). 이는 교사의 질이 교사의 학력과 경력, 그리

고 자격증 종류 등에 의해 달라지며 이러한 요인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외연구도 유사하게 교사 경력, 학력, 자격증 종

류, 전공과 교수 과목의 일치 여부, 인종을 교사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변

수로 설정하고 있다(Darling-Hammond, 2000; Goldhaber & Anthony,

2003; Goldhaber, Brewer, Anderson, 1999; Greenwald et al, 1996).

교사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

면 아직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 같다. 우선 교사의 경력은 교

사의 질을 나타내는 요인이라는 연구와 경력은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김아영, 차정은, 2003;

Goldhaber & Anthony, 2003; Greenwald et al, 1996; Hedge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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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aplan, Owings, 2001; Marsh, Hocevar, 1991; Rockoff, 2004;

Taylor & Tyler, 2011). Marsh & Hocevar(1991)은 195명의 동일교사를

13년간 관찰한 결과 교직 경력이 높아지더라도 학생이 수행하는 교사평

가와 강의평가에 변화가 없음을 근거로 경력에의 효과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Taylor & Tyler(2011)는 교사 경력의 효과가 5년이

되는 시점부터 감소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교사 경력의 제곱을

활용하였으나 교사경력 변수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의 수학 학업성

취는 일치하여 경력은 적어도 수학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구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사의 생산성

이 향상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두 관계를 선형관계로 보는 연

구와 비선형 관계로 보는 연구로 구분된다.

국내연구는 주로 경력에 따른 교사의 생산성을 선형관계로 설정하고

교사의 생산성을 학생의 학업성취로 측정하고 있다(김양분, 임현정, 김난

옥, 2012; 박소영, 2004; 안우환, 2007; 임현정, 김양분, 2012; Goldhader,

Brewer & Anderson, 1999; Rockoff, 2004). 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은 국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였다. 임현정, 김양분(2012)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을 구

분하여 교사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 보통학력 집단 학생이 우수학

력 집단으로 향상하는데 교사의 경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였다. 국

외연구 역시 교사 경력에 따른 생산성을 학생의 학업성취로 측정하고 있

으나 많은 경우 그 관계는 비선형으로 보고 있다(Darling-Hammond,

2000; Gordon, Kane, & Staiger 2006; Hanushek et al., 2002; Hanushek

& Rivkin 2010; Marsh, & Hocevar, 1991; Marsh, 2007; Murnane, 1975;

Rivkin et al., 2001; Rivkin, Hanushek & Kain, 2005; Taylor, Tyler,

2011). Hanushek(1986)은 109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40개의 연구

가 교사의 경력이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 33개의 연구에서 추가 경력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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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Murnane(1975)는 교사의 생산성은 경력 3

년이 되는 시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그 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씩 감소한다고 보았다. Rivkin et al(2001) 역시 교사 경력의 효과는 교

직 입직 후 초기 몇 년에서만 관찰된다고 주장하였으며 Brekelmans,

Wubbels, & Tartwijk(2005)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은 경력 초기 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를 종

합해 볼 때 교직 경력 첫 5년 이후부터는 경력의 효과가 완화되는 경향

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교사의 경력과 학생의 학업성취의 긍정적 관계는 교사의 경력

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교사의 역량 발달 덕분으로 보인다. 즉, 교사의 경

력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학급 내 리더십 수준은 향상되었고 교수활동의

핵심역량 역시 높아졌다(문찬주, 허광영, 이흔, 박세준, 2017; 윤지희,

2017; 이경진, 최진영, 장신호, 2009). 또한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역시 높아졌는데 영어, 수학, 과학, 지리 과목에서 교사들은 경력이 많아

질수록 실천적 지식의 수준, 수업 중 의사결정판단 능력, 학생과의 상호

작용 빈도, 수업 전문성이 유의하게 높아졌다(권성연, 2010; 김혜숙,

2006; 박경원, 2011; 송미사, 정혜영, 2015; 조호제, 윤근영, 2009; 최윤화,

최상호, 김동중, 2014). 이러한 결과는 곧 교사가 교직에 근무하는 동안

실제적 교수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이유로 교직

경력이 증가하면서 쌓이게 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은 학생의 학업성취

제고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경력에 의한 지식이란 일반적인 교수지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현임교 경력과 관련되는 상황적 지식과는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학교를 전보이동 하여 근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전임

교에서 축적된 맥락 특수적인 지식은 단절되고 다시 새로운 학교에 맞는

지식의 습득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을 제로에서 다시 시

작하는 교사는 자신이 앞으로 근무해야 하는 학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불충분하여 효과적인 교수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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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국·공립 교사가 짧은 주기로 반복하여 겪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보제도가 실제로 교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지 등과 같은 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

는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인 현임교 경

력이 실제로 교사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함으로써 이에 따

른 교원 전보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3. 교사 전문성

가. 교사 전문성 정의

Sanders & Horn(1998)은 교사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였다. 교사는 전문성 개발 노력을 통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학습을 계획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를 이끌 수 있다

(Schmoker, 2006). 따라서 전문적 지식은 교사가 더 높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는 학생의 학업성취 제고로 이어지므로 교사의 전문

성은 중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Shulman(1986)은 “교사가 자신

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행동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

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식, 신념, 방법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중 지식

은 교육학 지식, 교과내용지식, 그리고 상황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이종재(2004)는 교사가 학생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교육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이라

고 정의하였다. 교사 전문성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김옥예

(2006)는 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 지식을 일반교육학지식, 교과

내용지식, 교과 수업지식으로 구분하고 신념으로 교직관과 소명의식을

그리고 교수활동, 학급경영, 그리고 학생상담을 기술에 포함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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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에 근거할 때 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지식, 신념, 기

술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Borko(2004)

는 전문성 발달의 주체가 교사임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로서 교사가 능력

을 개발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결국,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신념, 동기, 기술 등과 같은 역량을 스

스로 향상하고자 이루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Avalos, 2011; Jensen & Reichl, 2011; Seyfarth, 2002).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는 교사의 교수활동 역량은 학생

학업의 중요한 영향요인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수활동 관련 지식과 기

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Darling-Hammond & McLaughlin,

1999). 또한 교사의 전문성 축적은 교사 개인의 직무만족도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사 개인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OECD,

2014).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학교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Borko, 2004).

나. 교사 전문성에 관한 선행연구

교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전문성이 학생 뿐 아니라

동료교사 그리고 교사 자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우선,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업성취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

적인 관계를 밝히고 있다(Borko, 2004; Cohen, Hill, & Kennedy, 2002;

Cordingley et al., 2005; Lovett et al., 2008; Martin & Dowson, 2009;

Newmann, King, & Youngs, 2000; Schmoker, 2006; Vescio, Ross, &

Adams, 2008; Yoon et al., 2007). Ferguson(1990)은 교사의 전문성은 학

생의 읽기 및 수학 성취 분산의 약 40%를 설명하며 이는 학생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Yoon et

al(2007)은 교사가 전문성 개발을 평균 49시간 정도 할 경우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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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에 비하여 학생의 학업성취가 약 23% 향상됨을 보였다. Martin

& Dowson(2009)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실제적 지식을 갖게 하고,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수업 구성으로

이어져 결국 학습동기 수준 제고 및 학업성취도 향상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다른 교사와의 공유

를 통해 학교 전체의 효과성을 향상한다(Avalos, 2011; Birman,

Desimone, Garet, Porter, & Yoon, 2001; Borko, 2004; Fishman et al.,

2003; Guskey, 2002). Avalos(2011)는 교사가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동료

교사와 공유함으로써 지식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하여 교

사 스스로만 아니라 동료 교사의 질까지 제고되어 학교 전체의 효과성이

향상된다. 또한 전문성 개발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은 교수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신념의 변화를 야기한다. Guskey(2002)는 전문성 개

발로 인한 교사의 변화된 신념은 교실에서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와 학생

의 학업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Birman et al(2001)은 수학, 과학 교사

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문성 개발에 참여한 교사의 지식과 기술이

교수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shman et al(2003)

역시 학생의 학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

사의 경우 실제로 수업에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학생의 학업성

취가 유의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은 무엇이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

력하게 하는지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영향

요인은 교사의 행정업무 및 학생지도 시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금전적·

시간적 지원, 멘토 프로그램,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그리고 학교 만족

도가 있다(교육부, 2014; 송인발, 박주호, 2014; 장선희, 정제영, 2017; 정

제영, 김현주, 이유진, 2014; 정제영, 이희숙, 2015; Birman et al, 2001;

Conway, Krueger, Robinson, Haack, & Smith, 2002).

우선 학교의 특성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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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로 정제영, 김현주, 이유진(2014)과 송인발, 박주호(2014)는 학

교가 교사에게 전문성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많이 할수록 교사의 전문

성 개발 참여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국외연구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전문

성 개발 노력에 비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

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재정지원임을 알 수 있다(Birman

et al., 2001). 학교의 특수학생 비율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력과 관

련이 있었다. 특히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경

우가 늘어나면서 특수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교육부, 2014; 이숙향, 안혜신, 2011). 또한 멘토 프로그램의 운

영도 교사의 전문성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교사 멘토 프로

그램이란 저경력 교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교수활

동을 할 수 있도록 고경력 교사가 수업 참관과 팀티칭을 통하여 코칭 및

피드백을 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멘토가 있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

사에 비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였다(Smith, 2002).

학교 평균적인 학생의 경제적 수준 또한 전문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정

제영, 김현주, 이유진, 2014).

다음으로 교사 개인특성인 교사의 성별, 학력, 경력의 경우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일수록,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 높

았다(송인발, 박주호, 2014; 정제영, 김현주, 이유진, 2014). 또한 교사의

교육연한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학사학위 소지자에 비하여 석

사학위를 소지한 교사가 특히 수업 관련 전문성 개발 향상에 더욱 노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선희, 정제영, 2017).

소결하면 교사는 교과 지식과 교수활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할 때 적절

한 방식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한 지식을 축

적하기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중요하다. 또한 교

사의 전문성은 교사로서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동료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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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 전체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에 교사의 경력은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사의 경력 뿐 아니라 교사의 현임교 경력

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다. 교사의 총 교직경력과 달리 우리나라 국·공립 교사들은 교원전보제

도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학교를 이동함으로써 근무학교의 경력이 새로

시작된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에서의 근무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 학

교와 학생 그리고 동료 교사와 업무에 대한 적응 때문에 전문성 개발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학교이동 시 교사의 전문성

축적이 단절된다는 점(Abelson, & Baysinger, 1984; Newmann et al.,

2001)을 고려하면, 현임교 경력이 적은 교사보다 많은 교사의 전문성 개

발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현임교 경력과 전문성 개발의 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일학

교 최대 근속연한이 되기 전 전보 이동을 한 교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하여 전문성 향상의 정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교

사의 경력이 5년 이후부터 그 효과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임교 경력 역시 교사 경력에의 간섭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보제도 운영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

발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4. 교사 효능감

가. 교사 효능감 정의

교사의 효과성을 향상하는 또 다른 교사수준의 요인으로 교사 효능감

이 있다. 효능감에 대한 초기 연구자인 Bandura(1977)는 자기 효능감이

란 사람들이 어떠한 수준의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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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보았다. 교사 효능감은 이러한 효능

감에 교직 장면을 적용한 개념이다. 교사 효능감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

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와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스

스로 믿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아영, 김미진, 2004; Ashton, 1984;

Ashton, Webb, & Doda, 1986; Berman, Gelso, Greenfeig, Hirsh, 1977;

Gibson & Dembo, 1984; Glickman & Tamashiro, 1982). 결국 교사의 교

수활동의 결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효

능감은 학생이 학습 동기가 다소 부족하거나 학습과정에 어려움을 보이

더라도 학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사로서 필요한 노력과

열의를 다하도록 한다(Guskey & Passaro, 1994; Tschannen-Moran,

Woolfolk-Hoy & Hoy, 1998). 따라서 높은 교사 효능감을 가진 교사는 학

생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을 도와주

고자 노력하지만,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책임감이

낮다(Berman et al., 1977; Gibson & Dembo, 1984; Klassen & Chiu,

2010).

효능감에 대하여 Bandura(1997)는 교사의 효능감은 학생의 자기 효능

감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다시 교사의 효능감에 영

향을 주는 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의 낮은 효능감은 다

른 교사에게로 전이되어 학교의 자기 패배주의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만

든다. 그러므로 만약 교사 효능감 발달에 긍정적인 현임교 경력 효과가

존재한다면 학교 평균 현임교 경력이 긴 학교는 전반적인 교사 효능감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효능감 정도가 높다

는 것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의

미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 성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 효능감의 수준은 교사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사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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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 효능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Allinder, 1995; Ashton, Webb, & Doda, 1983; Ashton, 1984;

Bandura, 1997; Caprara, et al, 2006; Gibson & Dembo, 1984;

Tschannen-Moran & Barr, 2004). Ashton, Webb, & Doda(1983)은 고등

학교 교사 4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사의 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

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Gibson & Dembo(1984)는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수업 활동을 한다고

보았으며, Stallings & Hentzell(1979) 교사 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수업시

간에 비수업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

다. 또한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학생 역시 더 큰 폭의 성

장세를 보였다(Allinder, 1995). 이처럼 효능감이 높은 교사에게 배우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과를 자신의 책임

으로 돌리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기순, 공영재, 2011). 이러한 교사의 효능

감은 학생의 가정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성과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

기의 정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Midgley, Feldlaufer, &

Eccles, 1989; Tschannen-Moran & Barr, 2004; Woolfolk, Rosoff, &

Hoy, 1990).

교사의 효능감이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교사의 효능감이 교사 자신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교사의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수업 활동

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밝히

고 있다(Allinder, 1994; Caprara, Barbaranelli, Borgogni, & Steca, 2003;

Caprara, et al, 2006; Chan, Lau, Nie, Lim, & Hogan, 2008; Coladarci,

1992; Glickman & Tamashiro, 1982; Klassen & Chiu, 2010; Ware &

Kitsantas, 2007).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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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법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높

고, 교수활동에 더 헌신한다(김아영, 김미진, 2004; Allinder, 1994;

Coladarci, 1992; Guskey, 1988). 또한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직무에 전념

하는 데 도움을 준다(Caprara et al., 2003; Chan et al, 2008; Glickman

& Tamashiro, 1982; Ware & Kitsantas, 2007). 따라서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교직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학교환경에서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성택(2001)은 교사 효능감

과 직무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환경과 교사의 직

무를 교사 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교사의 업무량,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 근무 조건과 같은 학교특성은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주

며 이는 교사의 직무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교사의 효능감이 교사의

교육성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교사의 효능감 향상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요인으로 학교풍토, 신뢰로

운 학교 분위기,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의 정도, 그리고 학교 소재지가 있

다(강호수, 김지혜, 송승원, 김한나, 2016; Ciani, Summers & Easter,

2008; Gibson & Dembo, 1985; Hoy & Woolfolk, 1993; Moore &

Esselman, 1992). 우선 학생의 학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

음, 즉 교사 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았다(Hoy & Woolfolk, 1993). 학교가

외부의 불합리한 요구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

는 학교의 교사는 그렇지 않은 학교의 교사보다 효능감이 더 높았다

(Gibson & Dembo, 1985). 또한 학교의 결정에 교사의 의사가 반영되는

학교 분위기와 교사의 효능감은 강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학교의 의

사결정에 교사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높았다(Moore &

Esselman, 1992). 국내연구로 강호수 외(2016)는 학교의 소재지가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

의 교사가 읍면지역 소재 학교의 교사보다 더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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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특성 변수 중 많은 국내연구는 교사의 효능감과 전문성 개발

활동의 관계에 주목하였다(강호수 외, 2016; 김찬종, 2009; 황흠, 박수정,

박선주, 2016; Althauser, 2015). 이들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 효능감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찬종(2009)은 교직 입문 후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사가 참여하

는 연수는 수업의 질과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

해 교사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만족감을 느끼며 효능감이 발달하게 된다

고 보았다. 또한 강호수 외(2016)도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 중 하나인

교사학습 공동체 참여 정도가 늘어날수록 교사 효능감도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외연구 역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교사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Althauser, 2015).

교사 성별은 교사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

한다(김효남, 2010; 이수진, 서영민, 이영, 2010; 전수빈, 안홍선, 2015; 황

흠, 박수정, 박선주, 2016; Greenwood, Olejnik, & Parkay, 1990; Klassen

& Chiu, 2010). 그러나 어떤 성별이 교사 효능감이 더 높은가는 상황과

학교급, 그리고 교수 과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관된 결과는 도출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효남(2010)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보다 교사 효능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

였고, 이수진 등(2010)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중등학교 정보·컴퓨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다른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 효능감을 세분하여 학급 관리영역에서의 효능감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남교사가 학급관리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가 더 컸다

(Klassen & Chiu, 2010). 그러나 Greenwood, Olejnik, & Parkay(1990)는

여자 교사의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 경력과 교사 효능감 역시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그 관계는 정적 선형관계를 보고한 연구와 비선형 관

계를 보고한 연구로 나누어 진다(김아영, 김민정, 2002; 안정민, 김재욱,

2011; 이수진 외, 2010; 홍창남, 2006; Chan et al., 2008; Gibson &



- 37 -

Dembo, 1984; Klassen & Chiu, 2010; Tschannen-Moran &

Woolfolk-Hoy, 2007; Wolters & Daugherty, 2007). 비선형 관계를 가정

한 연구로 황흠, 박수정, 박선주(2016)은 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교직 총 경력 20-30년인 교사가 10년 미만의 경력 집단에

속한 교사보다 더 높은 교사 효능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선형

관계로 분석한 Klassen & Chiu(2010)는 교사 경력 초기부터 중기까지

교사 효능감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 감소하였다고 하였

다. 이처럼 교사 경력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면 교사 효능감이 감소하는

이유는 교직경력이 점차 쌓이면서 교사 효능감을 낮추는 경험을 했기 때

문으로 해석하고 있다(Gibson & Brown, 1982). 주목할 만한 연구로

Chester & Beaudin(1996)은 교직경력과 현임교 경력을 활용하여 교사

효능감을 연구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근무

1년 차 교사의 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고, 특히 고경력 교사이면

서 도심지역의 학교 근무 경력이 1년인 교사의 경우 저경력이면서 똑같

이 도심지역 학교의 근무 경력이 1년인 교사보다 교사 효능감이 낮아지

는 정도가 더 컸다. 즉, 현임교 경력이 동일할때 교직 총 경력에 따라 교

사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재 근

무하는 학교의 경력이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총

교직 경력이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결하면 교사의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발달과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므로 교사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교수활동

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직무에 몰입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 효능감을

향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Gibson & Dembo, 1985). 그러나 안타깝

게도 우리나라 교사의 평균 효능감 수준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4).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보

제도로 인한 반복되는 새로운 학교에의 적응과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과 같은 인식조사 연구결과와 현임교 경력 1년차 교사의 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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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감소한 양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교사의 낮은 효능감은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환경에

서 근무해야 하는 교사 전보제도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교사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더 효과적인 제

도운영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이론적 틀

1. 경력발달 이론

교직경력은 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Hargreaves & Fullan,

2014). 즉, 어느 정도의 교직경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 교사의 교수활

동에 대한 헌신과 역량, 그리고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는 곧 교사의 경력은 직무수행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대표적으로 Huberman(1989)은 교직경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교사의 삶과 경력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Huberman(1989)은 교직경력의

입문 단계를 경력 초기 3년으로 보았다. 이 시기 교사는 교직에 처음 들

어오면서 생존과 발견(survival and discovery)을 하게 된다. 다음 4-6년

은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로 교사로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7-18년에 교직경력 3단계로 접어들면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실험주의(experimentation)와 행동주의(activism)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

대로 새로운 수업 방법에 도전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자기반성의 단계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19년부터 30년은 4단계로 평정

(serenity) 또는 보수주의(conservatism)를 경험하게 된다. 평정 단계의

교사는 학생과의 더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온함을 느끼고, 보수주의

단계의 교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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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 마지막 단계는 31년 이후로 이탈단계로 교직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Hargreaves & Fullan(2014)은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세 단계로 나누어

경력단계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였다. 교직을 시작한 단계의 교사는 변화

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적응이 빠르지만 효과성은 낮다. 이 단계의 교사

는 경험이 적어 혁신적인 지식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준

비가 되어있지 않아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학

생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실제로 이들이 학생

의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

록 학교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중간 경력단계의 교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자신이 있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다른 두 경력단계

의 교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인다. 전문성 축적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전문적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자

신의 수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 마지막 경력단계에 속한 교

사는 교직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다른 경력 집단에 비하여 가장 낮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자본의 정도는 가장 높다. 오랜 교직

경험을 통하여 많은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들의 전문성은 매우 높

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경력 집단 교사에 비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

적 지식의 정도는 가장 높지만 교직에 투자하는 낮은 열의와 헌신 때문

에 추가적인 전문성 축적의 노력이 적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수업

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잘 하지 않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종

합하면 교사는 교직경력이 더 오래될수록 교사 직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

을 축적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실제 자신의 교수활동에 적용하면서 효

과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교사의 전문적 지식

가. Shulman과 Cochran-Smith & Lytle의 교사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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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lman(1986)은 교사의 지식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 교과내용지식 (Content Knowledge)

· 교과교육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 교육과정지식 (Curricular Knowledge)

교과내용지식이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교과교육지식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지식이다. 따라서 교과내용 지식보다 교과교육 지식은 교수활

동 전문가로서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해주는 지식으로 볼 수 있다. 교

과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

인지 학생의 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교수학습 활동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Shulman,

1986). Shulman(1987)은 앞서 자신이 분류한 교사의 지식에 다음을 추가

로 제시하였다.

· 일반교육학 지식 (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 학생특성 지식 (Knowledge of learn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 교육적상황 지식 (Knowledge of educational contexts)

· 교육목표, 목적, 가치, 철학,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지식

(Knowledge of educational ends, purposes, and values, and their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grounds)

이 중 학생특성 지식과 교육적상황 지식을 살펴보면, 학생특성 지식이

란 가르치는 학생 개인의 특성에 대하여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미

하고, 교육적 상황이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나 지역에 대해 아는 지식

을 뜻한다. 결국,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지식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교사

는 이 둘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일어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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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교사는 교과내용 지식 뿐 아니라 학생과 학교 그리고 지역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더욱 적합한 방식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교과내용 지식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을 근거로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효과성 관계는 다음과 같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교사지식과 다르게 학생특성 지식과 교

육적상황 지식은 맥락특수적 지식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교사전보이동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교사는 일정 시점마다 근무하는 학교를 이동해야

한다. 새로운 학교로 이동한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

생과 지역에 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수활동에 투입되게 된

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경우 학생특성 지식과 교육적 상

황 지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여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보다 더 낮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Cochran-Smith & Lytle(1999)는 교사는 경력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겪는 축적된 경험이 곧 교사의 지식이 된다고 보았다. 이를 ‘현장지식’

또는 ‘실천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론적 지식과 구분되는 지식으로 보았

다.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지식으로 나누었다.

· 실천을 위한 지식 (knowledge-for-practice)

· 실천 안의 지식 (knowledge-in-practice)

· 실천지식 (knowledge-of-practice)

우선 ‘실천을 위한 지식’이란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이론적 지식으로 앞서 Shulman(1987)이 제시한 지식 중 교과교육

지식에 해당한다. ‘실천 안의 지식’이란 교사가 실천과 반성을 통하여 얻

는 지식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실천지식’이란 교사의 전체 교직 경력

단계 동안 축적하는 지식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경력과 관련된

지식은 실천지식으로 이 지식의 수준은 교사의 경력 뿐 아니라 현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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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학교에서의 경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의 전문적 자본

상술하였듯 교사는 경력의 발달에 따라 교수학습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어 교사 효과성이

높아지게 된다.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인 교사의 전문성을

Hargreaves & Fullan(2014)은 전문적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문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적자본, 사회적 자

본, 그리고 의사결정 자본이 있다. 우선 인적자본이란 교사가 가지고 있

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효과적으

로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과정, 그리고 학생 개인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가르치는 과목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

한 지식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Shulman의 교과내용 지식과 교과 교육지

식에 해당하고 Cochran-Smith & Lytle이 주장한 실천을 위한 지식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르치는 학생의 문화와 가정 환경에

대하여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Shulman의 학생

특성 지식과 교육상황 지식, 그리고 Cochran-Smith & Lytle의 실천지식

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의 세 학자 모두 교사가 갖

추어야 할 지식으로 교과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에 관한 이

해에 관한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이란 교사가 다른 사람의 인적자본에 접근하게

해 주는 지식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이 있는 교사는 수업을 하거나 학

생 평가를 할 때 다른 동료교사와 협력함으로써 학교조직 자체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 학교 구성원 간 신뢰가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은 경향

을 보이는 이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가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교사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선 인적자본은 교사 개인

의 질과 능력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교사 개인이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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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교사의 성과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의 전제조건은 동료

교사와의 믿을 수 있는 관계와 활발한 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이 낮은 경우 동료 교사와의

관계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교사

의 높은 사회적 자본을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자본이란 교사의 즉각적이고 자율적인 합리적 의

사결정을 의미한다. 교직 경험을 통해 충분한 지식을 축적한 교사는 상

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자본은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므로 사회

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적자본, 사회적 자

본, 의사결정 자본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이러한 자본을 갖추고 있는 교

사는 전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틀

본 연구는 교사가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하는 현임

교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교사의 전문성 및 효

능감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선 이론적 근

거를 바탕으로 다음 [그림 Ⅲ-1]과 같은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 관심사인 교사의 현임교 경력 효과는 교사의 교직 총 경력

효과에 근거하고 있다. 교사의 경력은 교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주 활용되는 변수이다. 종래의 연구들은 교사의 경력은 교사의 전문성,

효능감을 비롯하여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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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현임교경력 효과 분석틀

을 밝히며,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의 질이 높다고 보고 있다

(Darling-Hammond, 2000; Gordon, Kane & Staiger 2006; Murnane, 19

75; Rivkin et al., 2001; Rivkin, Hanushek & Kain, 2005). 이러한 결과

는 교사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직에서 겪은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

교육지식, 교과내용 지식 등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경력이 쌓

이면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르

치는 과목에 대한 내용지식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교육지식이 축적된다. 이러한 지식은 경력이 높아지면서 점

차 쌓이게 되고 자신의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하면서 학생의 교육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사의 효과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경력의 효과는 교사채용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국

가의 경우 교사는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교직 총 경력과

현임교 경력 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사 전보 제도로

인하여 모든 국·공립 초·중등 교사는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은 최소 1년에서 5년인 반면, 교직 경력은 계속 증가

하게 되므로 교직 총 경력과 현임교 경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때 현임교 경력은 곧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경험의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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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에 대한 이해와 동료 교사, 학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식수준이 얕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중 하나인 학생에 대한 지식

과 교수상황에 대한 지식(Shulman, 1987), 실천지식(Cochran-Smith &

Lytle, 1999), 그리고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의사결정 자본(Hargreaves

& Fullan, 2014)은 이제 막 새로운 학교에서의 근무를 시작한 교사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 학교에 교사가 계

속 근무한다면 교육 일반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상황적 지식 역시 계속

증가하겠지만, 학교를 이동하게 되면 교사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지

식이 전무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력과 어느 정

도 함께 성장하던 교사의 효과성은 교사의 학교 이동이 일어나 현임교

경력이 처음으로 돌아갈 때마다 효과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복하여 겪게

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총 경력이 같은 교사일지라도 현임교 경력이 낮

은 교사는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보다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 효과에 영향을 준다면 효

과의 크기는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고

경력 교사는 저경력 교사에 비교하여 더 풍부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임교 경력이 낮은 시기

의 부족함을 기존의 지식으로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같은 현임교 경력이라 할지라도 고경력 교사는 저경력 교사에 비해

현임교 효과가 더 작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특성 역시 현임교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 학교 평균 성취수준, 그리고 소득수준과 같은 학교특

성은 학교에서의 교사 근무 기간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sworth, Ponisciak, & Mazzeo, 2009; Dolton &

Newson, 2003; Hanushek, Kain, & Rivkin, 2004; Ingersoll & Rossi,

1995; Ingersoll, 2001; Lankford, Loeb, & Wyckoff, 2002; Steinbrickner,

1998). 따라서 교사의 현임교 효과 또한 이러한 학교특성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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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효과

크기는 무엇의 영향을 받는지 확인함으로써 현임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전보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교사

의 전문성 개발 참여 정도 및 효능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하여 OECD의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13 자료를 활용하였다.

TALIS는 교사 중심의 대규모 국제비교 조사로 1주기 조사인 TALIS

2008을 시작으로 2주기 조사인 TALIS 2013이 실시 되었다. 한국의 본조

사 기간은 2013년 5월 6일에서 2013년 5월 30일이며, 조사 대상은

ISCED 2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에 해당한다. TALIS 2013을

기준으로 2단계 층화확률비례추출법(Two-stage stratified sampling

design)에 따라 1차 학교 단위와 2차 교사단위로 표집하였다(OCED,

2014). 그 결과 한국의 200개 중학교가 표집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183개교이다. 참여 대상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183명과 학교 당 20명 내외로 교사 총 3,451명이다.

TALIS 2013은 교사 및 교직환경 중심 데이터로 교사와 학교장의 성

별과 경력과 같은 개인특성,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 리더십, 교사평

가, 학교풍토, 교사 멘토 프로그램, 교수학습 활동, 직무만족도, 전문성

개발, 그리고 효능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의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정도와 효능감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기에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TALIS 2013은 총 34개국

이 참여하였으나 본 연구는 한국의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최종 177개

중학교 교사 2,933명의 응답 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국·공립 정규교사

1,5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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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

변수

교사 전문성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기간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교사 효능감 교사 효능감 관련 12개 문항 평균(4점 척도)

독립변수 현임교 경력 현재 학교 근무 경력(년)

통제

변수

교

사

수

준

남교사 남교사(1) 여교사(0)

교직경력 총 교직경력

교직경력² 총 교직경력의 제곱

행정업무 시간 주당 행정업무 처리시간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관련 10개 문항 평균

멘토참여여부 멘토 참여 (1) 미참여 (0)

학

교

수

준

학교평균교직경력 교사 교직경력의 학교평균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

학교의 저성취 비율 학교의 저성취 학생의 비율

특수학생 비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비율

영재학생 비율 학문적으로 영재인 학생의 비율

교사의사결정 정도 학교의 결정에 교사가 참여하는 정도(4점척도)

학생수 학교의 총 학생 수

학교 소재지

인구수 백만명 이상 지역 (0)

인구수 십만명 이상 -백만명 미만 지역 (1)

인구수 십만명 미만 (2)

[표 Ⅲ-1] 주요 변수구성 및 설명

제 3 절 변수구성

본 연구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및 교사의 총 경력과 학교특성에 따른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살

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현임교 경력이란 교사의 전보이동 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교의 근무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보제도의 적용대상인

국·공립 정규교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변수는 다음 [표 Ⅲ-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이고 다른 하나

는 교사의 효능감이다. 먼저 교사의 전문성의 경우 지난 1년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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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와 기간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경우 어떠한 전문성 개발 활동도 하지 않은 교사의 해당 항목 값은 0이

된다. TALIS 2013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영역의

참여 및 기간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 내용이나 교육학 지식 등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 및 워크숍, 학술대회, 학교나 기관

의 방문, 수업 참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한 기

간은 일(duration of days) 단위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6-8 시간을 1일

참여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전문성 개발 활동별 참여

기간의 합을 활용하였으나, 자료의 정규성 가정 검토 결과 부적 편포를

보였다. 이에 로그변환을 통하여 비정규성을 완화한 로그 전문성 개발

기간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교사의 효능감의 경

우 TALIS 2013은 교사의 효능감을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학습 결

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12가

지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이들의 평균값을

교사 효능감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현임교 경력은 설문에

응답한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재임 기간(years of working at

this school)으로 하였다.

각각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교사수준과 학교수준으

로 구분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8).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먼저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수준의 변수로 교사 총 교직 경력, 성

별, 주당 행정업무시간, 직무만족도, 멘토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활용하

였고, 학교수준 변수로는 학교 평균 교직경력, 학교 평균 저소득층 학생

비율, 저성취 학생 비율, 영재학생 및 특수학생 비율, 학교의 결정에 교

사가 참여하는 정도, 학생 수 그리고 학교 소재지를 투입하였다(권성연,

8) TALIS 2013은 교사학력을 국제교육표준지표(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에 근거하여 5, 5A, 5B,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고등

교육을 의미하는 5B와 6은 우리나라 교육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을 뿐 아니

라 한국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5A에 해당하는 교육단계인 고등교육을 이수하였

다고 응답한 교사는 약 98%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 학력에 따른 차이(variation)

가 없다고 판단하여 통제변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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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김혜숙, 2006; 박경원, 2011; 송미사, 정혜영, 2015; 송인발, 박주호,

2014; 이숙향, 안혜신, 2011; 장선희, 정제영, 2017; 정제영, 김현주, 이유

진, 2014; 정제영, 이희숙, 2015; 조호제, 윤근영, 2009; 최윤화, 최상호,

김동중, 2014; Birman et al, 2001; Smith, 2002). 다음으로 교사의 효능

감의 통제변수로 교사수준에서 교직 총 경력, 성별, 전문성 개발 정도,

직무만족도, 멘토 참여 여부를 활용하였고, 학교수준 변수로 학교평균 교

사 경력, 학교의 특수학생, 저소득층 학생, 저성취 학생 비율, 교사의 의

사결정 참여 정도, 그리고 학교 소재지를 투입하였다(강호수 외, 2016; 김

찬종, 2009; 김효남, 2010; 박연경, 2005; 황흠, 박수정, 박선주, 2016;

Althauser, 2015; Chan et al., 2008; Ciani, Summers & Easter, 2008;

Greenwood, Olejnik, & Parkay, 1990; Gibson & Dembo, 1985; Hoy &

Woolfolk, 1993; Klassen & Chiu, 2010; Moore & Esselman, 1992;

Tschannen-Moran & Woolfolk-Hoy, 2007; Wolters & Daugherty, 2007).

교사 성별의 경우 남교사를 ‘1’, 여교사를 ‘0’으로 코딩하였다. 교사의

총 교직 경력(years of working as a teacher in total)은 교사가 응답한

기간을 그대로 활용하되, 교사 경력과 생산성의 비선형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역시 비선형을 가정하고 경력의 제곱값을

활용하였다(Darling-Hammond, 2000; Gordon, Kane & Staiger 2006;

Hanushek et al., 2002; Hanushek & Rivkin 2010; Marsh & Hocevar,

1991; Marsh, 2007; Murnane, 1975; Rivkin et al., 2001; Rivkin,

Hanushek & Kain, 2005; Taylor & Tyler, 2011). 주당 행정업무시간은

교사가 응답한 1주일 평균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

용한 시간인 연속변수이다. 직무만족도는 교사라는 직업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4점 척도 10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멘토 참여

여부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교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참여할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수준 변수 중 학교 평균 교직 경력은 학교별 교사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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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력의 평균값이다.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는 학교에서 의사결

정이 이루어질 때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4점

척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의 영재학생, 특수학생, 저성취 학생, 그리

고 저소득층 학생은 학교 전체 학생 중 각각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하며 그 비율은 0%, 1-10%, 11-30%, 31-60%, 그리고 60% 이상으

로 구분되어있다. 각 구간의 중간값인 0%, 5%, 20%, 45%, 그리고 60%

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학교 소재지의 경우 TALIS는 인구수를 기준으

로 구분하고 있다. 백만 명 이상, 십만 명 이상 백만 명 이하, 십만 명

이하의 순서로 지역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교사가 전보이동

시 경합이 벌어지는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 십만 명 이상인 도시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인구 백만 명 이상을 ‘0’, 인구 십만 명 이상 백만 명 미

만을 ‘1’, 인구 십만 명 미만을 ‘2’로 코딩하였다.

제 4 절 분석방법 및 모형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본 연구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TALIS 2013 자료를 활용하

였다. 전술하였듯 TALIS 2013은 2단계 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개인이 집단에 속하는 구조인 다층자료이다. 따라서 동일학교에 근무하

는 교사의 경우 학교문화나 특성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

간 상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강상진, 2003). 이에 대하여 Cronbach(1976)

는 개체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실제보다 과장되며, 자유도가 실제보다 커질경우 분산

은 축소되게 되고 t-값이 과대추정되어 과소추정된 표준오차는 일종오류

를 증가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의 표집 방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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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정도와 효능감 수준을 교사의 현임교 경력을

비롯한 개인 수준과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수준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방법을 2-수준 다층모형으로 선정하였다.

1. 현임교 경력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정도가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받

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기보다 학교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가정한 모형

의 분석 결과 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이를 고정(fixed)한 다음의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

   현임교경력   교직경력 주당행정업무시간 

  직무만족도   멘토참여여부   남교사여부  ∼
 

2-수준 모형:

    학교평균교직경력   교사의사결정참여도 

  학생수   학교소재지   저소득학생비율   저성취학생비율

  특수학생비율  영재학생비율  ∼  

    학교평균교직경력   교사의사결정참여도   학생수 

  학교소재지   저소득학생비율   저성취학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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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수준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정도에 본 연구의 관심변수

인 현임교 경력이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전문

성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교사 개인특성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는 j학교에 근무하는 교사i의 전문성 개발

참여 정도이며, 는 j학교의 교사의 전문성 참여 평균을 의미한다. 2-

수준 모형은 1-수준의 와 가 모형에 투입한 학교특성의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 있다. 는 교사 전문성의 전체 평균이다. 또한 기울기 계

수인 은 각 학교특성이 한 단위 변화할 때 학교평균의 교사 전문성

참여의 평균 변화량이다.

2. 현임교 경력이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

는 개인특성 뿐 아니라 학교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는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고정(fixed)함으로써 학교에 따

른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1-수준 모형:

   현임교경력   교직경력 전문성개발참여정도 

  직무만족도   멘토참여여부   남교사여부  ∼
 

2-수준 모형:

    학교평균교직경력   교사의사결정참여도 

  저소득학생비율   학교소재지  저성취학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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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생비율 ∼  

    학교평균교직경력   교사의사결정참여도 

  저소득학생비율   학교소재지   저성취학생비율 

  

1-수준 모형은 교사의 효능감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현임교 경력

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 따라 교사의 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교사 개인특성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

다. 모형의 는 j학교에 근무하는 교사i의 효능감이며, 는 j학교의 교

사의 효능감 평균을 의미한다. 는 각 학교에서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이다. 2-수준 모형은 1-수준의 와 가 모형에

투입한 학교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는 교사 효능감의 전

체 평균이다. 또한 기울기 계수인 은 각 학교특성이 한 단위 변화할

때 학교평균의 교사 효능감의 평균 변화량이다. 또한 수준 간 상호작용

의 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은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평균 교직경력에 따

라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본 연구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과 전문성 및 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TALIS 2013이 제공하는 자료 중 한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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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중학교 정규교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연구에 사

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 [표 Ⅳ-1]와 같다.

구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교사 전문성 15.97 26.072 0 250

교사 효능감 2.891 0.516 1 4

교사

수준

현임교 경력 2.149 1.516 0 9

교육 총 경력 18.096 9.362 0 40

성별(남교사=1) 0.265 0.441 0 1

주당 행정업무 시간 5.599 5.788 0 30

직무만족도 2.829 0.497 1 4

멘토참여(참여=1) 0.151 0.359 0 1

학교

수준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3.571 0.495 3 4

특수학생 비율 9.393 10.932 0 60

저성취학생 비율 13.123 12.060 0 60

영재학생 비율 9.155 10.149 0 60

저소득학생 비율 13.354 11.166 0 45

학교 소재지

(참조집단:인구백만이상)
0.484 0.50 0 1

학교 소재지(10만 이상) 0.342 0.474 0 1

학교 소재지(10만 미만) 0.175 0.271 0 1

학생수 859.404 356.195 34 2,000

학교평균 교직경력 18.114 3.783 6.5 26.833

N 1,598

note. 교사 전문성의 단위는 일(duration of days)이며, 1일은 약 7시간임.

[표 Ⅳ-1] 기술통계

먼저 종속변수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의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평균 15.97일을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TALIS 2013은 전문성 개발활동에 참여한 시간이 6-8시간인 경우

이를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년 평균 전문성 개발활동 참

여 기간이 15.97일이라는 것은 하루를 7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1년 평

균 약 112시간을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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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교원업적평가는 전문성 개발영역에서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구 및 연수활동에의 적극성 판단의 상한을 1년 평균 90시간으로 설정하

고 있다(교육부, 2015). 이를 고려할 때 교사들이 상당한 시간을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교사의 효

능감의 평균수준은 2.891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34개 국가의 평균적인

교사 효능감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허주 외, 2015).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현임교 경력의 최소단위는 0년으로 이는 교사의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임을 의미한다. 최대가 9년

인 이유는 동일학교 최대 근무연한이 가장 긴 곳은 전북 교육청의 6년이

지만, 전보유예 제도로 현임교 경력이 최대연한을 지나더라도 교장의 전

보유예 요청시 동일학교 계속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비율은 매우 적어 6년 이상 동일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3%에 불과하였다. 전체 응답자 평균 현임교 경력은 2.15년으로 현임

교 경력이 0년-3년 사이인 교사가 전체의 81%이고, 4년은 11%, 그리고

대부분 교육청의 최대 근속기간인 5년인 교사는 4%였다. 이를 통해 동

일교 최대 근속연한인 5년을 채우는 교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 중 교사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교직경력 평균은 18.096년으로

최소 경력교사는 1년 이하, 최대 경력교사는 40년으로 나타나 다양한 경

력단계의 교사가 분포하여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성별은 남교사가

26.5%로 여교사 보다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교사의 일주일 평균 행정업

무 처리시간은 약 5.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 평균인 2.9시간과

비교하면 1.9배 더 많다(OECD, 2014).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과 교사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Althauser, 2015; Birman, et al., 2001)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시간은 전문성 및 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으로 직무만족도는 약 2.8점으로 이 역시 다른 국가의 평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멘토 참여란 학교에서 멘토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교사에게 멘토 교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신보다 경력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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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은 교사와 멘토-멘티를 이루어 활동하는 교사는 15.1%였다.

학교 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가 참여하는

정도는 평균 3.57 정도로 나타났다. 학교의 학생 특성 중 특수학생 비율

은 평균 9.4%, 저성취 학생은 약 13%, 영재 학생은 9%, 그리고 저소득

층 학생의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는 학교가 위치한 지역

의 인구수로 광역시와 특별시에 해당하는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지역에

소재한 학교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고 있다.

제 2 절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의 변화

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사의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과 효능감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약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전문성 참여도와 효능감 수준은 현임

교 경력에 따라 차이가 관찰될 가능성이 크며, 앞선 선행연구와 분석틀

에 근거할 때 현임교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 역시 높아

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그림 Ⅳ-1], [그림 Ⅳ-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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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효능감

먼저 [그림 Ⅳ-1]은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

여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고 있다. 이때 교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한 활동 기간의 단위는 일(days)이며 괄호 안은 시간을 의미한

다. 상자도표(box plot)는 자료가 연속변수인 경우 집단 간 분포를 비교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위의 그림을 통하여 분포의 모양, 분포가 몰려있

는 정도, 중앙값의 위치를 알 수 있다. 먼저 앞서 밝힌대로 교사의 전문

성 참여도는 비대칭으로 거의 모든 집단에서 25-50%에 밀집되어 있는

부적편포를 보였다. 상자의 펜스 위·아래에 있는 이상값을 제외하였을

때 최소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기간은 0일로 동일하지만 최댓값에는 차

이가 있었으며 현임교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최댓값 역시 높아지는 모습

을 보였다. 또한 현임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의 중앙값 역시 높

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현임교 경력이 높을수록 3분위 값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참여

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효능감에서도 비슷하

게 나타났다. [그림 Ⅳ-2]는 현임교 경력이 증가하면서 교사 효능감 수

준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때 효능감은 4점 척도로 최소 1

점에서 최대 4점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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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교 경력에 따른 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임교 경력이 1년 이하인 집단의 최솟값과 최댓값은 현임교 경력

3년 이상인 교사에 비하여 더 낮으며, 특히 효능감 4점 수준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와 현임교 경력이 0에서 1년인 교사는 효능감이 다른

경력 교사에 비교하여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값 역시 현임교 경력

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3분위는 현임교 경력이 증가할수록 더 높았다.

다음으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존재

하는지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보고 경력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

았다. 현임교 경력이 0년인 집단과 5년인 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별로

교직 총 경력에 따른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만약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현임교 경력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두 집단

의 교직경력에 따른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의 변화 패턴은 비슷할 것이

다. 반대로 교사가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받는다면 두 집단의 교직 총

경력에 따른 전문성 및 효능감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 그

래프를 통하여 현임교 경력이 0년인 집단과 5년인 집단 간 전문성과 효

능감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의 크기는 교직 총 경력에 상관없이

일정한지, 아니면 경력에 따라 차이의 크기 역시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우선 각 집단의 전문성 및 효능감 정도는 선행연구와 분석틀에 근거하여

볼 때 현임교 경력이 5년인 집단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좀 더 높은 수준

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 간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의 차이

는 교직 총 경력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고경력으로 갈수록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결과는 [그림 Ⅳ-3], [그림 Ⅳ-4]에 제시하였다.

[그림 Ⅳ-3]은 현임교 0년과 5년 집단의 교직 총 경력에 따른 전문성

참여도를, [그림 Ⅳ-4]는 효능감을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교직경력이

25년 이후에는 전문성과 효능감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경력과 교사의

생산성은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체감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하여 보고자 한 바는 현임교 경력이 0년인

교사집단과 5년인 교사집단이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려지는 전문성과



- 59 -

[그림 Ⅳ-3]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 전문성 변화

[그림 Ⅳ-4]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 효능감 변화

효능감이 다른가이다. 현임교 경력이 교사에게 주는 영향이 없다면 그래

프의 두 선은 거의 일치해야 하고 만약 영향이 있다면 현임교 경력이 높

은 집단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

준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현임교 경력이 높은 집단의 전문성은 낮은 집

단의 전문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효능감의 경우 현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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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높은 교사집단의 효능감은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집단의 효능

감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관찰된 현임교 경력에 따른 집단 간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의 격차가 유의한 수준인지는 모수적인 방법을 활

용한 분석을 해야 하지만, 현임교 경력이 교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가 교사의 교직 총 경력에 따라 일정한지 아니

면 차이의 정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의 전문성 경우 교직경력이 비교적 낮은 시기에 현임교 경

력 0년과 5년 집단 사이의 전문성 개발 참여도의 차이는 비교적 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특히 25년을

기점으로 두 집단 간 차이의 정도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효능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현임교 경력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저 경력 시기에 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경력에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 이외에도 유

의한 현임교 경력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효과의 크기는 모든 경력에 동

일하기 보다는 경력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

라서 이를 좀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교사의 경력을 세 집단으로 구

분하고 각 집단별로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어떠

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론적 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경

력 교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교사지식과 다양한 학교에서의 경험이 현

임교 경력이 낮은 시기의 부족함을 보완해준다면, 현임교 경력의 변화의

크기는 고경력 집단보다 저경력 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결

과는 다음 [그림 Ⅳ-5], [그림 Ⅳ-6]에 제시하였다.

교직경력은 0-10년, 11-20년, 21-30년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31년

이상의 경우 각 현임교 경력에 해당하는 교사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가

많아 본 그래프에서는 제외하였다. 각각의 경력집단에서 현임교 경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과 효능감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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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경력 집단별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 전문성 변화

는지 확인한 결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경력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 모두 현임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참여도와 효능감 역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그

정도는 경력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났다. 즉.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효능감 모두 경력 10

년 이하 집단에서 변화 정도가 가장 컸고, 11년에서 20년 경력교사 그리

고 21년에서 3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으로 갈수록 현임교 경력

에 따른 변화의 크기는 줄어들었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현임교 경력이 증가할수록 향상된 교사의 전문성

과 효능감은 현임교 경력이 0년이 되었을 때 감소하며 이러한 양상이 반

복하여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그림 Ⅳ-5]를 보면 경력이 10년 이하인

집단의 전문성 참여는 현임교 경력이 0년일 때 약 7일, 즉 49시간에서

시작하여 현임교 경력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현임교 경력이 5년 차에 이

르렀을 때 전문성 참여도는 약 105시간에 해당하는 15일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다음 경력단계인 11년에서 20년 이하 교사의 15일에 해당

하던 전문성 개발 정도는 현임교 경력 0년일 때 10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이 증가하면서 이 역시 점차 향상되어 원래 현임교



- 62 -

[그림 Ⅳ-6] 경력 집단별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 효능감 변화

경력 5년 차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15일에 가까운 약 18일 정도까지 회

복하게 된다. 그 다음 경력인 21년에서 30년 집단을 살펴보면 다행히 현

임교 경력이 0년일 경우 이전 경력집단인 11년에서 20년 집단의 현임교

5년 차 전문성 참여 정도인 18일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았으나9) 현임

교 경력 1년 차를 살펴보면 약 17일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 수준은 현

임교 경력이 5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Ⅳ-6]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가장 저경력

집단의 현임교 경력 0년인 시점의 효능감은 2.7을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현임교 경력이 높아지면서 점차 향상하여 현임교 경력 5년 시점에

서 이들의 효능감 수준은 약 3점이 되었다. 그러나 높아진 효능감은 다

음 경력단계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다시 0년이 되었을 때 약 2.75수준으

로 떨어지게 되며 저하된 효능감은 현임교 경력에 따라 점차 회복하여

다시 3점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이는 21년 이상 경력집단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다시 0년이 되었을 때 약 2.9점 수준으로 또다시 떨어졌

9) 21년에서 30년 경력집단 교사 중 현임교 경력이 0년에 해당하는 교사의 비율은

약 6.8%로 사례 수가 다소 불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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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과 함께 그 정도는 회복하여 현임교 경력 5년 차

에는 3점을 상회하는 수준이 된다. 이처럼 현임교 경력이 0년이 되는 시

점, 즉 교사가 전보 이동을 하여 경력은 높아졌지만, 현임교 경력은 다시

0이 되는 시점에 이들의 전문성과 효능감은 전임교의 마지막 해보다 떨

어진다는 사실과 현임교 경력이 쌓이면서 점차 다시 회복되는 모습은 경

력이 낮을수록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직 총 경력이 증가함에 따

라 현임교 경력이 0년일때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즉,

교사 전문성의 경우 10년 이하인 저경력 교사집단의 현임교 0년인 시점

의 전문성 참여 시간은 약 49시간에서 출발하였으나 11년에서 20년 경력

교사는 동일하게 현임교 경력이 0년일 때 전문성 참여정도는 70시간이었

다. 교사의 효능감 역시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새로 이동한 학교에서

의 첫 해에 보이는 효능감 정도는 높았다. 이러한 패턴은 저경력 교사일

수록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고경력 교사에 비교하여 더 크게 받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소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임교

경력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임교 경력이 증가할수록 함께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교사가 동일학교에 오래 근무할 경우 전문성 참여도와 효능감이

높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동일학교 근무 기간이 짧은 교사는 전문

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효능감의 수준이 낮음을 시사한다. 둘

째, 현임교 경력 0년인 교사와 5년인 교사를 구분하여 교직경력에 따른

전문성과 효능감을 살펴본 결과 현임교 경력이 더 높은 집단의 교사 전

문성과 효능감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두 집단의 전문성과 효능감의 차

이는 교직 총 경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며 현임교 경력의

영향은 경력에 따라 다를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현임교 경력에 따른 변화의 크기는 저경력

교사집단이 고경력 교사집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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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교사집단의 현임교 경력이 5년인 시점에서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

은 그 다음 경력집단이 되어 다시 현임교 경력이 0년이 되었을 때 떨어

지며, 이들의 현임교 경력이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하게 되는 모습이 반

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임교 경력이 0년일 때 경력집단별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은 저 경력일수록 낮아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저경력 집단에

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교사의 경력과 현임교 경력만 고려한 상

황에서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는 가능성만 보여줄 뿐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개

인특성이나 학교특성과 같은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현임교 경력이

전문성과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해주

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상에서 살펴본 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에 따른

변화의 차이는 경력에 따른 차별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

라서 실제 분석을 통해 경력에 현임교 경력이 간섭 효과를 유발하는 것

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제 3 절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의 관심은 교직 총 경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사의 현임교 경

력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아래 [표 Ⅳ-2] 와 같다.

먼저 모형1은 기초모형(Base Model)으로 설명변수를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수에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력을 의미하는 전문성 개발 활동에의

참여에 로그를 취한 값을 투입하였다. 이 모형을 통하여 학교마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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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성 개발노력 정도의 평균이 다른지 즉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학

교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초모형 현임교경력 모형2+교사수준 모형3+학교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1.283*** 0.057 1.289*** 0.056 1.413*** 0.069 1.502*** 0.080

현임교경력 0.075** 0.035 0.059* 0.035 0.061* 0.036

교직 총경력 0.074*** 0.023 0.071*** 0.023

교직 총경력² -0.001** 0.001 -0.001** 0.001

주당 행정업무시간 0.004 0.011 0.002 0.011

직무만족도 0.341*** 0.110 0.309*** 0.110

멘토 참여 0.098 0.151 0.082 0.151

남교사 -0.247** 0.123 -0.255* 0.124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 경력 0.013 0.016

저소득학생비율 -0.007 0.005

저성취학생 비율 -0.006 0.007

특수학생 비율 0.003 0.008

영재학생 비율 -0.005 0.004

총 학생 수 -0.000 0.000

인구수 십만명 이상 -0.198 0.122

인구수 십만명 미만 -0.197 0.276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0.131 0.118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4.870 2.207 4.879 2.209 4.680 2.163 4.674 2.162

학교수준 분산 0.064* 0.254 0.047 0.216 0.022 0.149 0.021 0.144

ICC10) 0.013 0.010 0.005 0.004

주) * p<.1; ** p<.05; *** p<.01

[표 Ⅳ-2]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먼저 회귀계수는 1.2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전체 학교의

10) ICC가 낮은편이지만 강건성 검증의 일환으로 분석한 OLS 결과와 HLM분석

결과 간 큰 차이가 없었다. OLS 분석결과는 제 5절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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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성 개발의 평균은 로그 1.283 정도임을 의미한다. 무선효과 계

수를 살펴보면 교사수준 분산은 동일학교 내 교사 전문성 노력의 개인차

를 나타내는 분산이다. 교사의 로그 전문성 개발활동에의 참여 정도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평균에서 4.87정도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학교수준 분산은 0.0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로그 전문성 개발 평균에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기초모

형의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정도의 분포 중 교사 효과와 학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

려준다. 상관계수는 0.013으로 교사의 로그 전문성 개발의 전체 분산 중

근무하는 학교의 영향이 1.3%이고 반대로 98.7%는 교사 개인차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는 기초모형에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현임교 경력만을 투입한

결과이다. 이때 현임교 경력은 전체 교사 평균수준으로 전체평균중심화

(Grand mean centering)를 하였다. 공변인을 통제하여 현임교 경력의 영

향력을 정확히 구분하고자 할 때 중심화를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강

상진, 2016). 고정효과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전체 학교의 평균 로그

전문성 개발 참여일수는 1.289로 추정된다. 기울기 계수는 0.075로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현임교 경력이 1년 높으면 교사의

전문성 참여 기간은 7.5%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 3은

교사수준 변수를 투입한 것으로 다른 개인 변수가 통제된 후에도 현임교

경력은 앞선 모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를 5.9% 높이고 있었다. 해당 모형의 집단 내 상관계수는 0.005이다. 즉,

교사의 현임교 경력과 교사 수준의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학교 간 교사의 전문성 참여일수의 차이가 0.5%라고 볼 수 있다.

기초모형의 집단 내 상관계수는 0.013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교사의 전문

성 개발에 학교보다 교사 개인특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모형 4는 교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현임교 경력은 전체평균 중심화를 하였기 때문에 2-수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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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투입한 모형4에서 보이는 학교특성 효과는 독립변수에 대해 조정된

평균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임교 경력이 전체 평균수준

인 교사가 학교특성이 다른 학교에 근무할 경우 기대되는 종속변수의 변

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만약 집단 평균 중심화(Group-mean centering)를

하게 되면 모형에서 1수준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학교특성에 따른 1수준

변수의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다. 또한 모형 4는 2수준 절편의 의미를 살

리기 위하여 학교 평균 교직경력, 학교의 저소득, 저성취, 특수, 영재 학

생 비율, 학교의 규모를 나타내는 학생 수, 그리고 교사의 학교 의사결정

에의 참여는 전체평균 중심화를 하였고 더미 변수인 학교 소재지는 중심

화 교정을 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학교 교사들의 로그 전문성 개발 정도의

전체 평균은 약 1.50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현임교 효과는 앞선 모

형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동일학교에서 1년 더 근무할 경우 6.1% 정도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가 향상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현임교 경력의 평균적 효과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교사수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비선형 관계를 가정한 교직경력의 제곱은

-0.001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의 전문성 개발 정

도가 체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노력에

대한 교사의 직무만족도의 평균적 효과는 유의하게 30.9% 정도 높이고

있었다. 교사 성별은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전문성 개발 참여가 25.5% 정

도 더 낮았다. 다만 전문성 개발에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교사

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과 교사의 멘토 참여 여부는 정적인 영향은 있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 수준 변수 추정치를 통해 각 학

교특성과 교사의 전문성 참여 간 관계를 알 수 있다. 앞선 모형의 집단

내 상관계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듯, 모든 학교특성 변수는 다른 학교특

성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교사의 로그 전문성 개발 참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무선효과계수를 살펴보면 우선 교사수준의 분산은 현임교 경력으로 교



- 68 -

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도를 설명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빼고도 남아있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의 차이는 4.674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기초모형에서 제시한

교사수준의 분산은 4.87이었다. 이를 통해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문성 참여 분산에서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차지하는 정도는 0.04정도

로 계산된다. 이는 곧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전문성 참여도의 분

산의 4%가 이들의 현임교 경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 Ⅳ

-3]과 같다.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기초모형 현임교경력 모형2+교사수준 모형3+학교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97*** 0.014 2.896*** 0.014 2.880*** 0.016 2.880*** 0.019

현임교경력 0.037*** 0.008 0.028*** 0.008 0.029*** 0.008

교직 총경력 0.013** 0.005 0.013** 0.005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1*** 0.006 0.031*** 0.006

직무만족도 0.274*** 0.025 0.277*** 0.025

멘토 참여 0.029 0.035 0.028 0.035

남교사 0.030 0.027 0.030 0.027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2 0.004

저소득학생 비율 0.001 0.001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3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 0.029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07 0.064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0.046* 0.027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63 0.513 0.261 0.511 0.235 0.485 0.235 0.485

학교수준 분산 0.007*** 0.082 0.006*** 0.078 0.004** 0.065 0.003* 0.057

ICC 0.026 0.022 0.017 0.013

주) * p<.1; ** p<.05; *** p<.01

[표 Ⅳ-3]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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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은 기초모형으로 설명변수 없이 종속변수에 교사의 효능감을 투

입하였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인 교사의 효능감의 평균값이 어느 정도이

며 효능감의 분포가 수준별로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

다. 고정효과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집단 전체평균을 의미하는 전체

학교 평균 효능감은 2.897 정도였다. 무선효과 모수 추정치 중 교사수준

분산은 평균적으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효능감 차이가 어느 정

도인지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교사의 효능감이 해당 학교 평

균 효능감으로부터 0.263 정도 떨어져 있다. 또한 학교분산을 통해 학교

간 평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 결과 각 학교의 교사 효능감 평

균이 전체평균으로부터 0.007 떨어져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교사의 효능감 평균이 학교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

단 내 상관계수는 0.026으로 교사의 효능감 전체 분산 중 2.6%는 학교

효과이며 역으로 97.4%는 개인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모형 2는 현임교 경력만을 설명변수에 투입한 결과이다. 현임교 경력

의 회귀계수는 0.037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동일학교의

근무 기간이 1년 많은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효능감이 0.037 높

았다. 교사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은 교사의 현임교 경력에 따라 효

능감의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효과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 하다

고 가정하였다. 고정효과 모수를 살펴보면 현임교 경력의 기울기 회귀계

수는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현임교 근무를 1년 더 한 교사는 효능

감이 0.028 높다고 볼 수 있다. 교사수준 분산은 0.235로 교사수준 변수

에 따른 영향을 통제한 후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학교분산은 0.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교사

효능감 평균에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모형 4는 교사수준과 학교 수준 변수를 모두 투입한 결과이다. 교사

수준 변수 중 더미 변수인 멘토 참여 여부와 남교사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전체평균 중심화를 하였고, 학교 수준 변수는 학교 소재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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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를 하여 절편의 의미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모형 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특성에 따른 영향력은 조정된 평

균에 대한 효과로 현임교 경력이 전체평균 수준인 교사가 다른 교사수준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 학교특성 차이의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 효능

감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앞선 모형과 일치하였다. 우선 전체 학교 교사들의 효능

감 평균은 약 2.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

력의 평균적 효과는 0.029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같은 학교에 1

년 더 근무한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0.029점 더 높은 효능감을

보였다. 그 밖의 교사수준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교직경력의 제곱은 유의

하게 부적 관계를 보이므로 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체감하

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 개발 정도와 직무만족도는 교사의 효능감에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각각 0.031과

0.277 정도였다.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교사의 멘티가 되어 도움을 받는

지 여부와 성별은 교사의 효능감과 정적인 관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학교수준의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학교의 평

균 교사 경력과 학교 평균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교 소재지는 교사의

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교특성 변

수가 통제되었을 때 학교의 저성취 학생이 많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흥미롭게도 교사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낮아지고 있었다. 여기서 의사결정

참여도는 응답한 교사 자신이 학교의 결정에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아닌

학교 전체적 분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사의 의사결

정 참여는 일부 교사 고경력 교사의 의사 반영이 높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의 부적 영향력은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

는 비교적 저경력 교사의 효능감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무선효과를 살펴보면 교사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 내 교사 효능

감 정도에는 0.235 정도의 차이가 남아있었다. 또한 학교수준 분산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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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교사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학교 간 교사

의 효능감 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선형관계(linear)임을 본 연구는 가정하

여 분석하였다. 그 근거로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의 관

계를 산점도(scatter plot)로 그려본 결과 선형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임교 경력의 제곱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하여 비선형 관계

(non-linear)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의 제곱값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1). 이에 본 연구는 현임교 경력이 교사 전문

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일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현

임교 경력과 교사 전문성 및 효능감의 산점도는 [부록-1]과 [부록-2]에

제시하였다.

  또한 TALIS 2013은 교사의 효능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묻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효능감,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효능감,

그리고 학습환경 관리에 대한 효능감이다(허주, 2015). 이에 본 연구는

각각의 효능감이 교사의 현임교 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Ⅳ-4]에 제시하였다. 기초모형 및 교사수준 변

수를 투입한 모형은 [부록-3] - [부록-5]에 제시하였다.

학생, 교수활동, 그리고 학급관리나 문제 학생 대처 등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현임교 경력은 모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었다. 즉, 교사는 같은 학교에 1년 더 근무한 경우 학생에 관

련한 효능감은 0.02점, 학생에게 적절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0.029, 그리고 학습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효능감은 0.042점 높았다.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특히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교사가 수

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통제하고 원활한 학습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

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장 크게 높이고 있었다. 이

는 동일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11) 교사전문성의 경우 현임교 경력의 제곱은 –0.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며 교사 효능감 역시 –0.003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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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는 효과적인 학습상황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학생관련효능감 교수활동관련효능감 학급관리효능감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37*** 0.020 2.886*** 0.020 2.943*** 0.022

현임교경력 0.020*** 0.009 0.029*** 0.009 0.042*** 0.010

교직 총경력 0.011** 0.006 0.012** 0.006 0.019***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5*** 0.006 0.034*** 0.006 0.023*** 0.007

직무 만족도 0.281*** 0.027 0.260*** 0.027 0.292*** 0.030

멘토참여 0.042 0.037 0.040 0.037 -0.007 0.042

남교사 0.015 0.030 0.003 0.030 0.092*** 0.033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4 0.004 -0.001 0.004 -0.001 0.004

저소득학생비율 0.001 0.002 0.002 0.002 0.004 0.002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2 0.002 0.003 0.002 0.004*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6 0.031 -0.002 0.030 -0.010 0.034

인구수 십만명 이하 0.040 0.069 -0.015 0.069 -0.021 0.076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0.025 0.030 -0.068** 0.029 -0.049 0.032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74 0.524 0.272 0.522 0.341 0.584

학교수준 분산 0.004* 0.060 0.003 0.058 0.003 0.058

ICC 0.014 0.011 0.009

주) * p<.1; ** p<.05; *** p<.01

[표 Ⅳ-4]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영역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 4 절 교직경력 및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

과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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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

앞선 [그림 Ⅳ-5]와 [그림 Ⅳ-6]에서 살펴보았듯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로그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기간과 교사의 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 Ⅳ-5]는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전문성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라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

과이다.

먼저 교사의 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부적 관계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경력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현임교 효과는

경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력이 5년

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경력이 6년에서 15년인 교사는 현임교 경력이 증

가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효과가 약 33.6% 감소하였다. 경

력이 16년에서 25년인 교사의 경우 현임교의 효과는 5년 이하 교사에 비

하여 23.3% 정도 줄어들었으며 가장 고경력 집단인 26년 이상의 경우

현임교 효과의 기울기는 5년 이하 교사의 기울기보다 24.3% 정도 완만

하였다. 결국 5년 이하의 저경력 교사보다 경력이 높을수록 현임교 효과

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앞선 그래프의 해석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면, 현임교 경력이 늘어날수록 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하

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가 커지는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교

사의 교직경력 정도에 따라 그 크기는 다르며 특히 고경력 교사일수록

그 효과는 감소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저경력 교사일수록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크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는

현임교 경력이 낮을수록 전문성 개발 참여가 고경력 교사보다 더 적다.

예를 들어 26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와 경력 3년차 교사가 동일학교에 전

보 이동을 온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이들이 전문성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의 증가분은 3년차 교사가 훨씬 더 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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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할 수 있다. 이는 고경력 교사는 다년간의 교직 경험 덕분에 새로운

학교에서의 근무를 시작하더라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더 적어서 현임교 경력이 증가하여도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전문성 효능감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1.415*** 0.068 1.949*** 0.197 2.880*** 0.016 2.833*** 0.059

현임교경력 0.124 0.080 0.313*** 0.092 0.064*** 0.018 0.070*** 0.024

교직 총경력 0.077*** 0.023 0.110*** 0.029 0.015*** 0.005 0.198*** 0.068

교직 총경력² -0.001** 0.000 -0.002*** 0.001 -0.000 0.000 0.000 0.000

주당 행정업무시간 0.003 0.011 0.002 0.011 - - - -

전문성 개발참여 정도 - - - - 0.030*** 0.006 0.032*** 0.006

직무 만족도 0.343*** 0.110 0.328*** 0.110 0.276*** 0.025 0.280*** 0.025

멘토 참여 0.096 0.151 0.111 0.150 0.029 0.035 0.030 0.035

남교사 -0.249** 0.123 -0.284** 0.123 0.030 0.027 0.034 0.027

총경력 * 현임교 경력 -0.004 0.004 - - -0.002** 0.001 - -

경력(6년-15년)*현임교 - - -0.336*** 0.090 - - -0.033 0.028

경력(16년-25년)*현임교 - - -0.233** 0.103 - - -0.062** 0.028

경력(26년이상)*현임교 - - -0.243** 0.113 - - -0.051* 0.029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4.678 2.163 4.634 2.153 0.235 0.484 0.234 0.483

학교수준 분산 0.024 0.156 0.030 0.175 0.004** 0.063 0.004** 0.064

ICC 0.005 0.006 0.017 0.017

주) * p<.1; ** p<.05; *** p<.01

[표 Ⅳ-5]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교직경력이 영향

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였다. 교사의 경력이 현임교에서의 근무

경력의 교사 효능감 수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임교 경력이 높아질수록 교사의 효능감도 향상되지만 교사의 경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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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경력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를 통해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경력 5년 이하 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현임교 효과의 기울기는 경력이 6

년에서 15년인 교사 집단에서 0.033 완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력 16년에서 25년 집단의 현임교 효과는 5년

이하 집단 교사의 현임교 효과보다 0.062 더 감소하였으며 가장 고경력

집단은 0.051 더 감소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국 동일학교에 더

오래 근무한 교사의 효능감은 높지만, 그 효과를 경력이라는 변수가 감

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앞선 [그림 Ⅳ-6]과 일치하는 것으로,

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현임교 경력이 증가할수록 효능감 수준의 변화

폭이 작았었다. 다층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역시 저경력 교사의 경우

고경력 교사에 비하여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임교 효과는 있지만 그 정도는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효능감 영역별로 현임교 경력 효과에 대한 교직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를 살펴본 결과, 앞선 결과와 일치하게 경력이 높아질수록 효과는 감소

하고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6]-[부록-8]에 제시하였다.

2.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

다음으로 학교특성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생기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특성으로 학교 평균 교직경력의 수준 간 상호작

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Ⅳ-6]에 제시하였다. 앞선 교

사 개인의 교직경력에 따른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경력이 높아질수록 현

임교 효과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평균 교직경력은 교사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의 경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의 평균적인 교직경력은 교사 개인의 교직경력과 다른 영향을 현임

교 경력의 효과에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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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4-1

학교평균 교직경력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1.503*** 0.080 1.506*** 0.080

현임교경력 0.061*** 0.036 0.147*** 0.050

교직 총경력 0.068*** 0.023 0.069*** 0.023

교직 총경력² -0.001** 0.000 -0.001** 0.001

주당 행정업무시간 0.002 0.011 0.002 0.011

직무 만족도 0.305*** 0.110 0.311*** 0.110

멘토 참여 0.075 0.151 0.068 0.151

남교사 -0.252** 0.124 -0.252** 0.123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직 경력 0.012 0.016 0.011 0.016

저소득학생비율 -0.008 0.005 -0.001 0.005

저성취학생 비율 -0.006 0.007 -0.005 0.007

특수학생 비율 0.002 0.008 0.002 0.008

영재학생 비율 -0.005 0.004 -0.005 0.004

총 학생 수 -0.000* 0.000 -0.000* 0.000

인구수 십만명 이상 -0.196 0.122 -0.189 0.122

인구수 십만명 미만 -0.228 0.277 -0.239 0.276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0.129 0.118 0.123 0.118

학교평균 교직경력 * 현임교 -0.015* 0.009 - -

학교평균 교직경력(18.5년 이상)

* 현임교 
- - -0.174** 0.071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4.670 2.161 4.660 2.159

학교수준 분산 0.021 0.144 0.021 0.143

ICC 0.004 0.004

주) * p<.1; ** p<.05; *** p<.01

[표 Ⅳ-6] 학교평균 교직경력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모형 4-1은 교사의 현임교 경력이 전문성 개발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 수준이라고

가정한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또한 현임교 경력 효과의 학교 간 차이는

모형에 투입한 학교특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설정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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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층위 간 상호작용효과(cross-level interaction effect)를

통하여 교사수준 변수인 현임교 경력이 학교 수준 변수인 학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고정효과 모수 추정치를 보면, 학교별

교사의 전문성 개발 정도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평균 효과는 .01 수준에

서 유의하였으며 그 크기는 0.061 정도였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1년

많은 교사는 6.1% 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을 사용한고 보인다. 다음

으로 학교 평균 교직경력이 학교의 평균적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층위간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의 수준에

따라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회귀계수는–0.015

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 경력이 높은 학교는 낮은 학교에 비교하여 전

문성 개발에 미치는 현임교 효과가 더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

였을 때에도 일치하게 나타났다. 즉, 전체 표집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인

18.5년을 기준으로 학교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18.5년 이상인 학

교는 그 이하인 학교에 비하여 현임교 경력 효과의 기울기가 0.174 만큼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교사들의 평균적인 교직경력이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하여 현임교 효과가 덜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의 소재지, 학생 수, 교사의 의사결정참여도에 따라 현임

교 경력의 효과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 [표 Ⅳ-7]에 제

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임교 경력의 표과는 각각 5.6%와 6.4%로 현임교

경력이 1년 높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노력에의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 소재지나 학교 규모 등과 같은 학교특성에 따른

교사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의 학생 구성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 정도에 대한 현

임교 경력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과 저

성취 학생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모두 현임교 경력의 효과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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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야기하지 않았다.

모형 4-2 모형 4-3

학교특성 학생특성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1.490*** 0.081 1.504*** 0.081

현임교경력 0.056 0.045 0.064* 0.036

교직 총경력 0.071*** 0.023 0.072*** 0.023

교직 총경력² 0.001** 0.001 -0.001
** 0.001

주당 행정업무시간 0.002 0.011 0.002 0.011

직무 만족도 0.301*** 0.111 0.313*** 0.111

멘토 참여 0.080 0.151 0.084 0.151

남교사 -0.252** 0.124 -0.257** 0.124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 경력 0.015 0.016 0.013 0.017

저소득학생비율 -0.007 0.005 -0.007 0.005

저성취학생 비율 -0.006 0.007 -0.007 0.007

특수학생 비율 0.003 0.008 0.004 0.008

영재학생 비율 -0.005 0.004 -0.005 0.005

총 학생 수 -0.000 0.000 -0.000 0.000

인구수 십만명 이상 -0.191 0.123 -0.204 0.123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53 0.290 -0.204 0.278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0.144 0.019 0.134 0.119

십만명이상 * 현임교 -0.036 0.078 - -

십만명미만 * 현임교 0.315 0.210 - -

학생수 * 현임교 0.000 0.000 - -

교사의사결정참여 * 현임교 0.091 0.075 - -

저소득학생비율 * 현임교 - - -0.002 0.003

저성취학생비율 * 현임교 - - 0.004 0.003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4.674 2.162 4.672 2.161

학교수준 분산 0.022 0.147 0.024 0.157

ICC 0.005 0.005

주) * p<.1; ** p<.05; *** p<.01

[표 Ⅳ-7]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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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평균 교직경력 및 학교특성과 학생특성에 따라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영향력에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표 Ⅳ-9]에 제시하였다.

모형 4-1

학교평균 교직경력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80*** 0.019 2.880*** 0.019

현임교경력 0.029*** 0.008 0.042*** 0.011

교직 총경력 0.012** 0.005 0.012*** 0.005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1*** 0.006 0.031*** 0.006

직무 만족도 0.276*** 0.025 0.277*** 0.025

멘토참여 0.027 0.035 0.026 0.035

남교사 0.031 0.027 0.031 0.027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3 0.004 -0.003 0.004

저소득학생비율 0.001 0.001 0.001 0.001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3 0.002 0.003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0 0.029 0.001 0.029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00 0.065 0.001 0.064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0.046* 0.027 -0.047* 0.027

학교평균 교직경력 * 현임교 -0.004** 0.002 - -

학교평균 교직경력(18.5년 이상)

* 현임교 
- - -0.028* 0.016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35 0.485 0.235 0.485

학교수준 분산 0.003* 0.057 0.003 0.058

ICC 0.013 0.013

주) * p<.1; ** p<.05; *** p<.01

[표 Ⅳ-8] 학교평균 교직경력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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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모형 4-2 모형 4-3

학교특성 학생특성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80*** 0.019 2.880*** 0.019

현임교경력 0.023** 0.010 0.029*** 0.008

교직 총경력 0.013** 0.005 0.013** 0.005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2*** 0.006 0.031*** 0.006

직무 만족도 0.276*** 0.025 0.277*** 0.025

멘토참여 0.026 0.035 0.029 0.035

남교사 0.031 0.027 0.030 0.027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2 0.004 -0.002 0.004

저소득학생비율 0.001 0.002 0.001 0.001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3 0.002 0.003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0 0.029 -0.000 0.029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22 0.067 0.006 0.064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 -0.045 0.027 -0.046* 0.027

십만명 이상 * 현임교 0.013 0.017 - -

십만명 미만 * 현임교 0.050 0.047 - -

교사의사결정참여 * 현임교 -0.004 0.016 - -

저소득학생비율 * 현임교 - - -0.000 0.001

저성취학생비율 * 현임교 - - 0.000 0.001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35 0.485 0.235 0.486

학교수준 분산 0.003* 0.057 0.003* 0.057

ICC 0.013 0.013

주) * p<.1; ** p<.05; *** p<.01

[표 Ⅳ-9]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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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교 경력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특성은 학교 평균 교직

경력, 학교 소재지, 학교 평균 교사 의사결정 참여도, 그리고 저소득 학

생과 저성취 학생의 비율로 설정하였다. 우선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살

펴보면 모두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평균적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이 밖에 교사수준 변수 중 교직 총 경력,

전문성 개발 정도, 그리고 직무만족도는 모두 다른 변수가 전체 평균수

준으로 통제되었을 때 교사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었다. 학교 수준 변수 중에서는 학교의 저성취학생의 비율

이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저성취 학생

비율의 증가는 교사의 효능감은 낮춘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준 간 상호작용을 보면, 앞선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의 참

여와 마찬가지로 교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영향력이 학교의 평

균적인 교직경력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즉, 학교의 교사 경력 평

균은 유의하게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0.004만큼 감소시키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학교의 교직경력 평균에 따라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이

18.5년 이하인 학교를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을 때, 경력이 18.5년 이상

인 학교는 현임교 효과를 나타내는 기울기가 0.028점 만큼 덜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국, 학교의 평균 교직경력은 현임

교 경력의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평균 경력이 높은 학교는 낮은 학

교보다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선효과 중 학교수준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학교 수준의 변

수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학교 간에 교사 효능감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

미한다. 교사수준 분산을 통해 현임교 경력을 전체 평균수준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같은 학교 내 교사 간 효능감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효능감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학생, 교수활동, 그리고

학급관리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학교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교사 효능감에 대한 학교특성의 상호작용



- 82 -

효과와 일치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부록-9] - [부록-11]에 제시하였다.

제 5 절 현임교 경력 효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앞선 다층모형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으로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도구변수법(Instrumental Variables

Method)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통하여 한 개의 종속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이다(Mason &

Perreault, 1991). 이는 다른 독립변수 즉, 공변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회귀분석(또는 OLS 추정법)은 독립변수

의 내생성 문제로 정확한 인과효과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

어 본 연구의 처치변수인 현임교 경력의 경우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할수

록 교사의 효능감이 향상할 수 있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것일 수 있다. 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에

교사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교사의 효능감은 현임교 경력 때문이 아닌 교

사의 다른 개인적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 역인과의 문

제가 생길 수 있고 후자는 누락변수가 통제되지 않고 오차항에 남아있음

으로 인하여 내생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

용하였다.

적합한 도구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차항과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처치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이를 만족

하는 적합한 도구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오차항과 관

계가 없는 변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일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의 노력과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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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교사의 전문성의 경우 학교 규모, 행정업무 처리시간, 전문

성 개발을 위한 학교의 재정 및 시간 지원 여부, 학교의 평균적인 경제

적 수준,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송인발, 박주호, 2014; 전수빈, 안홍선, 2015; 정제영, 김현주, 이유

진, 2014; 정제영, 이희숙, 2015; 허주, 2015). 그러나 학교의 소재지는 전

문성 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다층모형을 활용

한 분석 결과 역시 학교의 소재지가 교사의 전문성 참여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소재지를 적합한 도구변수가 될 것

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의 효능감의 경우 교사평가를 통한 피드

백, 업무시간, 교사의 성별, 경력, 학력, 학교풍토, 학교 소재지, 멘토 활

동 참여 여부, 교사의 의사결정 반영 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강

호수 외, 2016; 전수빈, 안홍선, 2015; 황흠, 박수정, 박선주, 2016; Ciani,

Summers, & Easter, 2008; Gibson & Dembo, 1985; Greenwood,

Olejnik, & Parkay, 1990; Klassen & Chiu, 2010; Tschannen-Moran &

Woolfolk-Hoy, 2007; Wolters & Daugherty, 2007). 그러나 학교 및 학

급 크기는 대부분 국가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4). 따라서 학교의 규모를 나타내는 학교의 총 학생 수와 학

급 규모를 나타내는 학급 당 학생 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아 오차항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구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렇게 선정한 도구변수는 약한 도구변수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오차항에 대하여 외생적인지 검증하였다. 먼저 도구변수가 현임

교 경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SLS의

1단계 추정결과를 확인하였다. 도구변수에 대한 계수가 유의한지 F 검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F값은 학교 소재지는 23.103, 총 학생수는 22.244,

학급당 학생 수는 16.323으로 나타났다. F값이 8.96 미만인 경우 해당 도

구변수는 약한 도구변수로 판단된다(Stock & Yogo, 2002).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도구변수는 약한 도구변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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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의 전문성

모형 1(OLS) 모형 2(IV)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현임교 경력 0.098** 0.040 0.966* 0.560

개인

특성

교육 총 경력 0.049* 0.026 -0.026 0.062

교육 총 경력² -0.001 0.001 0.001 0.002

주당행정업무시간 0.013 0.017 -0.021 0.023

직무만족도 0.137 0.120 0.104 0.150

멘토 참여여부 0.106 0.177 -0.018 0.195

성별(남교사=1) -0.203 0.131 -0.472** 0.213

학교

특성

학교평균교사경력 0.004 0.017 0.011 0.020

저소득학생 비율 -0.003 0.006 -0.009 0.006

저성취학생 비율 0.001 0.006 0.011 0.009

특수학생 비율 -0.005 0.007 -0.006 0.009

영재학생 비율 -0.010 0.006 -0.011 0.007

총 학생수 -0.000** 0.000 -0.001** 0.000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도 0.208 0.146 0.033 0.186

cons -0.038 0.731 -0.135 0.862

R² 0.031 0.008

N 1,406 1,406

주) * p<.1; ** p<.05; *** p<.01

[표 Ⅳ-10]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증

기 때문에 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도구변수의 외생성을 과도식별제약 검정(Overidentifying restrictions test)

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Sargan 검증 결과 0.662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

구변수가 오차항에 대하여 외생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검증한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의 노력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가 앞서 제

시한 다층모형 분석결과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 [표 Ⅳ

-10],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교사특성과 학교특성 변수는 앞선 다층모형에 투입한 변수와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다만 교사 전문성에 대한 분석은 학교 소재지는 도구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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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로 중복하여 투입할 수 없어 제외하였

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임교 경력이 로그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기

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 먼저 회귀분석 분석 결과인

모형 1을 살펴보면 현임교 경력이 1년 많은 교사의 로그 전문성 개발 활

동 참여는 0.098 높았다. 통제변수를 보면, 교직경력은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효과를 가졌다. 학교 규모의 대리변수

로 사용한 학교의 총 학생수의 경우 학생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전문성 참여 정도는 유의하게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 현임교 경력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임교 경력이 1년 높은 교사는 전문성 참여가 로그 0.96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 전문성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다층모형, 회귀분석, 그리고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교사의 성별의 경우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교해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 기간이 0.472 더 낮았다. 또한 학교 규

모 역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클수록 교사의 전문성 활동

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

석 및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인 [표 Ⅳ-11]를 살펴보면 역시 앞선

다층모형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회귀분석

분석 결과 현임교 경력이 1년 높은 교사의 효능감은 0.032점 높았으며

이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은 교사의 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 특성 및 학교특성 변수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다층모형에 투입한 변수와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이

를 살펴보면 교직경력과 직무만족도 그리고 전문성 개발 참여도는 교사

의 효능감 수준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에 대한 만족

도가 1단위 높을수록 교사의 효능감은 0.276점 높았으며, 전문성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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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사 효능감

모형 1(회귀분석) 모형 2(도구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현임교 경력 0.032*** 0.009 0.150* 0.077

개인

특성

교육 총경력 0.017*** 0.006 0.006 0.010

교육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성별남교사=1) 0.053 0.033 0.024 0.040

직무 만족도 0.276*** 0.029 0.246*** 0.034

멘토 참여여부 0.034 0.040 0.030 0.043

전문성 개발 참여도 0.034*** 0.007 0.028*** 0.008

학교

특성

학교평균교사경력 -0.004 0.004 -0.002 0.005

학교평균 특수학생 비율 0.002 0.002 0.003 0.002

학교평균 저소득학생 비율 0.003* 0.001 0.001 0.002

학교평균 저성취학생 비율 -0.003** 0.002 -0.002 0.002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0.068** 0.027 -0.064** 0.030

학교 소재지십만명 이상

참조집단: (백만명 이상)
0.011 0.028 0.003 0.031

학교 소재지(십만명 미만) 0.032 0.059 0.115 0.074

cons 2.049*** 0.139 1.913*** 0.196

R² 0.133 0.030

N 1,674 1,421

주) * p<.1; ** p<.05; *** p<.01

[표 Ⅳ-11]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증

하기 위한 참여가 1단위 높을수록 효능감은 0.034점 높아졌다.

학교특성의 경우 학교의 저소득학생 비율과 저성취학생 비율, 그리고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교사의 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학교 평균 저소득 계층 학생의 비율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높였지

만, 저성취 학생은 이와 반대로 교사가 학생의 학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및 학급 규모 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 모형2를 살펴보면 현임교 경력이 1년 더 높은 교사의 효능감은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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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같은 학교에 1년 더 근무한 교사는 그

렇지 않은 교사에 비하여 효능감의 수준이 더 높다고 보인다. 통제변수

결과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가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할수록 효능감의 수준은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만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된 학교

의 저소득, 저성취 학생비율은 도구변수 분석 결과 교사의 효능감에 유

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

교사의 효능감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분석 역시 위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학생관련, 교수학습관련, 학급관리 관련 효능감 모두 현

임교 경력은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OLS와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모두 동일하였다. 특히 다층모형 분석 결과 현

임교 경력은 학급관리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건성 검증 결과에서도 일치하였다. 자세한 분

석 결과는 [부록-12]에 제시하였다.

제 5 장 논의

그동안 교사 경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직 총 경력의 관점에서 논의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전보제도로 인하여 한 학교의 근

무 기간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이 존재한다. 교직경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함에 반해, 현임교 경력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반복되기

때문에 두 경력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현임교 경력이 교직경력과 별도로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

과 효능감을 활용하여 경력을 통제한 후에도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존재

하는지 보았다. 또한 현임교 효과가 존재한다면 경력의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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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한 학교 근무 기간은 교사 개인특성보다 학교특

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특성이 현임교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

의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현임교 경력과 교사 효과성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매일 만나고 직접 교수활동을 하는 주체는 교사

이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

어 보인다. 이에 교사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특성은 무엇

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비록 교사의 질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

에 대한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못하였지만(Goldhaber & Anthony,

2003), 교사의 경력은 교사의 효과성을 예측할 수 있는 특성으로 빈번하

게 활용되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가 학생이 고경력 교사에게 배울 경

우, 저 경력 교사에게 배울 때 보다 학업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을 보고한 바 있다(Gordon, Kane, & Staiger, 2006; Murnane, 1975;

Rivikin et al., 2001). 그러나 여기서 경력은 교사의 교직 총 경력을 의미

한다. 교사의 채용이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

사의 경력은 곧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교사의 소속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국·공립 교사는 모두 교육청의 인

사관리 규정에 따라 전보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

는 있지만 교사는 같은 학교에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근무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반드시 근무지를 이동 해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

의 경력이 곧 한 학교에서의 근무경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교

사의 교직경력과 현임교 경력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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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이는 특히 교직경력과 별도로 현임교 경력의 영향력 파악을

통하여 현행 교사 전보제도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필요성

이 더욱 제기된다.

그러나 전보제도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

는 그동안 상당히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직경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임교 경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전문성 개발 참여와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의 교직경력 외에도 현임교 경력만의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임교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성과 효능감이 향상된다는 점은 반대로 해

석하면 현임교 경력이 짧은 교사는 전문성과 효능감의 정도가 낮다는 의

미가 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라 할지라도 현임교

경력이 1년 이하인 교사와 5년인 교사의 효과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

재한다. 이처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현임교 경력에 따른 교사의 지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Shulman(1987)은 교사가 가져야 하는 지식 중 하나로 학생특성 지식

과 교육적 상황 지식을 언급하였다. 이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하

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지역에 대하여 얼

마나 알고 있는지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는 같은 학

교에 근무할수록 동료 교사와 학생과 같은 조직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대

한 이해가 깊어져 수요자에게 맞는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공립 교사는 전보제도로 인하

여 동일학교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가 현재 가

르치고 있는 학생과 학교에 대하여 축적한 지식은 근무하는 학교와 지역

사회를 이동하는 순간 단절된다. 그리고 새롭게 이동한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특성 지식과 교육적 상황지식의 습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직경력과 함께 쌓이게 된 교사의 지식과 이를 교

수학습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제고된 교사의 효과성이 학교이동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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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직경력이 5년인 교사는 그동안

자신이 교직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교사지식을 가지고 점차 적절

한 교수활동을 하였으나, 전보 이동으로 인해 경력은 6년이지만 현임교

경력이 0년이 되면서 새로 마주하게 된 학생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교

육적 상황 파악 부족으로 인하여 총 경력은 더 늘었으나 교사의 효과성

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전보이

동을 하지 않고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립학교 교사의 효과성

이 국·공립 학교 교사보다 높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의 결과

는 국·공립 중학교 교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임교

경력으로 인한 효과는 주로 5년까지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보다 더 오래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 사립학교 교사를 본 연구의 결과에 비

추어 현임교 경력이 더 길기 때문에 효과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는 어렵다. 오히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교사 총 경력과 현임교 경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의 현임교 경력 효과는 교직 총 경력에 대한 다수

의 연구결과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전보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분석결과 제시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를

고려할 때 교사는 전보 이동을 최소화하여 한 학교에 오래 머무를수록

교사의 효과성은 더 높아진다. 현재 국·공립 교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전

보제도는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일학교에 최소 1년 이상만 근무하

면 다른 학교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교 근무

최대연한은 5년이지만 교사가 원하면 그 전에 학교를 옮기는 것이 가능

하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김갑성 외(2010)는 한국과 일본 모두 근속 상

한 연한을 충족하기 전에 최소연한만 채우면 전보 이동을 허용하여 안정

적 학교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 최소연한

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임교 경력이 3년 이하인 교사의 전보를 억

제해야 한다거나(이윤식, 한만길, 유현숙, 1992), 근속 상한연한을 현행

4-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교사와 교장이 모두 원하면 5년 추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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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보제도 혁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김흥

주, 김용호, 김철중, 2013). 김순남(2016) 역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통하여 짧은 동일교 최소 근무연한으로 교사의 잦은 이동이 발생하기 때

문에 개선책으로 최소연한 및 최대연한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김순

남, 2016). 사실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최소연한과 최대연한을 설정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이는 결국 모든 국·공립 교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전보제도가 충분한 연구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물론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 현재 학교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은 교사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학생이 감수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은 교사의 효과성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교사의 빈번한 이동을 가급적 억제하고 동일

학교의 최대 근무기간을 채우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절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변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직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현임교 경력의 효

과는 존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경력을 가진 교사라 할지라도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보다 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교직경

력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종래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직경력이 높

은 교사는 경력이 낮은 교사에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효과성이 높음을 보

고하고 있다(김양분, 임현정, 김난옥, 2012; Brekelmans, Wubbels, &

Tartwijk, 2005; Murnane, 1975; Rivkin et al., 2001). 한 가지 이유는 경

력과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지식이 축적되고 이를 교수활동에 적용

하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지식을 강조한

Shulman(1987)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으로 교과내용지식, 교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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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교육과정지식, 일반적인 교육지식, 학생특성 지식, 교육적 상황지

식, 교육목표와 가치 그리고 철학 등에 관한 지식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러한 지식은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풍부한 교사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학습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교수

학습 활동이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고경력 교사는 저경력 교사에 비하

여 교육 일반에 관한 지식의 수준도 높고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

에서 얻게 된 실제적 지식 역시 많다. 그러므로 똑같은 현임교 경력이라

할지라도 고경력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상쇄

하여 경력에 따라 받는 현임교 효과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학교에

서 근무하는 기간이 많은 교사가 전문성과 효능감이 더 높고, 반대로 현

임교 경력이 적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의 수준이 더 낮지만,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고경력 교사일수록 더 약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직경력에 따라 집단을 네 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일

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직경력이 5년 이하인 집단을 기준으로 6년에서

15년, 16년에서 25년, 26년 이상 교직경력에 속하는 교사는 현임교 경력

의 효과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차례 전보 이동을 경

험한 고경력 교사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한 일반적인 교육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교육적 상황지식이 새로운

학교로 이동하여 현임교 경력이 낮더라도 이로 인한 영향을 저경력 교사

보다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5년인 교사와

교직경력이 26년인 교사의 경우, 현임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전문성과 효능감의 정도가 고경력 교사의 경우 더 적을 것임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교직경력을 통제하였을 때 나타났던 현임교 경력이 짧은 교사

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이 현임교 경력이 긴 교사보다 낮은 현임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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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영향이 저경력 교사일수록 더 강하다는 점은 학교가 저경력 교사이

면서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에게 좀 더 관심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저경력 전입교사가 전임교에서 보여주었던 만큼의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파악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 역시 현임교 경력이 낮은 저경력 교사

에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임교 경력이 높은

동료 교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필요한 지식이 전이되는 동료효과

(peer effect)가 발생하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교의 전체적인 효과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 3 절 학교특성에 따른 현임교 경력 효과의 변화

앞서 확인한 교직 총 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교사 개인수준 외에

학교특성에 따라 현임교 영향이 달라진다면 이 또한 전보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선행연구

에서 밝히고 있듯 교사개인특성 보다 학교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llensworth, Ponisciak, & Mazzeo, 2009; Dolton & Newson, 2003;

Hanushek, Kain, & Rivkin, 2004; Ingersoll, 2001; Lankford, Loeb, &

Wyckoff, 2002). 이상의 연구는 교사의 동일학교 근무 기간에 영향을 주

는 학교요인으로 학교의 행정적 지원, 학생갈등의 정도, 저성취, 저소득

및 특수학생의 비율, 그리고 동료 교사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교특성을 중심으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특성

중 학교 평균 교사 경력은 유의하게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줄이고 있었

다. 즉, 고경력 교사가 많은 학교에서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더 작고, 저

경력 교사가 많은 학교에서의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더 컸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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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교사가 자신보다 더 경력이 많은 교사와 함께 근무할 경우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덜 받음을 의미한다. 즉, 자신보다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현임교 경력이 낮을 때의 해당 교사의 전

문성과 효능감 수준은, 자신보다 경력이 낮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에 근

무하는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과 비교하여 더

높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평균 교직경력이 높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다는 것은 교직 경험이 아직 풍부하지 않

은 교사들이 새로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여 교사로서의 효과성을 발휘

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경력이 많은 교사로부터 받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

다. 김묘선(2016)과 유연화(2014)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멘토 프로그램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고경력 교사가 저경력 교사의 멘토가

되어 교수학습 개선이나 업무에 관련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모습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멘토 활동은 기대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낸다고 하였다. 또한 실제로 학교 내에서 교사 간 지식이 전이

(spillover)되는 현황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지식의 제공자는 연령이

높은 교사로 지식의 공유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집단은 40대 교사 집단

이었다(안재만, 2012). 40대는 교직경력 16년에서 25년 이하에 해당하는

교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교직경력 상위 50%

학교인 평균 교직경력 18.5년 이상의 학교의 현임교 효과가 그 이하인

학교보다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가 같은 학교

에 자신보다 더 고경력 교사가 많을 경우 이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

을 기회가 많은 덕분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론은 교육청에서 교원의 인사이동을 실시할 때 교사의 교직

경력 뿐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평균 경력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경력 교사의 전입학교를 되도록 비슷한 경력의 교사가

밀집된 학교보다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경력 교사가 있는 곳으

로 배치하여 전보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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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경력과 별도로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교사의 총 교직

경력 및 학교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TALIS 2013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

상은 국·공립 중학교 정규교사 1,598명이다. 분석은 2-수준 위계적 선형

모형을 통해 현임교 경력의 효과와 교직경력 및 학교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 총 경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은 현임교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아졌다. 즉, 교사의 교직 경력이 같을 때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의 전

문성과 효능감 수준은 더 높았다. 그동안 교사의 경력은 교사의 질을 예

측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물게 교

원전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교사의 교직경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현임교 경력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교사의

현임교 경력 또한 교직경력처럼 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

교사에게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면 이는 교직경력과 별도로 효과가 존재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교직경

력과 별도로 현임교 경력이 높아질 수록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의 수준

역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현임교 경력이 낮

은 교사는 현임교 경력이 높은 교사에 비교하여 전문성과 효능감이 낮음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공립 교사의 현임교 경력은 교원전보제도의

시행규정상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반복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이

길수록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는 교사가 한 학

교에 최대한 머무르도록 전보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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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의 총 교직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교사의 총 경력이 낮을

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교직경력이 5년이하인

집단에 비하여 6년에서 15년 경력 교사의 현임교 경력의 효과는 더 작았

으며, 이러한 모습은 16년에서 25년 경력교사와 26년 이상 경력 교사집

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경력 교사는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고경력 교사에 비교하여 더 크게 받는다고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그동안의 교직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일반적

인 교사지식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한 교육적 상황 지식 등이

충분하여 새로운 학교로 전보이동하여 현임교 경력이 낮더라도 이로 인

해 감소하는 전문성 및 효능감 정도가 저경력 교사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는 본분석에 앞서 경력 집단 별로 현임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력이 낮을수록 현임교 경력에 따라 전문성과 효능감 정도의 변

화 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위계적 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동일하게 현임교 경력

이 1년 이하라 할지라도 총 교직경력이 짧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

준은 교직경력이 높은 교사에 비교하여 더 낮다. 이는 현임교 경력이 낮

은 교사 중에서 특히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더욱 관심을 두

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학교특성 중 학교 평균 교직경력에 따라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전문성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었다. 학교평균 교직경력이

낮은 학교는 높은 학교에 비하여 현임교 경력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저경력 교사가 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고경력

교사가 많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직경력과 현임교 경력이 같은 교사라 할지라

도 학교의 평균적인 교직경력이 어느 정도인 학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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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준이 다를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높은 교사와 경력이 낮은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멘토 활동으로

인한 지식의 공유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공식적인 멘토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저경력 교사가 고경

력 교사로부터 교수학습 활동이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 16년에서 25년 교사의 멘토 활동이 활발하다(김묘선, 2016; 안

재만, 2012; 유연화, 2014). 본 연구에서 전체 표집학교의 교직경력의 평

균인 18.5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평균 교직경력이 18.5년 이상인

학교는 그 이하의 평균 교직경력인 학교보다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평균 교직경력이 높은 학교에는 현

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고경력 교사가 많지만, 평균

교직경력이 낮은 학교는 이러한 멘토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많

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교사전보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동일교 최소근무연한을 늘리

고 전보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주로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현임교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최소연한을 1년 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교원의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로

보장하고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보이

지만, 사실상 교사가 현임교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학교이동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가 전보 이동을 신청하여 다시 현임교 경력이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연한을 연장함과 더불어 최대한 교사

가 동일학교의 최대 근속연한을 채우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

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이 규정하고 있는 현임교 만기

기한은 4년 또는 5년이지만, 전보유예제도를 활용한다면 교사의 현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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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전보유예제도는 교사가 요

청하고 학교장이 동의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3조의 3 제 5항에

의거하여 해당교사의 동일학교 근무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

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의 수준을 제고하여 교육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보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근무연한을 연장하고 투명한 전보

유예제도 운영을 통하여 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교의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 중 특히 저경력 교사를 위한

학교 수준의 전략이 필요하다. 교직 총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현임교

경력의 영향은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전문

성과 효능감에 관심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중에서도 저경력

교사를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무엇인지는 고경력 교사에게 현임교 경력의 효과가 작게 나타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교직경력이 높을수록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적

게 받는 이유는 이들이 교직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일반적인 교사지식 뿐

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얻어진 다양한 교육적 상황지식 덕

분으로 보인다. 즉, 여러차례 학교 간 전보이동을 경험한 고경력 교사일

수록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교와 학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

와 지식으로 인하여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이들처럼

교직경력이 적은 교사도 현임교 경력이 이들의 전문성과 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경력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이를

통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란 개인이 축적한 지

식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양상을 의미한다(Acemoglu

& Angrist, 2000).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은 공식적·비공식적

인 경로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력교사가 저경력 교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김종미, 2009). 따라서 학교는 저경력 전입교사를 중심으로 필요한

멘토링이 일어나도록 시간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어 이들의 전문성과 효

능감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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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급 및 업무 배정에 현임교 경력이 낮은 저경력 교사에 대한 고

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입 교사의 근무시작일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입한 학교의 교육 계획 수립에 제외된다. 따라서 현임교 경력

이 1년 미만인 교사는 학급 및 업무 배정 결정 과정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Luschei & Jeong(2018)은 학교 내에서 경력에 따른 교사 쏠

림 현상이 존재함을 밝히며, 경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저소득학생이나 특

수학생이 적은 학급을 맡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한다

면 특히 저경력 교사 중에서도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는 학교 내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다른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나 저소득, 저성취, 특수학생

이 많은 학급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면 현임교 경력이 낮

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교직경력 뿐 아니라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청은 교사 인사이동 배치에서 학교 평균 교직경력을 고려해

야 한다. 학교의 평균적인 교직경력이 낮은 학교에서 현임교 경력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경력직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경우 고경력 교사를

활용한 멘토 프로그램이 현임교 경력이 낮은 교사의 전문성과 효능감 수

준이 크게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저경력 교사에게 도움을 줄 고경력 교사가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전보인사에서 교사의 교직경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초등교원의 전보이

동에서 학교에 특정 연령대 교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년부터 연령대별 균형배치를 실시하고 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2.11). 연

령대 기준은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5세 미만, 45

세 이상이다. 또한 인사관리기준 제 19조 4호에 의거하여 교사의 전보

이동을 위한 명부를 연령대 별로 작성할 뿐 아니라 특정 연령대가 집중

된 학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전보하고 있다. 교사의 연령은 경력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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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때문에 연령대별 균형배치는 특정 경력대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교사

의 전보이동을 통한 인사배치에서 교사경력의 고려를 통해 다양한 경력

대의 교사가 함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평균 경력이 낮은 학교에서 근무

하는 교사가 현임교 경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위한 정책적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

다. 교원전보제도 역시 그 일환으로 오랜기간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시행기간에 비하여 전보제도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교원전보제도는 전국의 국·공립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

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제도가 의도한 결과를 발생하고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다면 더욱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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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현임교 경력과 교사 전문성의 산점도

[부록 2] 현임교 경력과 교사 효능감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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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모형 현임교경력 모형2+교사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56*** 0.015 2.855*** 0.0150 2.840*** 0.017

현임교경력 0.028*** 0.009 0.019** 0.009

교직 총경력 0.011**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4*** 0.006

직무 만족도 0.278*** 0.027

멘토참여 0.041 0.037

남교사 0.014 0.030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302 0.550 0.302 0.550 0.274 0.523

학교수준 분산 0.007** 0.083 0.006** 0.079 0.004* 0.065

ICC 0.023 0.020 0.014

주) * p<.1; ** p<.05; *** p<.01

[부록 3]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학생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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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교수활동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모형 현임교경력 모형2+교사수준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96*** 0.0150 2.895*** 0.015 2.883*** 0.017

현임교경력 0.039*** 0.009 0.028*** 0.009

교직 총경력 0.012**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3*** 0.006

직무 만족도 0.256*** 0.027

멘토참여 0.042 0.037

남교사 0.005 0.030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9799 0.546 0.295 0.543 0.272 0.522

학교수준 분산 0.007** 0.082 0.007** 0.083 0.005** 0.069

ICC 0.023 0.023 0.018

주) * p<.1; ** p<.05; *** p<.01



- 119 -

[부록 5]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학급관리 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기초모형 현임교경력 모형2+교사수준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965*** 0.016 2.964*** 0.016 2.938*** 0.019

현임교경력 0.050*** 0.010 0.041*** 0.010

교직 총경력 0.019***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23*** 0.007

직무 만족도 0.290*** 0.030

멘토참여 -0.005 0.042

남교사 0.092*** 0.033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374 0.611 0.369 0.607 0.341 0.584

학교수준 분산 0.006** 0.078 0.006* 0.074 0.004 0.065

ICC 0.016 0.016 0.012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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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학생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관련효능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41*** 0.017 2.772*** 0.000

현임교경력 0.044** 0.019 0.058** 0.026

교직 총경력 0.012** 0.006 0.198*** 0.073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4*** 0.006 0.035*** 0.006

직무 만족도 0.279*** 0.027 0.283*** 0.027

멘토참여 0.041 0.037 0.043 0.037

남교사 0.014 0.030 0.018 0.030

총경력 * 현임교 경력 -0.001 0.001 - -

경력(6년-15년)*현임교 - - -0.035 0.030

경력(16년-25년)*현임교 - - -0.066** 0.030

경력(26년이상)*현임교 - - -0.030 0.032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74 0.523 0.273 0.522

학교수준 분산 0.004* 0.063 0.004 0.064

ICC 0.014 0.014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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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교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수 효능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84*** 0.017 2.842*** 0.063

현임교경력 0.068*** 0.019 0.062** 0.026

교직 총경력 0.013** 0.006 0.192
*** 0.073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3*** 0.006 0.035 0.006

직무 만족도 0.258*** 0.027 0.263*** 0.027

멘토참여 0.042 0.037 0.041 0.037

남교사 0.004 0.030 0.008 0.030

총경력 * 현임교 경력 -0.002** 0.001 - -

경력(6년-15년)*현임교 - - -0.025 0.030

경력(16년-25년)*현임교 - - -0.045 0.029

경력(26년이상)*현임교 - - -0.056* 0.032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72 0.521 0.271 0.520

학교수준 분산 0.005* 0.067 0.005** 0.068

ICC 0.018 0.018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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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교직경력에 따른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학급관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급관리 효능감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939*** 0.019 2.908*** 0.071

현임교경력 0.091*** 0.022 0.090*** 0.029

교직 총경력 0.021*** 0.006 0.203
** 0.082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22*** 0.007 0.025*** 0.007

직무 만족도 0.292*** 0.030 0.297*** 0.030

멘토참여 -0.005 0.042 -0.006 0.042

남교사 0.091*** 0.033 0.095*** 0.033

총경력 * 현임교 경력 -0.002** 0.001 - -

경력(6년-15년)*현임교 - - -0.032 0.034

경력(16년-25년)*현임교 - - -0.069** 0.033

경력(26년이상)*현임교 - - -0.072** 0.035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340 0.583 0.339 0.583

학교수준 분산 0.004 0.061 0.004 0.061

ICC 0.012 0.012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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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학생관련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학생관련 효능감

모형4-1 모형4-2 모형 4-3

학교평균 교직경력 학교특성 학생특성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37*** 0.020 2.837*** 0.020 2.837*** 0.020 2.836*** 0.020

현임교경력 0.020** 0.009 0.035*** 0.012 0.014 0.011 0.019** 0.009

교직 총경력 0.010* 0.006 0.011* 0.006 0.011* 0.006 0.011**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5*** 0.006 0.035
*** 0.006 0.035*** 0.006 0.035*** 0.006

직무 만족도 0.280*** 0.027 0.281*** 0.027 0.280*** 0.027 0.281*** 0.027

멘토참여 0.041 0.037 0.040 0.037 0.040 0.038 0.043 0.038

남교사 0.016 0.030 0.015 0.030 0.015 0.030 0.015 0.030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0.004

저소득학생 비율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0.001 0.002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2 0.002 0.002 0.002 0.003 0.002 0.002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6 0.031 0.007 0.031 0.006 0.031 0.006 0.031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34 0.069 0.035 0.070 0.055 0.072 0.040 0.069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0.025 0.029 -0.026 0.029 -0.024 0.029 -0.025 0.029

학교평균 경력*현임교 -0.004* 0.002

평균교직경력(18.5년 

이상) * 현임교 
-0.030* 0.017

십만명 이상 * 현임교 0.013 0.019

십만명 미만 * 현임교 0.044 0.050

교사의사결정참여

*현임교
0.006 0.017

저소득학생비율 

* 현임교
-0.000 0.001

저성취학생비율 

* 현임교
0.000 0.001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74 0.523 0.274 0.523 0.274 0.524 0.274 0.524

학교수준 분산 0.004* 0.061 0.004* 0.060 0.004* 0.061 0.004* 0.061

ICC 0.014 0.014 0.014 0.014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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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교수관련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모형4-1 모형4-2 모형 4-3

학교평균 교직경력 학교특성 학생특성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886*** 0.020 2.886*** 0.020 2.886*** 0.020 2.886*** 0.020

현임교경력 0.029*** 0.009 0.039*** 0.012 0.024** 0.011 0.030*** 0.009

교직 총경력 0.011* 0.006 0.011** 0.006 0.011** 0.006 0.012** 0.006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34*** 0.006 0.034 0.006 0.034*** 0.006 0.034*** 0.006

직무 만족도 0.259*** 0.027 0.260*** 0.027 0.259*** 0.027 0.260*** 0.027

멘토참여 0.038 0.037 0.039 0.037 0.038 0.037 0.041 0.037

남교사 0.004 0.030 0.004 0.030 0.004 0.030 0.003 0.030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2 0.004 -0.002 0.004 -0.001 0.004 -0.001 0.004

저소득학생 비율 0.002 0.002 0.002 0.002 0.003 0.002 0.002 0.002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02 0.030 -0.001 0.030 -0.002 0.030 -0.003 0.031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21 0.069 -0.018 0.069 0.002 0.070 -0.015 0.069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0.068** 0.029 -0.068** 0.029 -0.066** 0.029 -0.067** 0.029

학교평균 경력*현임교 -0.004* 0.002

평균교직경력(18.5년 

이상) * 현임교 
-0.019 0.017

십만명 이상 * 현임교 0.012 0.018

십만명 미만 * 현임교 0.051 0.050

교사의사결정참여

*현임교
-0.002 0.017

저소득학생비율 

* 현임교
-0.000 0.001

저성취학생비율 

* 현임교
0.001 0.001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272 0.522 0.272 0.522 0.273 0.522 0.272 0.522

학교수준 분산 0.003 0.059 0.003 0.058 0.003 0.058 0.003 0.059

ICC 0.011 0.011 0.011 0.011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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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학교 및 학생특성에 따른 학급관련 효능감에 대한 현임교 경력의 상호작용

모형4-1 모형4-2 모형 4-3

학교평균 교직경력 학교특성 학생특성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고정효과

교사수준

전체평균 2.944*** 0.022 2.944*** 0.022 2.944*** 0.022 2.880*** 0.019

현임교경력 0.042*** 0.010 0.058*** 0.014 0.037*** 0.012 0.029*** 0.009

교직 총경력 0.018*** 0.006 0.018*** 0.006 0.018*** 0.006 0.013** 0.005

교직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전문성 개발정도 0.023*** 0.007 0.024*** 0.007 0.024*** 0.007 0.031*** 0.006

직무 만족도 0.291*** 0.030 0.293*** 0.030 0.291*** 0.030 0.277*** 0.025

멘토참여 -0.009 0.042 -0.009 0.042 -0.011 0.042 0.029 0.035

남교사 0.093*** 0.033 0.093*** 0.033 0.093** 0.033 0.030 0.027

학교수준

학교평균 교사경력 -0.002 0.004 -0.002 0.004 -0.001 0.004 -0.002 0.004

저소득학생 비율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10 0.001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0.005** 0.002 -0.004** 0.002

특수학생 비율 0.004 0.002 0.004 0.002 0.004* 0.002 0.003 0.002

인구수 십만명 이상 -0.010 0.033 -0.009 0.034 -0.010 0.034 -0.000 0.029

인구수 십만명 미만 -0.029 0.076 -0.027 0.076 -0.005 0.079 -0.006 0.064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0.049 0.032 -0.050 0.032 -0.048 0.032 -0.046 0.004

학교평균 경력*현임교 -0.005** 0.002

평균교직경력(18.5년 

이상) * 현임교 
-0.033* 0.019

십만명 이상 * 현임교 0.010 0.021

십만명 미만 * 현임교 0.058 0.056

교사의사결정참여

*현임교
-0.021 0.019

저소득학생비율 

* 현임교
0.000 0.001

저성취학생비율 

* 현임교
-0.000 0.001

무선효과

교사수준 분산 0.341 0.584 0.341 0.584 0.342 0.585 0.235 0.485

학교수준 분산 0.003 0.056 0.003 0.058 0.004 0.065 0.003* 0.057

ICC 0.011 0.011 0.011 0.011

주) * p<.1;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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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관련 효능감 교수관련 효능감 학급관련 효능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현임교 경력
0.023** 0.174** 0.034*** 0.125 0.041*** 0.148*

(0.010) (0.085) (0.009) (0.079) (0.010) (0.087)

개인

특성

교육 총경력 
0.016*** 0.003 0.013** 0.007 0.024*** 0.011

(0.006) (0.011) (0.006) (0.010) (0.007) (0.011)

교육 총경력²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남교사=1)
0.038 0.017 0.026 -0.011 0.113*** 0.082*

(0.035) (0.044) (0.034) (0.041) (0.038) (0.046)

직무 만족도
0.283*** 0.247*** 0.254*** 0.229*** 0.295*** 0.267***

(0.032) (0.037) (0.030) (0.034) (0.035) (0.039)

멘토 참여여부
0.045 0.026 0.048 0.056 0.001 0.005

(0.043) (0.046) (0.043) (0.046) (0.048) (0.050)

전문성개발 참여도
0.037*** 0.031*** 0.037*** 0.033*** 0.026*** 0.018*

(0.007) (0.009) (0.007) (0.008) (0.008) (0.009)

학교

특성

학교평균교사경력
-0.005 -0.004 -0.003 -0.000 -0.003 -0.002

(0.004) (0.005) (0.004) (0.005) (0.005) (0.005)

특수학생 비율
0.003 0.004 0.002 0.002 0.001 0.002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저소득학생 비율
0.003* 0.001 0.003*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저성취학생 비율
-0.004** -0.002 -0.003** -0.001 -0.003 -0.001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0.047 -0.046 -0.089*** -0.081** -0.073** -0.066*

(0.029) (0.034) (0.029) (0.032) (0.033) (0.036)

학교 소재지(십만명 이상)

(참조집단:백만명 이상)

0.017 0.007 0.003 -0.006 0.006 0.004

(0.030) (0.035) (0.030) (0.033) (0.034) (0.037)

학교 소재지(십만명 미만)
0.074 0.149* -0.009 0.101 0.018 0.078

(0.063) (0.081) (0.070) (0.080) (0.068) (0.084)

cons
1.948*** 1.791*** 2.188*** 2.043*** 2.014*** 1.912***

(0.150) (0.213) (0.147) (0.201) (0.168) (0.233)

R² 0.119 0.059 0.113 0.056 0.109 0.050

N 1,674 1,421 1,673 1,420 1,673 1,420

주) 1. * p<.1; ** p<.05; *** p<.01

2. 괄호안은 표준오차임

[부록–12] 현임교 경력이 교사의 영역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건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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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fficacy

Na, Yoon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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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centralized teacher assignment and teacher rotation across

schools have been implemented as a national education policy for a

long time, not many studies about them has been done. Most

countries hire and assign teachers in a district or school level. Unlike

these decentralized ways, all the public school teachers in Korea are

under mandatory teacher rotation system, leading them to transfer

another school every certain period of time. This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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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makes them have two different kinds of teaching

experience. One is years of working as a teacher in total, and the

other is years of working as a teacher in this school. This nationally

adopted system should be studied whether it really brings inteded

results such as improving quality of education or guranteeing

students equal opportunity to meet effective teachers. However not

many reseaches have done yet. This study reveals effects of the

mandatory teacher rotation system by identifying relation between

teachers’ years of working at one school and their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fficacy.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years of teaching at one school

on extent of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efficay. What

used for the analysis is data from 2013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Resea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s a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fficacy shows any changes with one’s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t the same school, holding total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constant? Second, if any, is the effect of years of

teaching at a school can be different by one’s total years of working

as a teacher? Third, do school-level characteristics hav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on the years of working at one school effect?

What this study find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er working at

one school, the more proficiency and efficacy teachers have. This

means apart from one’s total teaching experience, period of working

at one school has its own positive effect. This result implies inducing

teachers to work at one school at most five years is good to increase

the teacher effectiveness. Second, this effect become larger to

teachers whose total teaching experience is shorter. To put it

concretely, the effects of teaching experience on one school on how

much teachers try to develop their proficiency and how high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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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acy is depend on their total teaching experience. Third, the

effects get bigger to teachers working at schools where averaged

teachers’ years of teacher career is low. That is, to a teacher

working with colleagues having abundant total teaching experience,

the ‘teaching experience at the same school’ effect works less.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co-workers with long enough teaching career

helping teachers who just start working at the school to h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bout students and school.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teacher rotation policy. First, public school teachers are

required to rotate across schools every certain years. This mandatory

teacher rotation policy allows teachers to move schools if they work

at a school one year minimum. This condition encourages teachers

rather to leave difficult-to-work school than staying. To keep

teachers from leaving school too often, the required minimum

working years at one school should be extended. This will contribute

teachers to work at a school longer, resulting in their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fficacy high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school to plan mentor programs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short teacher career at a school and in total. Such school

efforts would help them offer lessons what their students really want.

Finally,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needs to consider the

averaged teachers’ years of experience of each school when assigning

teachers to new schools.

keywords : teacher rotation system, national education policy,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er efficacy, teacher personnel policy

Student Number : 2017-2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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