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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ffects
secondary school teachers' instructional competence, schoo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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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in this study
to answer the two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1) secondary school teachers showed significant
Keywords:
differences
in their competencies based on their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Secondary school teacher,
2)
Secondary
school teachers with mor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showed
teaching experience,
higher
scores
on
their competencies.
perception of competency
One-way ANOVA
These results provide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es on the necess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and the process of teacher appraisal
both in light of duration of teaching experience.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5 2017
Revised Sep 28 2017
Accepted Sep 29 2017

주제어:
국문초록
중등교사, 경력,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에 주목하여 교사의 경력과 교수학습전문
역량수준, 일원분산분석, 성, 학교경영지원, 관계 및 가치의 3가지 역량수준에 대해 일원분산분
중다회귀분석
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3가지 역량수준 모두 0~5년, 6~14년, 15~24년,
년 이상의 교직경력 단계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교사 경력이 길어질수록 3가지 역량수준 모두 정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직경력 단계별 교사의 수요를 반영한
역량계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교사의 경력별 역량수준을 토대로
한 교원평가의 심층적 논의, 경력과 역량수준에 대한 실제 수행까지
고려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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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자, 교육내용, 학습자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교육자인 교사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주도
하고 있는 요소로서, 교육 발전의 결정적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윤정일, 신효정, 2006;
정제영 외, 2014). 더욱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라는 언명에도 나와 있듯
이 교육과 교사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이야기하기 위
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역시 이야기되어야 한다(김희규, 주영효, 2014; 배
진오, 이연승, 2014; Burstein et al., 1999; Darling-hammond, 2000).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
고, 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준거로써 ‘교사역량’ 개념이 대두되었
다(문은경, 신원석, 박인우, 2016; 장선영, 박인우, 김명랑, 엄미리, 2008). 교사역량이란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자질, 태도, 가치관을 포함하는 특성
으로서,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강화시켜줌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한다(박수정, 김미정, 2015; 박혜경, 2012).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역량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에 역량의 개
념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 중등교사 연수, 교원평가, 승진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
면 교사의 경력과 전문성(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경력과 역량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전
제하에 관련 인사제도들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승진에 있어서 교사의 경
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수나 평가와 관련해서 경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이에 대
해 몇몇 연구자들은 현재의 승진 및 호봉제도가 합리적인지, 또한 경력별로 역량수준 및 교사
의 수요를 고려한 연수 및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하는지에 대해 각기 의견을 달리해왔다(박홍희,
2005; 이경진, 최진영, 장신호, 2009; 이성은, 최진영, 송경오, 2010; 이준희, 2006; 전제상, 2010).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중등교사의 경력에 따라 역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
력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실제 경력별로 역량수준을 진
단한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사의 역량에 대해 기존 논의들은 유아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특수교사 그리고 예비교
사까지 학교 급과 맡은 업무, 정규직 여부에 따라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거나 현재 역
량수준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강석주, 2004; 고은영, 박희숙, 2014; 김주영,
2012; 박용호, 조대연, 배현경, 이해정, 2012; 이선민, 박재국, 2016; 정제영 외, 2014; 정제영 외,
2016; 최진영, 이경진, 장신호, 김경자, 2009). 기존의 논의들은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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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고 교사가 지닌 역량을 진단하여 현재의 역량수준을 신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중점
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교사 개인의 교직 경험, 즉 경력에 따른 역량수준의 차이와 역량수준 변
화의 양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부재하였다. 특히, 교사는 경력에 따라 지식, 기술, 자
질, 태도, 가치관에 대해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수준의 변화 양상이 존재할 가능성
이 크다. 이에 교사의 경력 변화에 따른 역량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호제, 윤근영, 2009). 또한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교육과정 개편 등 중등교
육 단위에서의 교육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단
순히 교수 관련 역량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종류의 역량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중등교사의 경력별로 역량수준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와 경력에 따른 교사의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등교사의 역량수준 인식은 경력 단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문제 2. 중등교사의 경력에 따라 역량수준 인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II.
A.
1.

이론적 배경

교사의 경력과 역량
교사의 경력

교사의 경력은 교직에 있는 단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발달과 그 연관
성을 의미지어 볼 수 있다. 물론 교직경력이 많다는 것이 그 교사의 발달과 관련된 모든 측면
을 대변해 줄 수는 없지만, 기존의 교사발달 이론들 역시 교직경력이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중
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한다(이정욱, 최영남, 1999). 발달과업이론에 근거하면 교사의 경력, 연령
이나 생의 주기는 교사에게 연속적인 발달단계로서 모형화된다고 이야기한다(오영제, 2006). 교
사의 경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교사의 발달단계를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단계별로 유형화
하고 있다.
먼저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상근(1992)은 교직 경력에 따라 교사 발달 단계를 생존단계
(0-3년), 재평가 단계(4-6년), 평정 단계(8-13년), 침체 단계(14-16년), 보수주의 단계(17-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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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심우엽, 류재경(1994)은 교직 적응단계(0-5년), 안정 및 철학 형성단계(6-10년), 교직
경험 심화 및 중추적 역할 수행 단계(10-20년), 2선으로 물러날 준비단계(20-30년), 교직 말기 및
정년 준비단계(30년 이상)로 보았다. 이난숙(1991)은 교사 발달단계를 양성단계, 형성단계(1-4년),
성장단계(5-10년), 성숙단계(11-20년), 원숙단계(21년 이상)로 구분하였고, 조호제 등(2009)의 연구
에서는 교사를 경력에 따라 5년 미만, 5~15년, 15년~25년, 25년 이상의 4단계로 나누어서 보았
다.
박홍희(2005)는 교사 발달 단계를 초임기(0-5년), 성장기(6-10년), 성숙기(11-20년), 원숙기(21년
이상)로 구분하였다. 초임기는 초임 교사가 발령받은 첫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는, 두
번째 학교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성장기는 교사가 한두번의 전보를 통해, 교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 초임기보다 성숙한 자세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이며, 성숙기는 교사로서 높은
자질을 갖춘 시기로 교직 생활이 자연스레 내면화되어 전반에 걸쳐 안정감을 보이는 시기이다.
마지막 원숙기는 교직에 대한 자신의 역할 수행에 있어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 승진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하나 열정이 감소할 수도 있는 시기이며,
자기 성찰적 시기이기도 하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발달단계를 교직경력에 따라 구분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Katz(1972)는 교사들의 발달단계를 교직경력에 따라 0-1년(생존단계), 2-3년(강화단계), 3년-4년(갱
신단계), 5년 이후(성숙단계)로 구분하였으며, Burden(1980)은 0-1년(생존단계), 2-4년(조정단계), 5
년 이후(성숙단계)로 구분하였으며, Newman 등(1980)은 교직경력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였다(이
윤식, 1999 재인용). Klecker 등(1999)의 연구는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5년 이상의 5년 단위로 교직경력을 구분하였다. Zafer Ünal 등(2012)의 연구와 Kok-auntoh 등
(1996)의 연구에서도 5년 단위로 각각 5단계, 7단계로 교직 경력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국외의
연구는 경력 5년 미만의 교사를 초임 교사로 분류한 전화영, 유미현, 홍훈기, 박은이(2009)의 연
구와 같은 국내연구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Huberman(1989)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다 발전시켜 교사 발달을 5단계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 및 발견단계(1~3년)로서, 교직 경험이 없는 초임 교사가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현실에 대하여 자각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정화 단계(4~6년)로서, 교사가 잘
적응하여 교사의 역할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수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숙달되고, 편안함을 가
지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험・행동주의 또는 회의・자기 의심 단계(7~18년)로서 안정
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려 하며, 교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고 직업적 위기를 느끼
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평온성, 보수성 단계(19~30년)로서 교실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점
차 활력이 감소하고, 마지막 이탈 단계(31~40년)는 교사들이 점차 직무로부터 벗어나 다른 일
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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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고 또 교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
본적으로 경력에 따라 교사의 모습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교직 경력이라
는 것이 단순히 교단에서 보내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간이
며 이를 통해 교사의 역량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사 집단을 경력에 따라 구분할 때에 박홍희
(2005)와 조호제 등(2009)의 연구와 같이 초임기(0~5년), 성장기(6~14년), 성숙기(15~24년), 원숙
기(25년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것은 국,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경력
5년을 기준으로 정교사 1정 자격연수를 받으며, 첫 전근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5년까
지를 초임기로 볼 수 있다(전화영 외, 2009). 경력 5년 이후에는 전보를 통해 두 번째 학교를 경
험하게 되고, 경력 15년부터는 수석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15년을 기점으로 교사 집단을 경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경력 25년의 경
우는 비록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긴 하였으나, 과거 교원승진규정에서 경력 만점
기간이 25년이었기에 경력 25년을 교직에 있어 또 다른 전환점으로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2.

교사의 역량

역량이란 사전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이다(민중서림편집부, 2006). 주로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성인교육 분야에서 논의가 되어 왔으며, 학자에 따라, 개발하거나 연구하
는 분야에 따라, 그 정의가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으로 지식, 수행, 태도와 경험의 결합체로 보고 있다(박용호 외, 2012; 최진영 외, 2009;
Milan, 2008). 이에 교사 역량을 역량에 대한 사전적,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하자면 교사
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자질, 태도, 가치관을
포함하는 특성들을 의미하며,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영역 모두
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정 외, 2015; 박혜경, 2012; 주현준, 2008).
한편 역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문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 교사의 전문성(teacher professionalism)
이라는 개념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다른 직업과 구
별되는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능력과 자질이다(김옥예, 2006; 김지선 외, 2014; 허은정, 2011). 교
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역량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교사의 역량은 다른 직업과 구별된 교사라는 전문직의 특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맡는 여러 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 전문성은 역량 구성과 계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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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량이라는 개념은 현장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하여 더욱 풍부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포
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 중에 역량과 전문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은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전문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에 관한 연구
는 주로 전문성 계발에 주목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교사 전문성 신장 및 제고 방안
연구,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 사례 분석, 교사 전문성 습득 및 제고 과정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권나영, 이은정, 박미미, 박진형, 2012; 김경애, 2015; 이혜정, 2010). 한편, 교사 전문성의 영
향요인 중에 교직경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특정 교과나 교사 전문성
중의 일부에만 주목하였다(이광호, 2012; 조호제 외, 2009; 홍인혜, 2015). 이러한 연구들에 비하
여 본 연구는 교사 역량의 영향 요인인 경력에 초점을 두며, 특정 교과나 하위 전문성에 제한
을 두지 않고 교직경력을 전체적인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교사역량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로 학교 급이나 맡은
업무, 정규직 여부에 따라 그 역량 실태와 필요도에 대해서 연구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등
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량에 대해 알아보고자하기에 중등교사의 역량에 대한 연구를 위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등교사의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역량만을 강조한 연구(백순근 외, 2007; 장선영
외, 2008)나 직무에 국한된 역량에 대한 연구(강석주, 2004; 박용호 외, 2012)가 위주이며 교사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중등교사 역량모델에 대해 개발을 진행한
백지연, 조현정, 송민영(2015)의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역량에 대해 교수 역량, 평가 역량, 생활
지도 역량, 학급경영 역량, 조직 역량, 행정업무 관리 역량, 정의적 역량의 7개 역량 군과 세부
39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세부 역량 중 능력, 태도, 가치 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역량군 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실제 교사들을 대
상으로 역량수준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역량을 교수학습전문성 역량군, 학생지도 학급관리와 학교경영지원 역량군, 그리고 관계 및 가
치 역량군으로 지식, 수행, 태도 측면의 3개 역량 군으로 구조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교사의 경력과 역량과의 관계

경력과 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 연구 대상이 초등교사와 대
학교수를 위주로 진행되었다(송해덕, 장선영, 김연경, 2013; 이경진 외, 2009; 조대연, 2009). 물론
이성은 등(2010)의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를 동시에 고려하여 경력과 역량의 관계를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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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력과 역량 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
수내용 요구분석을 통해 교사의 현재 역량수준과 역량 필요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수준 및 교직경력별 핵심역량 수준 차이에 대해 분석한 이경진 등
(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군을 5가지의 교수역량, 평가역량, 생활지도역량, 학
급경영역량, 전문성개발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지식, 수행, 태도역량에 비추어 교직경력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교직경력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역량 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제시
하였다. 특히 지식역량의 경우 경력에 따라 핵심역량의 차이가 확실하며, 태도역량의 경우 경력
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직경력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
식하고 있는 역량 수준을 반영하여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고 제언하였다. 서울지역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발달단계별 직무역량 요구분석에 대해
연구한 조대연(2009)의 연구는 교사발달단계를 생존단계, 조정단계(성장·안정침체·좌절단계), 성
숙·승진지향단계로 구분하여, 수업계획 및 준비, 수업실시, 학습평가, 생활지도, 학급·학교경영지
원, 태도의 6개 직무역량 요구도룰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달단계 별 교사직무역량에 대한 요
구는 현재수준과 필요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성숙·지향
단계보다 경력이 적은 조정단계의 교사들이 더 높은 직무역량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교사 경력별 역량 분석 연구는 역량의 하위 영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것이 주를 이뤘다. 즉 교사의 교수전문성 역량, 학급과 학교경영 역량, 그리고
인간관계 역량 등 분야별 역량이 경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교수역량은 교직 경력별로 다르게 나타난다(이경진 외, 2009; 임
현수, 백순근, 2006; 장인옥, 전평국, 2001; 최미숙, 2004).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결론이 조금씩 다르다. 이경진 등(2009)과 박지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교수역량 수준은 경력에 따라 높아졌으며, 교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성훈(2015)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직 경력에 따라
교수역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경진 등(2009), 박지영(2003), 임정준, 이영민,
임정연(2011)은 초등교사의 학급경영 역량과 교직 경력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교직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초등교사의 학급경영 역량 수준 역시 높아지며, 이는 교
직 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하지만 곽윤철(2016)의 연구에서는, 교직
경력 20년 이하까지는 경력에 따라 학급경영 역량이 높아지나, 20년 이상에서는 경력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수 등(2006)은 교직 경력이 교사의 인간관계 역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10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직 경력에 따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 수
준이 “V”자 형으로 변화했다. 또한 임정준 등(2011)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인간관계 역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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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곽윤철(2016)의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인간관
계 역량이 경력에 따라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교수의 경력별 직무역량 요구에 대해 분석한 송해덕 등(2013)은 대학교수의 경력
에 따라 15개의 세부역량을 기본역량, 교수역량, 관리역량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경력에 따라 교수들의 역량 요구는 유의미한 차이를 띄며, 경력별 우선 향상 역량 선
정과 지원 방안을 제언하였다.
교직발달단계에 따라 초, 중등 교사의 연수 요구 분석을 통해 경력과 역량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제시한 이성은 등(2010)의 연구는 교직발달단계를 초임(5년 미만), 정착(5년~9년), 발
전(10년~19년), 심화(20년 이상)로 구분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연수내용영역 요구 차이를 유의미
하게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연수내용영역 요구는 해당 연수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의 요
구라고 제언하여 경력과 역량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력과 역량의 관계에 있어 교사의 경력에 따라 역량수준이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통해 경력과 역량의 관계에 대해 논리
적 토대를 뒷받침해주는 동시에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제언하고 있다
B.

이론적 모형 : 교사발달단계

교사발달단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사들의 성장, 발
달이 일정한 단계에 따라 직선적, 순차적으로 발달한다는 이론적 모형과 누구에게나 일정한 단
계 및 유형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개개인의 배경이나 자질, 환경에 따라 교사의 발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교사발달단계에 관한 연구 중에서 Katz(1972)는 교사발달단계를 생존기, 강화기, 갱신
기, 성숙기로 경력에 따라 구분하여 교사발달단계를 교사의 생애 주기와 연결하였으며, 이난숙
(1991)은 교직발달이 양성단계, 형성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원숙전문단계의 과정으로, 교직경
력에 따라 직선적, 순차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사의 발달은 순차적으
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직경력이 쌓일수록 교사가 가지는 전문성 및 역량 역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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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직경력에 따른 역량 강화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교사의 발달단계가 교직경력이나 연령과는 상관없이 개인적, 조직적
환경 요인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달과정을 이루어나간다는 견해가 있다. Burke 등(1984)은 교사
발달 사이클 모델(Teacher Career Cycle Model: TCCM)을 제시하면서, 교사발달의 단계가 단순하고
직선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발달한다고 이야기했다. 강경석과 김영만(2006)이나
윤홍주(1996)의 연구들도 같은 관점에서 교사발달을 개인적, 제도적 및 조직적 요인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달의 방향 역시 점차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이 아닌 안
정·침체단계, 쇠퇴단계 등 전문성 및 역량이 약화되는 단계가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교사가 가지는 역량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2] 개인적·조직적 환경요인에 따른 역량 강화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발달단계가 경력에 따라 이뤄진다는 Katz(1972), 이난숙(1991) 등의 교
직경력에 따른 역량 강화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모형에 기초하여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역량수준이 강화되는지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A.

연구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의 경력별 역량수준 차이와 경력이 역량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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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56개의 중등학교를 선정하였고, 56개 중등학교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에 설
문을 실시하여, 33개교에서 623부를 회수하였다. 총 수거된 623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한 응답
과 결측치를 제외한 결과, 447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교사가 208명, 여교사가 239명이었다. 교직경력의 단계에 따라 0~5
년인 교사는 126명, 6~14년인 교사는 96명, 15~24년인 교사는 136명, 25년 이상인 교사는 89명
이었다. 전공교과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윤리,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 기타의 교사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교과는 309명, 나머
지 교과는 138명이었다. 담임여부에 따라 담임은 293명, 비 담임은 154명이었다. 최종학력에 따
라 대졸인 교사는 242명, 석사인 교사는 196명, 박사인 교사는 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출신
대학별로는 사범대학 출신 교사가 352명, 교직이수인 교사가 39명, 교육대학원 출신인 교사가
46명, 일반대학 및 기타 교사가 10명이었다. 직위에 따라서는 일반교사가 412명, 기간제 교사가
35명이었다. 학교소재지에 따라서는 서울, 광역시가 2명, 중소도시가 267명, 읍면지역이 178명이
었다. 설립유형 구분은 국공립이 422명, 사립이 25명이었으며, 학교 급에 따라서는 중학교가
215명, 고등학교가 232명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준화 여부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교사는 169명이
었으며, 비평준화 지역의 교사는 278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1)

1)

본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신정철 교수 연구팀에서 2012년 교사 전문
성 개발 연구를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
사 결과의 활용에 대해 신정철 교수 연구팀의 허락을 득하였다. 연구진은 본 연구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신정철 교수 연구팀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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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대상

성별
교직경력
전공교과
담임여부
최종학력
출신대학
직위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학교 급
평준화여부
B.

특성

남교사
여교사
0∼5년
6∼14년
15∼24년
25년 이상
국, 영, 수, 사, 과
음, 미, 체, 기·가 등
담임
비 담임
대졸
석사
박사
사범대학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및 기타
교사
기간제 교사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 공립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비평준화

빈도(%)

208 (46.6%)
239 (53.4%)
126 (28.2%)
96 (21.5%)
136 (30.4%)
89 (19.9%)
309 (69.1%)
138 (30.9%)
293 (65.5%)
154 (34.5%)
242 (54.1%)
196 (43.8%)
9 (2.0%)
352 (78.7%)
39 (8.7%)
46 (10.3%)
10 (2.2%)
412 (92.2%)
35 (7.8%)
2 (0.5%)
267 (59.7%)
178 (39.8%)
422 (94.4%)
25 (5.6%)
215 (48.1%)
232 (57.9%)
169 (37.8%)
278 (62.2%)

합계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447
(100%)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등교사의 역
량을 교수학습전문성, 학교경영지원, 관계 및 가치의 3가지 역량 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역
량 군별 11개, 9개, 13개의 세부 역량으로 각 문항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
다. 먼저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의 세부역량은 교과전문성, 학습자 이해, 수업내용의 조직, 교수법
및 교수전략 활용, 매체 및 교수학습자료 활용, ICT활용능력, 수업내용 설명 능력, 학습자의 참
여유도, 발문의 적절성과 다양성, 측정평가 이론의 이해 및 활용,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
백 제공의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경영지원 역량의 세부역량은 학생이해, 학생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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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생문제 해결능력, 학생상담, 진로지도, 교육적 학급 경영 능력, 학급의 학습 환경 조성, 학
교목표 공유, 행정업무 처리 능력의 9개로 구성되어 있다. 관계 및 가치 역량의 세부역량은 공
정성, 상호신뢰, 의사소통능력, 동료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형성,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생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능력, 투철한 교직관, 윤리의식, 원칙준수, 창의력, 책임감, 전문가의식, 변화적
응의 13개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역량 군과 그에 대한 33개의 세부역량에 대한 설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등교사의 역량수준에 대한 설문
구분
설문 내용

교수
학습
전문성

학교
경영
지원

교과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습득, 계발하여
해당 수업수준을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가?
학생의 학습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학습수준을 파악하고
있는가?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하고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잘 연계하는가?
학습목표 및 수업내용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및 교수전략을
활용하는가?
학습활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매체 및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는가?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시설 및 ICT 등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가?
학년, 교과, 수업 방법 등에 비추어 적절한 발문을 하며 수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발문을 하는가?
측정․평가의 목적, 내용, 절차,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
으며 학습 과제의 특성 및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평가 방법을 활용
하는가?
학생의 평가 결과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을 존중하며,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에게 예의를 갖춘 호칭으로, “야, 너, ~냐” 표현은 지양하고 학
생을 존중하는가?
학교생활 전반에서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학생을 잘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문제 상황에 대해 상담하
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
학생의 적성, 취미,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진로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간 학급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편성

Cronbach’s

.87

.89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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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수행하는가?
학습을 돕기 위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가?
학교목표가 무엇인지를 인지․공유하며, 학교목표를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가는가?
담당한 행정(사무)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사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성원(학생)을 대하는가?
상하, 동료 간 서로 존중하고 믿고 의지하며 협력적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는가?
개인/조직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학교생활과 업무수행을 잘 하기 위해 동료, 선․후배 교사와 원활
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가?
학생의 학습수준과 인성, 진로 등에 대해 학부모와 이해․공감하며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학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
지하는가?
관계 교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및 도덕적 가치관을 가지고 명문화 되지 않은 부문에 있어서도 올바르
가치 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항상 기본적인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고자 노
력하는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사
고하여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는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
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 개발하는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대안을 모색하여 변화에 대응하는가?
C.

분석 방법

1.

분석 변수

59

.90

본 연구에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는 STATA 13.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등교사의 경력에 따른 3가지 역량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번의 중등교사의 경력 단계별 교수학습전문성, 학교
경영지원, 관계 및 가치 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연구문
제 2번의 중등교사의 경력에 따라 교수학습전문성, 학교경영지원, 관계 및 가치 역량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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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번과 2번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변수
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수 및 변수 설명
구분

종속
변수
관심
변수
개인
특성
학교
특성

교수학습전문성
역량
학교경영지원
수준
관계 및 가치
교사의 재직연한
성별
전공교과
담임여부
최종학력
출신대학
직위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학교급
평준화여부

변수 설명

· 11개의 세부 역량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 9개의 세부 역량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 13개의 세부 역량 수준 5점 척도 평균값
· 교사의 재직연한에 대한 4단계
· 교사의 재직연한
· 남교사(1), 여교사(0)
· 교과분류에 의한 더미코딩
· 담임(1), 비담임(0)
· 대졸(16), 석사(18), 박사(21)
· 출신대학별 더미코딩
· 기간제 교사(1), 교사(0)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더미코딩
· 국공립(1) 사립(0)
· 중학교(1) 고등학교(0)
· 평준화(1) 비평준화(0)

주요 변수 및 변수 설명 표에 따르면 종속변수는 역량수준 인식에 대한 세 가지 역량 군으
로 구분하였고 각 역량 군에 대해 11가지, 9가지, 13가지의 세부 역량 수준을 5점 척도의 평균
을 구한 값으로 활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한 연구문제 1번의 경우 독립변수를 교사의 경력단계를 0~5년, 6~14
년, 15~24년, 2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인 3가지 역량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문제 2번의 경우 독립변수를 설문에서 교사 개개인이 응답한 결과
값인 재직연한으로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는 개인특성과 학교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특
성 통제변수의 경우 담임여부, 전공교과, 최종학력, 출신대학, 직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교과
와 출신대학의 경우 더미코딩으로 진행하였다. 학교특성 통제변수는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학
교 급, 평준화여부로 학교 소재지의 경우 더미코딩으로 진행하였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1번인 교직경력 단계에 따른 교수학습전문성, 학교경영지원, 관계 및 가
치 역량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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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NOVA)이란 여러 그룹으로 구성된 관측치들에 대해 전체 관측치의 분산 또는 총 제곱합
(total sum of squares)을 분석한 후, 오차에 의한 영향보다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찾아내는 분석방법이다(민인식, 최필선, 2015; 성태제, 2014). 일원분
산분석은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각 그룹별 평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
인(factor)이 하나인 경우의 분산분석 모형이다. 이에 교직경력 단계에 따라 3가지 역량수준의 차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이 적합하여 연구문제 1번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번을 분석하기 위해 교사 개인수준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중다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
여 하나의 양적 변수인 종속 변수를 설명, 예측하기 위한 통계모형이다. 이 때 여러 개의 특정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효과를 파악하되, 다른 변수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
고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
속변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또는 가장 많이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귀계수가 클수록 각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관계에 있으나, 각 변수들의 측정
척도가 다를 경우 절대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상대적 기여도 비교를 하기 위해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를 표준화시켜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구함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에 교사의 역량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교사의 재직 연한을 설정하여, 교사의
재직 연한이 1년 늘어날 때에 교사의 역량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에
교사의 개인특성 및 학교특성으로 구성된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추정된 회귀모형
은 아래의 식과 같다.
        

먼저  은 종속 변수로서 교사의 역량수준 점수이다. 점수는 역량수준 5점 척도 점수의 평
균값으로, 교수학습전문성·학교경영지원·관계 및 가치의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은 본 연구에서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독립변수로, 교사의 재직연한이다.  는 통제변
수로서 성별·전공교과·담임여부·최종학력·출신대학·직위 등의 교사들의 개인 특성 변수와, 학교소
재지, 설립유형, 학교 급, 평준화 여부 등의 교사들의 재직 중인 학교 특성 변수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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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기술통계

본 연구는 중등교사의 경력별 역량수준 차이와 경력에 따라 역량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아래의 <표 4>와 같
다. 먼저 역량수준 변수에 대해서는,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수준이 3.805, 학교경영지원 역량수준
이 3.762, 관계 및 가치 역량수준이 4.004로 나타났다. 역량수준에 대한 설문지 문항에서 ‘수행
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가 5점, ‘수행을 잘하는 편이나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가 4점, ‘보통
이다. 수행을 하면서 종종 시행착오를 겪는다’가 3점임을 볼 때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중등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수준에 대하여 수행을 잘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관계 및 가치에 대한 역량수준에 대해서 역량수준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교직경력 변수는 평균이 14.807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0, 최대값은
37이다. 경력 0~1년의 초임교사부터 경력 30년이 넘는 교사까지 다양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
들이 있다. 경력에 따른 분포를 보면 경력 0~5년인 교사가 126명, 6~14년인 교사가 96명,
15~24년인 교사가 136명, 25년 이상인 교사가 89명으로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표 4> 주요 변수 기술통계

개
인
특
성

교수학습전문성
학교경영지원
관계 및 가치
교직경력
경력제곱항
성별 (남자=1)
주요교과여부
담임여부
최종학력
기간제여부

관측치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447

평균

3.805
3.762
4.004
14.807
319.865
0.465
0.693
0.655
16.997
0.0783

표준편차

0.496
0.546
0.532
10.041
316.692
0.499
0.461
0.475
1.219
0.268

최소값

2
1.636
2.272
0
0
0
0
0
16
0

최대값

5
5
5
37
1369
1
1
1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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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특
성

B.

학교소재지(서울)
학교소재지(광역)
학교소재지(시군)
학교유형
(국공립=1)
학교급
(중학교=1)
평준화여부

447
447
447
447
447
447

0.00223
0.00223
0.597
0.944
0.480
0.378076

0.0472
0.0472
0.490
0.230
0.500
0.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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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0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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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번인 중등교사의 경력에 따라 나눈 4개 집단별 역량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4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집단
에서 관계 및 가치 역량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아직 교직 입문기의 초임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경력 0~5년인 교사 집단에서 3가지 역량수준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교사발달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이에 따라 역량이 증가한다는 Katz(1972)와 이난숙
(1991) 등의 연구에서의 관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에 대해서는 경력 15~24년인 교사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력 25년 이상인 교사 집단에서는 오히려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
경석 등(2006)이나 윤홍주(1996)의 연구에서 보는 관점처럼 교사발달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지
는 것이 아닌, 쇠퇴기 등에서 오히려 전문성 및 역량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나머지 집단에서는 역량수준이 학교경영지원 역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지만, 경력 25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전문성 및 역량의 약화가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하는 분야가 바뀌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하기 위해 이 차이가 유의한 차이인지 살펴보고, 그 이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해서 경력과 역량수준의 변화의 양상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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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력별 역량수준 인식 분석 결과

0∼5년
(n=126)
M(SD)
3.555
교수학습전문성
(0.535)
3.476
학교경영지원
(0.571)
3.789
관계 및 가치
(0.560)

6∼14년 15∼24년 25년 이상
Scheffe /
(n=96) (n=136) (n=89)

Dunnett T3
M(SD) M(SD) M(SD)
3.856
3.896
3.805
17.400*** 2,3,4>1
(0.443) (0.439) (0.496)
3.811
3.89
3.923
18.845*** 2,3,4>1
(0.521) (0.50) (0.448)
3.991
4.041
4.159
9.675*** 2,3,4>1
(0.494) (0.524) (0.509)

*  < 0.05, **  < 0.01, ***  < 0.001, 1=0~5년, 2=6~14년, 3=15~24년, 4=25년 이상

표 5>에 따르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력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눈 집단별 역
량수준은 3개 역량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의 동질성에 대한 검
정 결과 학교경영지원 역량과 관계 및 가치 역량의 경우  > 0.05 이므로 등분산의 가정을 충
족시켜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의 경우 분산의 동질성 검정 결과의 유
의확률이 0.029로 등분산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교수학습전문성 역량수준에 있어 0~5년인 교직경력 집단이 나머지 집단보다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집단(경력수준 6~14년, 15~24년, 25년 이상) 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경영지원 역량과 관계 및 가치 역량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경력수준 0-5년 집단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 0~5년의 초임교사일 때에는 현장경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역량수
준이 낮게 나타나지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는 역량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크게 증가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초임교사 시기가 역량이 크게 증가하
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쌓는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주변의 도움이 다른 과정에서보다 훨씬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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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의 경력이 역량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6>은 중등교사의 경력이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열
은 교직경력이 교수학습전문성 역량, 학교경영지원 역량, 관계 및 가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이며, 그 아래는 교사의 개인 특성 변수들과 학교 특성 변수가 교사의 역량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사의 교직 경력이 1년 증가할 때, 교사의 교수학
습전문성 역량수준은 유의수준 .001에서 0.03214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경영지원
역량수준은 유의수준 .001에서 0.04296만큼 증가했으며, 관계 및 가치 역량수준은 유의수준 .01
에서 0.02562만큼 증가했다. 교직 경력은 각각의 역량수준에서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
교경영지원 역량수준에서 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교사의 교직 경력이 증가할수록
역량수준 역시 세 가지 역량수준에서 모두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경영지원과 관련된 역량
이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경영지원과 관련된 경험이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
치며, 이는 경력이 쌓일수록 학교경영지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개인 특성 변수 및 학교 특성 변수들은 대부분 중등교사의 역량수준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관계 및 가치 역량수준에서 학교 유형 및 평준화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사립이나 평준화 여부 등의 학교 특성이 학교의 구성원들이 갖
는 관계 및 가치에 대한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표 6> 중등교사의 경력이 역량수준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직경력
개인
특성

경력제곱항
성별
(남자=1)
주요교과여부
담임여부

교수학습전문성
역량
0.03214***

(0.00916)
-0.00062**
(0.00028)
0.01713
(0.04677)
-0.01877
(0.04943)
0.04557
(0.05204)

역량수준 인식
학교경영지원
역량
0.04296***

관계 및 가치
역량
0.02562**

-0.06286
(0.05371)
0.07051
(0.05656)

-0.05081
(0.05098)
-0.01098
(0.05388)
0.06528
(0.05673)

(0.00995)
-0.00093***
(0.00031)
-0.01561
(0.05082)

(0.00999)
-0.00041
(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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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기간제여부
학교소재지(서울)

평준화여부
_cons
r2
N

0.03689
(0.02253)
-0.07769
(0.10031)
-0.61119
(0.52868)

0.01658
(0.02260)
0.01802
(0.10062)
-0.17682
(0.53035)

0.09012
(0.10346)
0.07339
(0.05515)

0.06897
(0.11243)
0.02917
(0.05993)

0.20868*
(0.11279)
0.08323
(0.06012)

-0.01210
(0.47853)
-0.01453
(0.04888)

학교소재지(광역)
학교 학교소재지(시군)
특성
학교유형
(국공립=1)
학교급
(중학교=1)

0.01618
(0.02073)
-0.05812
(0.09230)
-0.46717
(0.48647)

-0.07313
(0.05525)
3.15004***
(0.35818)
0.12
447

0.19782
(0.52005)
-0.04245
(0.05312)

-0.08897
(0.06004)
2.78941***
(0.38926)
0.14
447

-0.05673
(0.52170)
-0.01415
(0.05329)

-0.13928**
(0.06023)
3.28652***
(0.39049)
0.09
447

*  < 0.05, **  < 0.01, ***  < 0.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사들이 교직에 입문한 후, 교육 경력별로 역량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경
력이 늘어날 때에 이 역량수준에는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본인의 지식, 수행, 태도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교육 경력별로 설문에 응답한 교사 집단을 구분하였고, 집단별 역량수준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력이 교사 개인의 역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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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사 경력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경력별로 역량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을 때, 분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0~5년, 6~14년, 15~24년, 25년 이상의 네 집단에서 교수학
습전문성 역량, 학교경영지원 역량, 관계 및 가치 역량 모두 역량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였다. 즉, 교직 입문 이후에 경력별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각 집단의 세부 역량
별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경력이 긴 집단일수록 교사 스스로가 인식하는 역량수준 평균이 높
은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사 경력별로 역량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 사후검정결과 교직경력이 0~5년인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교수학습전문
성 역량, 학교경영지원 역량, 관계 및 가치 역량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이외 6~14년,
15~24년, 25년 이상 집단 간에는 역량수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0~5년의 초임교사 집단은 경력이 긴 집단에 비해서 역량수준이 낮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6년 이상인 경우, 역량수준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시된 설문의 내용이 교사 본인이 인식하는 각 영역별 역량수준이므로, 초임교사들
이 경력이 긴 교사들보다 역량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량수준 인식에 있어서도 경력이 긴 교사가 교직경력이 0~5년인 초임교사에 비
해 높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앞서 사후검정결과로 제시한 0~5년의 초임교사와 6년 이상의 경력
교사와의 역량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결과를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사후검정결과는 발령 이후, 초임교사 시기가 교수학습전문성 역량, 학교경영지원 역량, 관계
및 가치 역량이 크게 증대되는 시기로, 해당 시기의 교육관련 경험과 교직생활이 이후의 시기
에 비해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사 경력이 길어질수록 교사 개인의 역량수준이 높
아졌다. 특히 세부 역량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사 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수학습전문성 역량, 학
교경영지원 역량, 관계 및 가치 역량 모두 정적으로 높아졌다. 이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교사의
역량이 신장된다는 기존 선행연구(이난숙, 1991)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교직 경력에 따라 역량이 강화된다는 교사 발달단계 모
형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력 단계별로 수요를 반영한 교원연수 등의 역량계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경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역량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
을 때, 초임교사 시기의 역량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나머지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교육경력 0~5년의 초임교사 시기에 역량수준의 증대 폭이 크고, 그
이후의 시기의 역량수준 증대 폭은 초임교사 시절에 비해 크지 않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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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사 경력별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이 제공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사들의 경
력단계에 맞게 역량계발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량 일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써의 역량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역량별로 역량계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로드맵이 제공된다면, 교사
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서 단위학교의 실제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역량계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교원연수 이외에도 평가 등의 인사제도에 있어 교
사의 경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인사제도에서는 경력과 역량이 상관관계가
높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나, 연수와 평가에 있어서 경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의
교원평가는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의 다면평가가 위주
이기에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있어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
듯, 경력에 따라 역량수준이 정적으로 변화한다면, 교사의 경력별 역량수준이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해당
경력별 역량수준에 미치지 못한 교사의 경우 역량계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
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역량수준에 대한 본인의 인식 설문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사의 역량에 관한 자기보고식의 설문조사는 실제 역량 수행이나 역량수
준에 의한 그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력별 역량수준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실제 수행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한 교사의 역량을 토대로 엄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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