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정수현*

1. 머라말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교사평가가 출
범하였으며， 오늘에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의 교사평가 외에도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2005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범 운영
되다가 2010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러한 교사평가는 다양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의 교사평가 제도는 인사행정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 기능과 교사들의 근무수행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만을 수행하

며， 본질적 측면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정수현， 2008b). 또한， 현행 교사
평가 제도는 평정 방법과 평가 영역 간의 불합치， 교사 수준 차이·학교규모·교사 담당

업무의 차이 고려 미흡， 불명확한 평가 기준 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 미흡하
며， 평정에 드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결과 활용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비경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신상명，

한정되어

2004). 외국의 경우에도 평가자의 제한된 전문성，

좋은 교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공유된 이해 미흡， 교사와 평가자 사이의 낮은 신뢰

수

준， 불명확·부적절한 평가 준거， 일방적 의사소통 등으로 인해 교사평가 체제는 수동적

인 자기 보호의 문화 (a

culture of passivity and protection) 를 낳아 발전을 위 해 모험 을

무릅쓰는 것을 가로막고 평가를 무의미한 ‘의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Danielson & McGreal ,

았다

200이.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사평가 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우려나라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승

진규정 상의 교사평가의 개정을 둘러싼 논란， 성과급 평가의 도입과 관련한 논란 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이나 교원평가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그러한 논란은 진행 중에 있다.

이라한 상황에서 교사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을 정리해보는 일은 교원평가의

법

제화를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다. 이에 교사평가를 둘러싼 쟁점과 논란들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사

평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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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사평가의 개념 몇 현황
1. 교사평가의 개념
교사평가는 넓게 보면 교사 자격 부여， 신규 채용 등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

만， 통상적으로 교사평가는 교직 입직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지칭한다. 또한， 교사

평가는 비공식적으로도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공식적인 교사평가에
한정하고자 한다.

평가 (evaluation) 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재웅，

값을 매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서(김

2008: 7-8) , 교사평가는 교사의 어떤 것에 값을 매기고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라

고 할 것이다.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평가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정화 (1994) 는 교사평기-를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업적을 판정하고 기록하는

절차， 곧 조직 구성원의 과거 및 현재의 성취를 그의 환경 배경에 비추어 평가하고 조

직을 위한 장래의 잠재력을 판정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이윤식， 2004: 330에서
재인용). Shinkfield와 Stufflebeam(1995) 은 교사평가를 교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전문

적 역할 및 교육구의 사명과 관련하여 교사의 직무수행 및 자질 (qualífícatíons) 을 체계
적으로 사정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김이경 외 (2004: 35) 는 학교의 목적 달성 및 교

사 개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의 정도를
가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제도라

고 정의하였다.

이라한 정의들로부터 ‘어떤 것’은 직무수행 능력과 엽적， 직무수행 및 자질 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두 정의는 교사평가를 판정이나 사정에 국한하고 있지만， 김이경

외 (2004)는 ‘적절한 조치’도 포함시키고 있다. 적절한 조치는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계
되는 것으로 교사평가에서 평가의 목적

및 결과의 활용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어떤 교사평가체제에서도 평가결과의 용도는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교사평가의 정의에 ‘적절한 조치’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교사평가를 교사로서의 능력， 자질， 직무수행 수준 및 성과의 가치
를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학교의 목적

달성

및 교사 개개인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의 업무 수행능력 및 수준 성과를 가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정수현， 2008a: 249). ‘제도’는 체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정의는 무계획적이고 우연한 시도로서의 교사평가를 배제한다. 능
력， 자질， 직무수행 수준 및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교사평가가 교사라는 ‘인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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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교사 ‘개개인’은 교사의

‘개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사평가에서 특정한 교수유형이나 모형이 전제되거나 강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Shinkfield & Stufflebeam, 1995).

2.

교사평가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 교사평가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의 교사평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가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교육공무
원승진규정에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연수성적평정 등과 가산점평정
이 규정되어 있다. 교사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근무성적평정 및 다떤평가와 성과 상여
금 지급을 위한 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특정을 제시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현행)

구분

승진/전보

등 인사 활용

1> 교사평가 제도 비교
성과 상여긍(‘ 06 기준)

교원능력개발평가(‘ 1 이

성과 상여금 지급에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

저「

철

등2!-

망

법

상대 평가(서열화)

상대 평가(서열화)

밤

λ
6.l

총괄 (summative) 평 가

총괄 (summative) 평 가

서열화， 차별화 평가
외재적·보상적

영향력

평가자

평

가

여〈그

Q1디

가치에

중점

국-공립 교사(사립 제외)
승진임박 교사들만 관심

서열회f. 차별화 평가
외재적·보상적

가치에 중점

극·공·사립 교사 전원

상급자(교장， 교감)

상급자(교장， 교감) 원칙

동료 교사

교장 지정 7 인 이내 교사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기준 부합 판별
내재적·온질적

평가

가치에 줌점

절대 평가

진 단/형 성

(formative) 평 Jf

국·공·사립

교사 전원

(승진 임박과 관계 없음)

동료 교원 (상호 평가)
학생

·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적 평가(학습지도，생활지도，
담임/보직， 수입시수， 포상， 언수

이수， 수업개선/교과교육 연구

실적 중 선택)

+

수업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 경력
주어진 지표별로 학교 특성을

기

}z }

전극적으로통일된 지표

요소별 반영비율 자율결정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문항 구성

IC
그

二
t그
j

피드백

4 단계(수， 우， 미， 앙)

환류 IConsultation 없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3 단계 (A.B.C) 또는

5 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동，

4 단계 (S.A.B.C)
환류 IConsultation 없음

미흥， 매우 미를)
교원능력개발 위한 환류가

p. 15의 내용을 교사평가를 중심으로 수정함.

그-「:드「프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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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사평가의 핵섭을 이루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상의 교사평가에서는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 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의 <표 2> 와 같다.

〈표
평정
른ζ튼그 7E-E「

경력
펴。저。

평정 사항
기본 경력
초과 경력
-λ-'-

평가 종류벌 배점 및 내용

2>
평정

평정

대상·요소

시기로부터

기본 경력

15 년의

전 5 년의

경력

경력

겨|

자질 및 태도

비고

교사

64
6

1 개월 미만은 일 단위
계산

70
교육자로서의 풍성

10

공직자로서의

10

자세

·평가자’ 교장 40%. 교감

2
그드
T
극

학습 지도

40

생활 지도

20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20

까。석동"1

고。껴~

근무 실적 및

및

근무 수행

다면

느。~~

교육활동지원

다면평가

·명부 작성 시 산정

기간

·최종

5 년간의

합산점 공개

관리에
계

연수

펴。저。

직무연수성적

및 직무연수 이수실적

자격연수성적
연구 실적

연구대회

겨|

직무연수성적을

실적 2 회

등급화하여

9
3
30

교육부 지정

공통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

0.75

연수이수학점

1.00

도서·벽지 근무

가산
점

입상실적

학위 취득 실적

펴。저。

-λ-'-

18( 이수

포함)

평정

성적

농어존학교 근무

선택가산점

기타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10.00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인정하는 경력

.:1:

겨|

반영

100
10 년 이내에 이수한 60 시간 이상의

교육 성적

성적

·전보·포상 등 인사

행정·사무관리

.:::ι、-

30%

중 유리한 3 년 선택

및 교육연구

교원지원

평가

30%.

및 실적

13.00

직무연수환산성적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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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5

경우 교사들은 매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

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교장·교감과 3 인 이상의 동료교사 다면평가자는 교사가 제
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를 평

가하게 된다.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100 점 만점) 결과는 수 (95점

이상， 30%) , 우 (90점

이상 95점 미만， 40%) ， 미 (85점 이상 90점 미만， 20-30%) , 양 (85 점 미만， 0-10%) 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산점 평정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

시킨 경우， 승진 후보자 순위 결정시 점수를 가산해준다.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나누어지며， 선택가산점은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멍부작성권자가 재량권

을 갖는 가산점이다.

ill. 교사평가의 주요 쟁점
교사평가를 둘러싸고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에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쟁점들을 정리해보았다.

L 평가 목적
교사평가의 목적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크게 형성적 기능과 총괄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박종렬

외， 2003: 364-366;

전제상， 2003: 175-176;

이윤식，

2004: 330-331; 김재웅， 2008: 16; Danielson & McGreal , 2α)(): 8) , 형성적 기능은 교사
의 전문성 신장과， 총괄평가는 교사의

책무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책무성을

지향하는 총괄평가와 전문성 개발을 지향하는 형성평가는 철학이나 근거， 초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차이는 <표 3> 과 같다.

〈표

목

브ι

구

적

철

학

이

론

형성적

3>

기능의

교사평가의 특성 비교
평가

수업의 질 개선， 조력， 전문적

총괄적
발달

교사는 스스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존재

평가는 개인 직무수행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내적

강화 중시)

기능의 평가

임용 관련한 합리적 의사결정， 책무성，
교사의

직무수행에

교사는 타인의

대한 판단

감독과 평가를 받을 때만

수월성을 추구하는 존재
평가는 학교조직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외적 강화 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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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엽의 과정과 수업행동에

중시

심

구축， 맥락의

중시/최소 기준 충족 여부에 관심

이해

대한

잭무성에

필요

협력관계 등의

이해; 교사의

필요의

수업의 결과와 교사간 비교와 분류

학교 이해관련자 모두/조직의

교사개인(의 필요)

^~
디

신뢰， 공감대， 전문적

관

대한 조언

관심사 및

표준화，타당도，신뢰도，적법절차

및 처리

평가준거

개별준거 설정(개별화)

동일준거 설정(표준화)

평가주체

자신，동료교사，학생

학교행정가，평가전문가

평가정보의

출

처

자기평가， 연구수업， 교실관찰，
수업녹화분석，포트폴리오，학생설문지
I

교실관찰， 연구수업， 수업복화분석，
포트폴리오， 학생설문지， 학생성취도 등

는"

평가참여

하의

평가결과

상의

상달식， 자발적

하달식， 의무적

개방적

출처: 전제상 (2000 )， p.33; Glickman, Gordon ,

폐쇄적

& Ross-Gordon(2007) , p.289; Nolan &

Hoover(2004) , p.35.

교사평가의 목적에서 쟁점은 결국 책무성과 전문성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둘러

싸고 제기되고 있다. 책무성 관련 목적에는 정년보장 및 승진을 위한 의사결정， 무능
력 교사의 퇴출， 보수 수준 결정， 직무수행에 대한 행정가의 통제력 제고， 동료를 위한
표준의 정의에 대한 도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전문성 개발 목적에는 교수 기능의 개

선 안내， 탁월한 교수의 인정과 강화， 학생 산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교사 조력， 현직교
육 활동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의 평가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Danielson과 McGreal(2000) 에 따르면， 입법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교사 직무수행의 질

확보 및 책무성이라는 총괄적 목적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입법가들과 정책결정
자들은 납세자들로서의 공중(公聚)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의

질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공립학교에 위탁하면서

최소한

의 직무수행 수준을 기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교수의 질은 교사

평가 체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교육자들은 교사평가는 전문
성 개발 및 교수 개선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안전
한 환경에서

교사들이

관리하고 이끄는 교수와 관련한 전문적

대화야말로 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수행을 개선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들
은 자질 부족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서도 교사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

면， 교사들은 교사평가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자기진단 및 처방을 위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이윤식， 2004: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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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적격교사에 초점을 맞춘 평가는 최소 수준의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며， 이러
한 평가는 극소수의 평가만 교정할 수 있을 뿐 다수의 교사는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Nolan，

]r. & Hoover, 2004: 201-202).

평가 목적의 문제는 교사평가의 구조와도 관련된다. 즉， 두 개의 상충되는 목적이 동
일한 교사평가 체제 안에서 추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는 양
립할 수 없으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둘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 따르면， 교사들은 총괄평가 상황에서 순수한 의미의 성장과 관련
된 위험을 무릅쓰기를 두려워할 수 있고， 행정가는 책무성 목적의

평가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성 개발 목적에는 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

(Duke, 1995: 176). 학교가 총괄평 가와 형 성 평 가를 동시 에 수행 하고자 할 경 우 총괄평
가에 1 차적인 초점을 맞추게 되고 형성평가는 2차적인 지위로 격하된다는 것이다.

Glickman, Gordon,

그리고

Ross-Gordon( 2007:

289-290) 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다.

평정척도에만 의존하면서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혼합하고자 하는 평가 체제의

총괄적인 평정

척도는 표준화되고， 두루뭉술하며

경우

법적으로 방어가능하고 능률적으로

기입 및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형성평가를 위한 가장 풍부하고 의미 있는 자료

들이 배제된다. 또한， 총괄평가는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조장하여 교사들의 참

여 부족， 교실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 저하를 가져와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성공적인 형성평가는 교사와 평가자 사이의 신뢰와 협력， 개방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반면， 총괄평가는 징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교사의 전문적 발달을 지원하는 분위

기 조성 이 어 렵 다 (N이없

& Hoover,

2004: 31-32; 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07). 위협적인 평가 상황에서 교사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활
용될

것이라고 느끼면 솔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CDanielson & McGrea1,

2000: 58). 임연기 (2008: 203) 도 책무성 모형과 능력개발 모형의 혼합 형태가 가능하지
만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자의

분리， 평가 대상자의

분리(신규교사와 부진교사는 집중적 조력을 병행하는 총괄평가， 경력교사는 형성평 7}) ，
평가 시기의 분리(연말에는 총괄평가， 연중 형성평가/ 평가 주기 중 1 년차는 총괄평 7}，
나머지 기간에는 형성평가 등)， 평가 절차의 차별화(총괄평가 시 협의 및
수업 관찰

예고 없는

vs 형성평가 시 협의 및 예고를 통반하는 수업관찰 등)， 형성평가에 치중

하되 직무수행이 최소한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증
적 총괄평가 체제(지속적이고 비공식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문제 발생 시 교사에게 최

소한의 기대 수준 환기-문제가 계속될 경우 문제에 대한 서면 통지 문제가 지속될 경
우

행정

조치

권고) 등이

분리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Beerens，

2000; McGr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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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37-41; Glickman , Gordon , & Ross-Gordon: 2007, 290-291; Nolan & Hoover,
2004: 36-39). 교사평가의 목적에 따라 교사들은 평가 준거를 차별화한다는 연구 결과
도 보고되 고 있어 (Kyri삶ddes， Demetriou, & Charalambous , 2α)6)， 교사들은 최 소한
두 평가의 통합은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평가 대상

교사 개인 대 교사 집단， 교사 전체 대 자원(自願)교사와 같이 교사평가의 대상과 관

련한 쟁점이 존재한다. 우선，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
지만， 학교 단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처럼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

다(신상명·정수현， 2002).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가 발표한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도 일종의 교사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우수 교사를 인정·보상할 경우，

교사 개인을 단위로 할 것인지， 학교 등 집단의 성과를 단위로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
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개인보다는 집단을 단위로 보상하는 경우가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김이경 외，

2004: 150).

또한， 교사평가의 대상에 모든 개인을 포함시킬 것인지， 일부 교사만 대상으로 할 것
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평가 대상을 모든 교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
지원자로 국한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우수교사 인정 평가의 경우 지원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의 우수교사 발굴을 위해 모든 교사들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교사의 자발적 발전 동기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
고 있다(김이경 외， 2004: 17이.

부적격 교사 판별 평가의 대상은 소수의 교사에 한정

펼 것이다. 이처럼， 교사평가의 대상은 교사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3.

평가 내용

무엇이 평가 내용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평가자나 교원， 학교의 구성원들이 크게 영

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가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 평가의 내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평가의 내용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에서는 평가 내용이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승진규정에서는 경력평정점， 연수성적평정점， 가산점 등도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에 합산하게 되어

있다. 연수성적평정점이나 가산점은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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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향상이나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한 노력의 결과 획득한 점수로서 실적에 포함

할 수 있다. 경력도 교사의 노력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일종의 실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사평가는 자질， 능력 혹은 행동， 실적을 아우르고

있다 할 것이다. 그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신상명

(2004b) 은 자질 중심평가와 행동중심 평가， 결과중심 평가의 장·단점을 아래 <표 4>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평가 내용
자질

중심

평가

행동 중심
평가

Z<:i}

4>

평가 내용별 장·단점

저c:::l

단

점

·객관성 확보 곤란
·질적인 업무평가에 적합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곤란
·평가자의 판단력에 전적으로 의존

·객관적

자료체제 활용

·구체적인 기준 제시 가능

·평가자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에서

주관성

배제 곤란

·행동화되지 않는 질적 측면 평가 곤란

·구체적인 기준 제시 가능
결과 중심

·주관성 배제

평가

·앙적 평가 가능

·과정에 대한 평가 곤란
·가시적

결과가 없는 측면 평가 곤란

·근무성적에 대한 1 차 자료 활용
출처: 신상명 (2004b). p. 424의 내용을 수정

1) 경력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현장에 경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분위
기를 바꾸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경력평정에서 최고점을 받는 경력을 30년에서 20

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해 왔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경력중심의 성과평
가를 지양하도록 지침에 명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4). 그리하여 학교현장
에서 교사평가에 경력을 반영하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사들 간에도 이 문제는 쟁점 이 되고 있다. 정수현 (2000: 45-48) 에 따르면， 일부 교사

들은 경력은 이미 호봉 등으로 보상받고 있는 만큼 평가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이
중적인 보상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 경력이 높은 사
람들은 근무성적이나 가산점에서 젊은 교사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만몸 경력을 반영함
으로써 그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또한， 교
직의 특성 상 경력과 업무부담은 반비례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력평정이 평등을
보장해주며， 교직의 위계질서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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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1끽

학생의 성취

학생의 성취를 평가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습이야말로 1 차적인 목표이자 교사 질의 지표라고 주장한다. 그

에 대해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직무수행 사이
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 자료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교사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Nolan

& Hoover,

2004: 226).

학생의 성취 지표로서 어떤 것을 활용해야 하는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학생의 성취
지표로서 흔히 활용되는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 자료에 대해서는

(1)

성취도 검사

가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작문， 음악 등)별로 존재하지 않아 학생 학습의 많은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고 있으며

(2) 특정 교사가 학생의 검사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리하

는 것이 어렵고， (3) 학생의 동기 및 행동， 학부모의 지원， 학교 시설， 미래의 교육 및

고용

기회

등도

학생의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Peterson, 2α)(): 135-136; Nolan & Hoover, 2004: 226). 또한， 표준화된 학업 성 취 도 검
사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보다 복잡한 형태의 학습을 측정하기 어렵고， 교사를 지
식 전달자로， 학생을 수동적인 지식수용자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에 입각하고 있어 변화
된 교수-학습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Danielson

& McGreal , 2000: 41).

이에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도를 고려하는 부가가치 접근 (value-added approach) 이 활

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교사와 학생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지 않는 상황에

서 학업성취 향상에 교사가 기여한 정도에 대한 인과관계적 해석은 신뢰하기 어렵고，
학생 향상도 교사의 통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맥락 변인들， 예를 들면 학생의 배경 특

성， 평가 기간 중 학생 이동 및 학생 구성의 변화， 시설， 학급 규모， 학교 조직， 학교의
학습지원 유형， 학교 및 학급 풍토， 필수 교육과정， 가용 자원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
다는 지 적 이 있다 (Danielson

& McGreal ,

2000, 42; Webb

& Norton,

2009: 206). 아울

러， 부가가치 접근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교사는 더 많은 지도를 요하는 학생을

가르칠 유언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CDanielson & McGreal , 2000: 43).
교사가 한 단위 수업의 처음과 끝에 실시하는 검사， 단원 및 학기말에 실시하는 검사
결과， 프로젝트·연설·보고서·그림·수행과 같은 단원말 평가에서의 수행， 체크리스트·평
정척도·일화기록과 같이 교사가 수집한 문서자료 등이 학생의 학업성취 자료로서 제
시되기도 한다 (Nolan & Hoover, 2004: 227). 교사가 그랴한 자료를 학생들의
증거로서 제시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학습의

그런데， Danielson 과 McGreal(2oo0: 42-44)

에 따르면， 교사가 개발한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교사 간 평가의 동등화가 어렵고

교사가 제작한 평가 도구

가 교육구가 선정한 내용기준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원·
조력의 정도 면에서 상이한 조건 하에 평가가 운영된다는 난점이 있다. 특히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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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를 통해 학생 성장의 증거를 얻는 것은 교사의 검사 동

등화 능력， 사전·사후검사 설계 능력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할 수 있다.

나. 평가 내용 선정의 근거

평가 내용의 선정 근거와 관련하여 교수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의 의무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대립， 교수 모형의 다양성 존중 여부 등과

관련한 쟁점이 존재한다.

1) 연구 대 의무
교사평가의 내용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교수나 교사 효과성
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외국의 경우 효과
적인

교수에

관한 연구는

교수가 학생의

학습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Coleman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서 본격화되었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교사
평가의 준거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나 주장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에 나타났다

(Cruickshank

&

Haefele, 1990: 34).

그러한

‘연구에

근거한

지표 (research- based

indicators; RBIs) ’를 둘러싸고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Cruickshank와 Haefele(1990) 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RBIs 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효
과적인 교수에 대한 연구들은 상관관계 연구로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지표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거나， 중요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한다. 또한， 제시된 효과성 지표들이 필요조건 혹은 충분조건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다. 교사가 일부 지표들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학습의 증진에는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대표하는 Scriven은 RBIs의 대안으로 교사의 의무에 기초한 교사평가를 제
안하고 있다 (Scriven， 1990). 의무란 교사들이 정당하게 알거나 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규범적 목록을 가리키며， 그러한 의무에는 전문직 윤리나 태도， 봉사도
포함된다 (Shinkfield &
의

Stufflebeam, 1995: 86-88). 특히 Scriven은 교사들은 각자 자신

교수 유형 (teaching style) 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개인의

모형이나 유형에

있다 (Scriven，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적이지

교수 유형이 특정 교수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Scriven 이 제시하는 의무 목록과 RBIs가 많

이 겹치며， 의무 목록을 도출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Cruickshank &

Haefele, 1990).

이에 많은 학자들이 RBIs를 옹호하변서도， 교사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교사 직무의 모든 중요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거나 RBIs 의 적용에서 교수 유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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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차이를

(2009. 12)

고려해야

Haefele, 1990: 38; Danielson

2)

한다는

절충적

& McGreal,

입장을

제시하고

2000: 22; Webb

있다 (Cruickshank

& Norton,

&

2009: 195-197).

교수모형의 다양성

위의 논의에서 제시되었지만， 특정 교수 모형에 근거하여 평가 내용을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교수모형 및 맥락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평가 내용을 선정할 것인
가도 중요하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업을 판단할 수 있는 틀로서 단일 수업 모
형을 추구하는 일은 소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Nolan

& Hoover,

2004: 210-211). 수업

목표 및 개별 학생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다양한 수업 전략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업 을 위 해 바람직 할 것 이 라고 한다 (Glickman， Gordon , & Ross-Gordon , 2007: 96).
그런데， 평정척도와 체크리스트에 의존하는 기존의 평가 체제에서는 단일 교수 모형을

부추기 므로 (Danielson & McGreal , 2000: 14) , 좋은 교사가 되 기 위 해 따라야 할 많은
모형 들이 인식 및 존중되 어 야 한다는 것 이 q(Cruikshank & Haefele, 2001: 29).
그처럼 교수모형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특정 수업 모형에 근거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준

중섬

접근 (standards-based

approach)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었다 (Nolan

&

Hoover, 2004: 211). 그 입장에서는 교사평가에서 교사들이 소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수의 능력툴 (capabilities) 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일반적인 용어로 진술된 각각의 기준별로 복수의 지표들이 교사의 직무수행에서 규정

되는데， 그 지표들은 특정 교수 모형이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 수엽의 목표，
교과 및 특정 학생 집단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 모형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준들은 단위학교나 교육구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수모형의 문제는 교사평가 내용의 구체화 수준과 관련한 쟁점과도 연결된다. 교사
평가 내용이 구체화될수록 특정 교수모형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
수모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교수유형 (teaching styles) 의 문제도 교
사평가 내용의 구체화 수준에 대한 논란을 강화할 수 있다.
다. 평가 내용의 구체화 수준 및 차별화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평가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준거 및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Nolan & Hoover, 2004: 41). 그런데 평가 준거 및 지표를 최대한 구체화하면 평

가내용이 매우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기준
의 수를 확대하면 평가과정이 복잡해져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신상명， 2004: 424).

더 큰 문제는 평가 준거 및 지료를 최대한 구체화할 경우 그 평가 체제는 특정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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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모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수업모형을 강제하

지 않기 위해 평가 준거 및 지표를 추상적으로 진술하면 그러한 평가 준거 및 지표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확대한다. 특히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의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유형 (teaching style) 의 문제가 제기된다.
권낙원과 민용성 (2004) 은 기존의 교수효과성 연구에서는 주로 표면적인 교수행동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사의 교수신념， 태도 등의 내면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고 비판
하고， 앞으로 교수신념을 바탕으로 한 교수유형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 Ornstein(1990: 84) 에 의하면， 교수유형은 교사의

인성 및 철학관의 축소판으로서

모든 교사는 자신만의 교수유형과 관계되어 있는 고유한 행동 및 방법 목록을 개발하
며 그에 따라 다양한 교사 유형이 존재하므로， 교수 유형은 선택의 문제이며 한 교사
에 게 효과적 인 것 이 다른 교사들에 게 반드셔 효과적 인 것 은 아니 다 (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07: 96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의 교수유형의 차이는 평가의
신뢰도，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Bosetti (1994) 에 따르면， 교사평가정책
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가는 효과적인 교수 및 학교교육의 역할 •

목적에 대한

평가자(행정가)의 태도， 가치 및 신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의 교수유형의 차이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
심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 교수 유형의 차이가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
한 방안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평가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할 것인가， 양자 간 교수유

형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 이를테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간의 사전협의를 통
해 평가 준거 및 지표에 대한 합의된 해석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기제를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평가 관련 규정에서 평가 준거 및 지표를 구체화
할 것인가， 평가 준거 및 지표는 일반적으로 진술하고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하도록 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라. 기타

앞의 교수유형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누가 평가 내용을 정할 것인가’ 하는 쟁점과도
연결된다.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특색에 따른 교사의
없는데도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역할이 각기 다를 수밖에
있다는

주장(신상명，

2004:

424-425) 이 그것이다. 평가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이며， 평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교행정가，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집단이 교수유형이나 추구하는 교수

모형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그들 중 누가 얼마나
참여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평가 내용간의 관계에서 특정한 준거나 지표는 다른 준거나 지표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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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취급되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Danielson

정 준거나 지표에는 가중치를 더 부여해야 하는지

를 부여해야 하는지， 가중치의 문제는 평가자의

& McGreal , 2000: 37). 즉， 특

모든 준거나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

재량에 맡기거나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사이의 합의에 따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4. 평가 참여자
다면평가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되면서 누가 교사평가에 관여해야 하는가가 중

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참여 방식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교사 본인， 학부모， 학생 등
이 평가자와 자료원 (data sources) 중 어느 역할로 참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은 교장과 같은 평가자가 볼 수 없는 교사의 직무수행 증거
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다른 한계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Danielson & McGreal ,

2000: 51). 평가자벌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 5> 와 같다.
〈표
Z
〈그}

평가자

5> 평가자별 장·단점 비교

·전통적으로 익축
상급자

·보다 폭 넓은 만목 소유
.~ 。
口l!:
。→j~
、1

·즈스로 장단점

교사 본인

·비교적

정확한 상황 파악
고앙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 저!공
·비교적

수요자

·수요자의

정확한 상황 파악
요구와 필요 반영

수요자에 의한 평가의 중요성
·참여 를 통한 소속감 증대 효과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결과

전문가

·전문지식의

축적으로 평가메 대한

타당성 확보
·교사 개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 배제

출처: 신상명 (2004b) ，

p.

·자세한 내부사정 파악 곤란
들춰내기를 꺼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경항

·개선요소 직접 확인

·잠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권위적

·스스로 약점

파악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앙

동료교사

저
C그

단

저C:J

423 의 내용을 수정

·평가방법에 익숙지

않음

편견이 작용
동료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미흘

·이해관계자로서

평가

자기중심적

·요구사항이
·평가자로서의
·집단의

개인적
훈련 부족

분위기에

·교사들의

영향받음

거부감

·학부모로서 평가 반대급부의

두려움

·교사 혹은 학교의 특수한 상황 배려

미를

학교현실에 대한 인식정도가 미를
·전문가별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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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본인

성인들은 자기 평가와 자기주도적 탐구를 활용할 때 외부인이 부과하는 전문성 개발

요구를 부과할 때에 비해 자신들의 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으므로， 평가 체제는
자기평가의 기회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Danielson

& McGreal, 2000:

25) , 자

기평가는 교사들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반성하는 효과적인 통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oops &

Windsor, 2006: 64) ,

교사 본인의 경우 형성평가에서는 다른 교사들의 교실 방문을 통한 비교， 본인 수업
의 비디오 촬영 및 분석，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장학담당자·동료교사·학생·
학부모 면담， 저널 작성， 학생의 성취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교육활동에 대한 포트폴리
오

개발 등을 통해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다 (Glickman， Gordon, & Ross-Gordon ,

2007: 292) ,
총괄평가에서도 교사는 평가자와 협력하여 자료원을 선정하고， 자료들을 포트폴리오
로 축적하는 책임을 지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Nolan &

Hoover, 2004: 219-22이. 교사가 평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업무부담이 커
지고 학생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상적인 교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파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빼앗지
않으며 포트폴리오를 축적하는 과정이 반성적 과정이므로 거기에 드는 시간은 실질적

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Nolan & Hoover,

2004:

22이.

나. 동료교사

동료평가는 교사틀이 자신의 직접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교사의 직무수행

이 가지 는 업 적 및 가치 를 검 토， 판단하는 과정 을 의 미 한다 (Peterson，

2000: 121) ,

교육

이 본질적으로 협력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에 대한 피드백의 원천으로서
동료를 무시 하는 것은 합리 적 이 지 않다는 점 (Webb &
생 학습의 방식에

Norton, 2009: 21이， 학급 및 학

대한 경험으로 인해 현실적이고 식견 있는 판단을 제공할 수 있으

며，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현장 경험 사이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 동일 교과의
교사들은 매우 구체적인 피드백과 교과 전문성에 대한 훌륭한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는 점， 동료평가는 전문적 협력
점 (Peterson , 2α)():

122-123) ,

행동을 격려하고 교사의 고립을 감소시컬 수 있다는

동료교사는 교장이 나 교김 에

비 해 대 다수의 교사들에 게

섬리적 부담감， 물리적인 거리감이 없어 교사뜰이 선호하는 평가자라는 점(김이경 외，

2004: 98)
그에

등이 동료평가의 이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해 동료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요하며， 동료평가 특히 동료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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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관찰은 적은 수의 교실관찰y 정치적 고려나 우정에 근거한 판단， 교수 목표와 무

관하게 특정 유형에 대한 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등으로 인해 다른 평가자들의
그것 만큼이 나 신뢰 롭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Peterson， 2α)(): 123). 그리 하여 동료교사에

의한 교실 관찰이나 일반적 인상에 대한 동료 설문조사 대신 교육과정 개요， 수업 자
료 샘플， 녹음 및 녹화 자료， 수업 계획， 유인물 및 작업지， 학급 규칙 및 훈육 절차，
학부모와의 통신 등과 같은 교수 자료에
20C꺼:

2000: 123-124; Webb & Norton ,

대한 동료평가가 강조되 기 도 한다 (Peterson，

210-211).

다. 행정가와 외부 전문가
행정가는 학교 및 교육구 차원의 맥락， 사명 및 목표를 이해하고 있는데다 수업과 수

업외적 업무를 포함하여 교사의 광범위한 직무수행을 볼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평가
자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 (Nolan &

Hoover, 2004: 204). 그렇지만， 행정가는 교사

의 직무수행을 세밀하게 관찰할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
전문성의 제약으로 언해 교과 내용이나 교과 관련 방법적 지식 등에 대한 판단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외부평가자는 교사 개인에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참신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Danielson과 McGreal(2000: 59) 에 따르면， 교육청의 행정

가나 장학사와 같은 외부평가자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학교 문화의
미묘한 차이들 (nuances)을 인식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학교 안에서의 학생， 교사들

과의 상호작용이나 교사 휴게실， 직원회의， 학부모 회의에서의 토론과 같은 비공식적

이고 교실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라. 학부모와 학생
교사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역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학
교교육의

책무성 등이 강조되면서

교사평가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김이경 외， 2004: 97). 임연기 (2008:
207-208)에 따르면， 학생은 교원과 학생의 관계， 교사의 전문적， 윤리적

행동， 수업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학습한 결과， 성적의 공정한 처리， 교사가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
는 정도 등에 대해서는 때우 적절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 반면에 학생들은 수업 내용
이나 교원의 지식， 학식을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학생은 과목의 성격， 학
급 규모， 학생의 예상 성적， 교사의 연령과 외모， 각종 고사에서 단서를 주는 정도 등
종종 교원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수업의 질과 무관하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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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도 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는 자칫하면 인기투표가 되어 학생을 편하게 해주는 교
사가 높은 평가를 받고， 학생의 버릇을 가르치거나 인내력을 길러주려는 교사는 상대

적으로 저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신상명，

2004;

김재웅，

2008: 21).

학부모들은 자녀

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견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응답하
는 경향도 있어 교사들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
고 있다(임연기， 20(8).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평가에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나 자료원
중 어느 역할로 참여할 것인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학생은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판
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험 및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경험은 충분
하지만 교사의 직무수행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기회나 교사의 직무 수행 판단에 필요
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있다 CNolan &

Hoover, 2004: 223).

때문에 교사를 평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가령，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는 잘 해야 형

성적 목적의 피드백에 활용될 수 있거나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다른 지표들을 보충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CDanielson &

McGreaI, 2()()(): 51).

학생

과 학부모의 지각을 수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이즐테면 설문조사를 누구를 대상

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가령，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

들은 서면 설문을 잘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긍정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가능성 이 높다는 주장이 있다 CNolan

5.

& Hoover, 2004: 223).

평가 방법 및 절차

교사평가의

방법은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서열법， 강제배분법， 도표식

법， 체크리스트 등이 있고， 새로운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서정화 외，

평정척도

1995: 141).

그러한 평가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쟁점이 다양하
게 존재한다. 또한， 평가 과정의 차별화， 교사의 권한 및 주도성 확보 문제， 평정 결과
의 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가. 평가 대상에 따른 절차의 차별화

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 절차를 차별화하는 문제 즉， 다양한 교사 집단별로 평가자， 평

가 준거 및 스케줄 등을 어느 정도 차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상이한 교직경력 단계에 있는 교사들은 상이한 펼요와 기능 수준을 가지고 있어， 직업

적

발달 단계나 전문적

CDanielson & McGre a1,

필요의

차이에

따라 평가 절차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2α)()). 미 국의 경 우 교사집 단을 정 년보장을 받지 않은 단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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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우수한 경력교사， 부진한 경력교사 등으로 구분하여 교사평가 체제를 운영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집단 간에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적용하는 평가준거의 내용이나 수효， 평가 주기， 자료수집 방법， 수용할 만한 직

무수행의 수준이 집단별로 달라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CDanieIson & McGreaI ,

2000: 37; Koops & Winsor,

2α)6: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평가의

67).
주기가 차별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쟁점도 가능하다.

대체로 직전 평가의 결과가 좋을수록 다음 평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 (Danielson &

McGreal , 20어， 56).
나.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 정도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평가 과정에서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가

쟁접이 될 수 있다. 가령， 교사가 자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평가 내용(준
거 및 지표)을 선정할 권한을 교사에게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
다. 미국 Utah주

Davis 교육구에서는 교사들이 학부모 및 학생 설문조사， 학생의 성취

도 자료， 전문적 활동의 문서화 자료， 교사 대상 시험 등 다수의 자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Webb & Norton ,

2009: 198). 반면에， 평가 관련 지침이 모호하고 일반적이면 흔

란과 불안이 초래되며 교사틀 간에 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하기 위한 경쟁이 초래되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평가 과정의

일부로 요구되는 활동들과 관

련한 교사의 선택권은 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anielson & McGreal ,

2000: 61-62).

결국 평가 과정의 개별화 정도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다. 자료수집 방법 및 도구

자료 수집 방법에서도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평가자에 의한 수업관

찰 방식으로서， 평가자가 사전에 예고하고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예고된 관창은 교사의 보다 최적의 직무수행을 볼 기회를 평가자에게 제공하
는 반면， 예고되지 않은 관찰은 교사의 보다 전형적인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

한다 (Nolan & Hoover,

2004: 221).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하는 자료들 (materia1s) ， 이를테면 단원 및 본시수업

계획， 검사

지， 과제，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한 여타 프로젝트， 웹 페이지， 프리젠테이션 자료，
수업용 동영상 및 사진 등의 수집 및 검토， 수업 녹화와 같은 자료들이 평가에서 활용
된다. 그 경우 교사의 수업 자료들을 어떻게 평가 내용과 결부시킬 것인가， 수업 녹화
시 고정식 차메라와 이동식 카메라 중 어느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
다 (Nolan &

Hoover, 2004: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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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진학， 워크삼， 학술회의 및 현직연수 참석， 장학 활동(동료 코칭， 현장연구 등)

에의 참여， 각종 위원회 참여， 교직단체에의 참여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의 노력
을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원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중 어떠한 활동을 중시할
것인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사들은 개인의 발전이 반드시 학교의 발전이나 학생의
이익으로 귀착되지는 않으며， 개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활동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헌신과 양립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정수현，
평가도구로서

2000: 44-45).

평정척도와 관련한 쟁점도 존재한다. 평정척도는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의 목록으로서， 매우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임연기，

2008: 205; Webb & Norton , 2009: 214). 임연기 (2008: 205) 에 따르면， 체크리

스트 평정 척도에 의한

평정 결과는 양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와 서열화에 적극

활용되기도 하며， 문항별， 영역별로 평균 및 분포를 산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접수로 표현된 평정 결과는 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대안적 행동을 찾는 데 결정
적인 한계를 갖는다. 특히， 체크리스트 문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면 결과활용이 제한적
일 수 있다.

그 외에 평정 척도의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평정척도에 근거한 판단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쉽게

사실보다 사적인

감정에

근거할 수

있다는

점， 후광효과 (Halo

effect) 로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대한 강렬한 일반적 인상을 형성해서 평정 척도의

모든 항목에 동일한 평정점을 부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후
자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한 연구(정수현，

2000: 68) 에서는 교사들이 ‘인상’에 의한 평가

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체크리스트의 세세한 항목에 대한 평정점의 합산 결과보다
직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의 직무수행을 세분하

여 평가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직무수행에 대한 세세한 평가보다 ‘감식안’
을 통한 총체적 평가를 선호하는 입장 (Eisner， 1982) 을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Peterson(2α)(): 40-43) 은 교사의 질이 선험적 이상(행동， 특성， 의무， 태도， 산출， 준비，
경험 등의 목록)과 평가 대상 교사에 대한 증거 사이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는 불일치

(discrepancy) 모형으로 교사평가의 전형을 규정하고， 그러한 모형의 약점으로서 효과
적인 교사 행동에 대한 종합적 목혹이 존채하지

않으며， 종합적인 직무 기술에 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적합한 직무수행이 달라지며， 상이한 교수유형이
동일하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체크리스트는
효과적인 교사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맥락이나 교수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자들이 세부적인 평점의

합산보다 총체적 ‘인상’에 의한 평가를 더

신뢰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하여， 평정 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
치는 맥락 요인， 예컨대 학생 수와 같은 수업여건， 수업이 이루어진 시기， 특정 학년이
나 학교에서 가르친 기간 등의 요인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나 평정에서 고려할 것인
가도 중요한 쟁 점 이 다 (Danielson

& McGreal , 2000: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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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정 결과의 결정 방식
평가자는 다양한 자료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평정을 부여하

게 되는데 평정 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한 영역
에서의 탁월한 수행이 다른 영역에서의 빈약한 수행을 벌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한 영역에서 빈약한 수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평정점을 합
산한 결과를 가지고 평정등급을 부여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Danielson

&

McGreal , 2α)(): 37). 총괄평가의 경우 평가 준거 및 지표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
여 점수로 나타내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지만 대부분 ‘수’， ‘우’， ‘미’， 혹은 ‘만족’， ‘개선
요망’， ‘불만족’ 등의 평정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평정 등급의 결정 방식도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절대평가
방식옳 취하는 경우에도 몇 개의 하위 영역에서 ‘만족’ 평정을 받아야 전반적 평정에
서 ‘만족’ 평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대평가의 경우 평정점 분
포비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이나 다변평가에서는 평가요소에

대해

평정점을 부여하는

숫자평정척도법과 일정한 평정비율에 맞추어 평가하는 강제할당법이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다(신상명， 2004: 425). 그런데， 현재의 강제배분식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방법이

교사수준의 차이나 학교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는 교사의 수
가 적고 교사들의 업무가 유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
가 많다고 주장한다(신상명， 2004: 425; 이 윤식， 2004: 334). 게다가 상대평가는 교사의

교육 및 수업활동의 구체적 수준 교사의 장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 매
우 취약하다(이윤식， 2004: 342). 그러나 강제배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교사평
가가 승진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에

일대 혼란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교와 같이 정실주의가 팽배한 집단에서는 점수

인플레 현상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한다(신상명， 2004: 426; 이윤식， 2004: 334).

6.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 결과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때 교사평가 체제의 존재 의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결과가 본래의 의도대로 활용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논란을 제외하고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제상 (2003: 271) 에

따르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평가결과의 공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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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의 공개는 주관적 평가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저해요인을 방지하고， 평가자

가 피평가자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게 됨으로써 목표 설정이 용이하
며， 평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가져다주고 오해와 고충을 해소시켜주며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평가점수의 공개가 불필요한 물의를 불라일
으키고 평가 결과에 대한 상담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공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점수의 공개는 과열된 승진
구조 속에서 교사들 간의 갈등을 심화·조장하여 교단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합산점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비해 미국의 경우 교사들은 교장이 작성한
교사평가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1 부 전달받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 매디슨
교육구의 경우 교장은 교사평가 결과서에 (1) 교사의 장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 및 장

점과 약점의 구체적인 예，

(2)

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3) 교실 수업의 보완을 위해 교사와 교장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진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이윤식，

2()()4:

343-잃4).

둘째， 교사평가와 다른 질 관리 기제의 관계와 관련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교사평

가 외에 학교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서 장학， 학교평가， 컨설팅 등이 았으

며， 그러한 기제들과 교사평가 결과를 어떻게 관련지울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N. 교사평가의 과제
이제까지 교사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 보았는데， 교사평가 체제의 설계

와 운영은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
리나라에서도 교사평가를 둘러싼 혼란과 논쟁을 정리하고 교사평가 체제를 새롭게

개

편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라나
라 교사평가의 특성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쟁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교사평가 체제의 특성과 전망
앞에서 제시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사평가 체제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팔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형성평가로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운
영되고 있으나 그마저도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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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가가 부적격교사 퇴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분

출되고 있다. 이러한 총괄평가 지향의 분위기는 교사들의 직무수행에서의 수윌성보다
최소한의 직무수행 수준을 확보하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서 교사 및 학교구성원들의 부담을 고려한 교사평가의

일원화는 총괄평가의

강화와

형성평가의 부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모든 교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최근 학교단
위 성과급 제도의 도입이 천명되는 등 교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의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논의는 본격
화되지

않고 있으나 부적격교사 평가나 수석교사제도가 도입되면 평가 대상의

분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평가내용으로서 열의， 노력， 적극성， 배려 등 자질 및 태도 측면을 강조하는 경

향이 있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에서 자질 및 태도， 근무능력 및 실적을 보고 있
으나 근무능력 및 실적도 노력과 열의， 적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성과 상여금 지급
을 위한 평가에서도 예시된 기준들이 실질적인 성과보다 업무부담이나 업무곤란도를

더 고려하고 있다.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대부분 교사의 직무수행의 결과로서 학

생들에게서 성취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성취가 평가에서 중시되지 않는 만
큼 교사평가의 다른 준거나 지표틀도 교사나 교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 근거를 두

어 선정되지

않고 있다. 평가 내용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만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 간의 협의 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평가자의 교육관이나
교수 유형이 강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학생의 학업성취와 같은 본질적 성과가 교사평가에서 강조
되고，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및 교수 요인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면서
연구에 기반을 둔 교사평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최근 다면평가의

도입으로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가 평가자로 포함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도 평가자로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교사평가에

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및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사가 근무실적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자기평가가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다면평가 추세는 강화될 것이며， 교원능력개발평

가가 법제화되면 자기평가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체크리스트 평정척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평정을 위한 자료 수

집도 체계적이지 못하여

인상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상에

의한 평가는 수업관찰， 교사의 수업 관련 자료 수집， 수업 녹화 등 평가에 필요한 다

양한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다면평가가 도입되어 교
사들이 동료교사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들이 학교현장에서 개발 적용될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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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모든 교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평가 내용， 방법， 기준， 주기를 적용하는 획
일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평가 과정에서 교사는 최종 합산점의 공개를 요구
할 권한 외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수석·선임교사제나 부적격

교사 평가가 도입된다면 교사의 발달 상의 필요에 따라 교사평가가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교 자율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교사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교사평가에서 교사의 권한도 증가할 것이다.
일곱째， 교사평가 결과의 공개나 결과 활용 수준은 매우 낮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
평가에서 교사의 요구가 있어야 최종 합산점을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

이다. 결과 활용도 주로 승진， 전보나 포상，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
을 뿐 교사의

직무수행 상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만이 평정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교사들도 평가에 참여하기 때문
에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여건이 과거보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교원능력

개발평가의 도입과 더붙어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공개 수준이 높아지면 결과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라냐라 교사평가 체제의 과제

이제까지 제시된 교사평가의 쟁점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사평가 체제가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평가 체제의 기본 철학 빛 신념

확립

임연기 (2008: 202-203) 는 교원평가에 대한 쟁점은 신자유주의 대 공동체론， 더 나아가
초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철학 내지 이념의 차이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교사평가 체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철학이나 신념을 분명하게 진술
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한 기본 철학의 핵심은 ‘좋은 교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이 될 것이다. 가령，

Hi ller(2001: 145) 는 교사평가 체제의 개발에

서 ‘교수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of teaching) 는 핵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효과적
인 교수를 정의하려는 초기의

노력들은 교수를 “정보 전달”로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평생학습， 협 력
학습， 심층적 이해와 같은 보다 복잡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

다(Danielson

& McGreal ,

20(0). 학생들에게 고차원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는

어떠한 특정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신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교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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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평가체제가 설계， 운영될 때 교사평가
의 타당성과 신뢰도， 수용도가 높아질 수 았을 것이다. 아울러， 교사평가의 설계 및 운
영 자체가 그러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야 할 것이다.

‘좋은 교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평가는 교사의 양성과 임용， 입직 후의 사회화， 전문성 향상， 승진 및 상위자격 취

득， 보상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만큼 그러한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교사 자격 기준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교사를 여러 유형(가령， 담임과 비담임， 교과， 학년 등)으로 세분하고

유형별로 요구되는 수행능력을 구체화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김이경 외，

2005; 주영주 외， 2006; 박영숙 외， 2007) 하물며， 그러한 직무수행 기준의 제도화는 요
원하다. 이에 교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설정하고 양성 및 자격부여， 임용， 신규교사， 경

력교사 등 각 단계별로 함양， 확인되어야 할 능력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평가체제를

설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입직 이후 교사평가 단계에서 양성 및
자격부여， 임용 시에 확인되었어야 할 능력까지 평가내용으로 포함함으로써 평가체제
의 복잡성과 학교구성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교사평가 체제의 목적 및 구조 재정 립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사평가는 총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총괄평가와 같은 고부담 평가에서 교사는 직무수행의 개
선과 혁신을 위한 모험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총괄평가 체제를 강화하면 최소한
의 직무수행 수준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교사들 대부분의 수월성 확보

에는 역행할 우려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총괄평가와 더불어 형성
적 교사평가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교사평가 체제의 구조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
다. 총괄평가의 평가자와 형성평가의 평가자 분리 여부， 평가 주기 등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승진단계에 도달한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절
대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김이경 외， 2004) , 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사평가를 매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사평가와 승진을 위한 교사평가는 모두 총괄평가의
성격을 가지므로 두 평가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총괄평가를
4년마다 1 회

실시하고 나머지

해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되

3,

성과급 평가나 우수교사

선정을 위한 평가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는 방안， 승진자료 수집을 위한 평

가와 성과급 평가를 통합하여 매년 년말에 실시하고 1 학기에는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수석·선임교사제 도입을 전제로 총괄평가는 교장， 교감이 실시하고， 형성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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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선임교사가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일각에서 부적격교사 ‘퇴출’을 위한 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부적격교
사 ‘퇴출’ 기제의

작동을 가로막는 학교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퇴출’을 위한 평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적격교사는 ‘문
제교사’와 ‘무능력교사’로 구분되는데(김이경 외，

2(04) ,

‘문제교사’는 교사평가보다 교원

징계제도를 통해 다루고 ‘무능력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평가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

되， 능력 부족교사의 ‘퇴출’보다 ‘판별’을 통한 집중적 조력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의 목적은 평가 결과의 활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사평가의 목적

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그러한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
다. 우리의 경우 승진이나 성과상여금에 관심이 없는 교사에게는 교사평가 자체가 의
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에 승진에 관섬이

없는 교사들에게도 평가가 경제적， 심리적，

물리적 유인가를 가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신상명，
사의 능력계발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 교사평가는 우수

2004: 431). 한편， 교
교수 (good teaching) 및 효

과적 수업 모형을 찾아 교수와 수업 개선에 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 발견적 (heuristic)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박종렬 외， 2003: 378) , 교사평가를 통한 우수
교수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 교사평가 대상의 분화 및 차별화

현재 우리의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학교단위 성과급제의 도입이 발표되는 등 교사 개인만이 아닌 교사 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관섬도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책무 중에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수업진도표 작성， 평가문항 출제 및 성적 부여 등 부서나 학년， 교과 등의 단위
로 수행해야 할 것도 적지 않으며， 교원들 간의 대화와 공유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사들의 집단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도 필요하다(정수현， 2(08). 그러한 견지에서 부서
나 학년， 교과 등에 대한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단별 평가 결과에 따른 집단
성과급 운영， 집단별 평가 결과의 개인 평가에의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검
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교사평가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평가 대상을 자발적 참여자나 일부 교사로 한

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펼요가 있다 가령， 우수교사 인증 평가나 성과급 평가의 경
우 자발적 참여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교육공무원승

진규정 상의 평가도 매년 실시하기보다 교직경력 15년까지는

3, 4년에 1 회씩 실시하

고，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실시하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승진을 원하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평가 대상에 따라 평가 내용， 주기， 방법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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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집단을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부진교사로 구분하고

신

규교사의 경우 매학기 형성평가， 매년 총괄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준거 및 지표의 수를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부진교사의 경우 집중조력기간 동안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년말에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다시 총괄평가를 실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교사 집단을 초임·저경력교사와 고경력 교사， 보직교

사와 일반교사 등 교사발달이나 담당 업무 등에서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고 그에 부합
되게 평가 도구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윤식，

2004: 342).

또한， 앞으로 수석교사나 선임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직급이나 자격별로 평가를 차별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의 2급정교사는 매년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실시하

고， 1 급정교사는 1 년은 형성평가， 1 년은 총괄평가를 실시하며， 선임교사는 2년은 형성

평가， 1 년은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수석교사는 3년은 형성평가， 1 년은 총괄평가를 실시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교사평가 내용의 재구성
자질 및 태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교사평가의 내용을 교사의 본질적 성과， 교사의
직무 분석 및 교수효과성 연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선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교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바탕으로 좋은 교수를 위한 교사의 책무를 분

석， 도출해내는 작업과 아울러，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가 강화되
는 추세이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 결과를 활용
하여 교사평가의 준거 및 지표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요한 학업성취를 규

정하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마련하며，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투입 및 과정 요인들을 선정하여 평가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 내용 간의 논
리적·경험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평가 내용의 선정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대
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 내용의 선정에 참여하는 것이 곧 평가자로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 성취 자료가 교사평가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학생의 학업성취 자
료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학업성취 자료의 활용에서 다

음과 같은 점 을 고려 해 야 한다 (Webb & Norton , 2009: 207).

(1) 학생의 학습을

다양한 자료원에 근거 한 교사평가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만

활용하라.

(2)

교사의 효과성을 판단할 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학급규모， 자원 및

지원의 가용성， 학생 특성 등)을 고려하라.

(3) 고정된 성취 기준이나 목표에 대비하여 학생 성장을 측정하여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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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학습 향상도를 비교하라.
(5) 향상도 점수를 활용할 때 회귀효과(학업성취도 검사가 고득점 학생들이 아
는 것을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으면 저성취수준에서 출발한 학생집

단이 더 많은 향상도를 나타내는 경향)와 같은 통계적 함정을 인식하라.

(6) 학생의 학습 유형이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교사평가 스케줄을 활용
하라.

(7) 공정하고 타당한 학업성취도 측정 도구를 활용하라.
(8) 현재의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된 측정 도구를 선정하라.
(9) 교육과정을 협소하게 만들지 말고 교수를 시 험 에 맞추지 마라.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나 지필검사 결과 외에 교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 성
취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필검사로는 고
차원의 지적 능력이나 인성올 측정하기 어려운 반면 교사는 그러한 측면을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실적자기평가서에 제시된 목표와 실적을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초에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는 교사들 간의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지표(학급 평균 점수， 서열 등)
보다 성장지표(학습부진아 비율의 감소 정도， 출석률 변화 등) 위주로 설정되어야 한

다. 한편， 학생 성취를 형성평가부터 반영하고 어느 정도 정착된 뒤 총괄평가에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수모형이나 교수유형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의 지나친 구체화는
피하되， 평가 과정에서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 간의 상호 협의를
제도화하고

협의를 통해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자의 교수모형이나

유형이 강제되는 일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다면평가의 합리적 정착

다면평가와 관련한 논란이 치열하지만 복수의
를 높언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Odden，

평가자가 교사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2004: 131-132),

다양한 평가자가 다양한 시각

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다변평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면평가는 단
순히 학부모나 학생 혹은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평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교사 직무수행의 모든 측면들을 콜고루 볼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신상명，

2004: 434).

그러한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총괄평가에

서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형성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은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총괄평가와 같은 고부담 평
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교사의 부담감 증대， 교사의 인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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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현상 강화， 학부모 및 학생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불신과 그에 따른 평가 결과 불

신， 교사의 권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총괄평가와 형성평가가 같은 해에 실시될 경우 총괄평가의 평가자와 형성평가

의 평가자는 가급적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받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총괄평
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방어적， 폐쇄적이

등으로 인해 평가자를 분리하기
활용되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교원 수 부족

힘든 경우 교사에게 형성평가 결과가 총괄평가에서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

석·선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선임 및 수석교사는 형성평가를 전담하고， 교장， 교감은 총

괄평가만 담당하는 등 평가자들 간의 역할 분담이 요청된다.
바. 교사평가 과정에서의 교사 권한 및 자기주도성 강화

교사평가 체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평가 체제에 대한 교사들의 주인의식
(ownership) 이 요구된다. 그러한 주인의식이 없다면 교사들은 그 체제에 순응하는 듯

하면서도 최소의 노력을 요하며 최소한의 개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측면에만 참
여 하고자 할 것 이 다 (Nolan

& Hoover, 2애4: 39). 이 에 교사평 가의 전 과정 에 서 교사의

권한 및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평가 대상 교사가 자신의 교수유형에 맞게 평정자와의 상호합의를 통해 평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성과
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평가 받도록 하
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포트폴리오처럼 본인의 직무수행과

그 성과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

어야 한다. 평가 후 협의 등 본인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가 설명을 듣고 낮은 평가
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제시할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절차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평가 시작 시점에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가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내용별

자료 수집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하는 평가 전 협의회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평가
전 협의회는 교사가 행동을 변호， 합리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진실한 관점이
드러나는 기회이다 (Nolan

& Hoover, 2004: 289). 또한， 중간 협의회에서는 자료 수집

에서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지각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
획을 세우는 등 추가 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의 공개를 전

제한다면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평가 후 협의회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자기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임연기 (2008: 207) 에 따르면， 교사 자기평
가는 학생의 평가에 비해 후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 상호 간에 상
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자기평가는 갈수록 인사 평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가 체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Webb

& Norton ,

29

2009: 202-203). 자기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무수행에 대한 헌신과 직무수행을 이해-평가-개선하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자기 평가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평가자

는 평가 대상자의 지각과 본인의 지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결론으로 이
끈 자료를 대 립 적 이 지 않은 방식 으로 토론해 야 한다 (Webb

& Norton, 2009: 202-203).

교사의 자율권에 덧붙여， 교사평가의 내용과 영역， 요소 등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고
평가 내용을 설정할 권한을 단위학교와 교원에게 이양 내지 위임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승진임용을 위한 상대평가가 필요하다면 상대평가의 분포비율만 정해주며， 구체

적인 평가 대상 및 요소는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평가 방법의 개선

가르치는 행위는 복합적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고 파악되어야 한다. 이에
생

학부모 조사， 자료에

대한 동료 비판， 전문적 활동의

학

기록， 학생 성취 자료， 교사

시험， 그 밖의 독특한 증거 등 다양한 평가 자료원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다면평가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은 동료교사의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료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러한 제약을 해소할 자료원으로서 포트폴리오 평가
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포트폴리오는 평가기간 동안 교사들의 직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

과제물， 자기 수업녹화 및 분석 자료， 자기 기록， 업무 기록， 시범수업 관찰기록， 자신
이 설정한 전문성 성장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증거물 등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한다
(김이경 외，

2004: 63). Nolan과 Hoover(2004: 228-229) 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는 평가

준거(질문) 목록과 그러한 준거를 다루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료원들의 목록
으로 시작되는데， 한 평가 준거 및 자료원들이 포트폴리오의 한 구획을 이룬다. 각 구

획의 끝에는 교사가 평가 준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수행에 관해 자료원들이 무엇
을 보여주는지 1 페이지 이하로 요약한 반성적 진술이 제시된다.

평정 결과 판정 시 상대평가 외에 절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승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의 경우 교직경력 15년까지는 절대평가에 의거
하여 평정등급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대평가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대

평가에 의거하여 평정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평정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rubrics) 이 제시되고 그에 입각하여 평정등급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형성평가는 절

대평가에 의거해야 하지만 형성평가에서 평가 결과를 등급이나 점수화 할 펼요가 있
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 준거나 지표별로 강 · 약점을 판단하고 문장으
로 기술해주는 방식을 병행하거나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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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적절한 활용

현재 교사평가의 결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같은 형성평가가 제도화될 경우 형성평가의 결과는 교
사에게 최대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총괄평가의 결과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

는 선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경우
최종 합산점만 공개하는 데서 평가요소별 합산점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공개 방식도 평가 후 협의회 등을 통해서 평가결과에 대해 설
명하고 협의하는 방식을 형성평가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의 과정 못지 않게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결과는 평

가의 본래 목적에 맞게 촬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평가 결과 드러난 약점의
보완이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교사가 설정한 직무수행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경우， 그러한 미흡의 원언을 규명하고 미
흡의 책임을 교원과 학교구성원， 교육청 및 교육정책당국 등이 공유하며， 미흡한 부분

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 교사평가에 대한 주기적 자료 수집

교사평가 체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평가 체제 개선에 반영

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사평가 체제에 대한 주기적 자료 수집은 교사평가

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메타평가의 주체， 평가자， 평가 방법， 평가 절차，
평가 준거 및 지표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타평가의 준거를 설정
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교육평 가표준

합동위 원회 (The

Joint Committee on

Standards for Educational Evaluation) 가 건전한 인사평가체제의 속성으로 제시한 것
을 교사평가에 맞게 바꾸어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 <표 6> 과 같다.

〈표
속성

6>

기

교육평가표준공동위원회의 건전한 교사평가 체제 속성
의

}z }

미

교사평가는 건전한 교육적 원리， 기관 사명의 완수， 직무
봉사 지항

규범

잭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준수

학생， 지역사회 및

교육적 필요가 중족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평가를 위한 지침은 정책 진술， 단체협약， 교사평가

(Propriety)
공식적

평가 지침

매뉴얼로 기록되고 피고용자들에게 저|공되어 평가가 일관성과
형평성

있게， 그리고 관련

하여야 한다.

법률 및 윤리

강령에 부합되도록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이해관계의
이해관계의

갈등

보고서에의

접근

식멸되고 공개적이고 정직하게 다루어져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이루어지지

인사평가

갈등이

대한 타협이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평가의 보고서에 대한 접근은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활용할 정당한 필요를 가진 개인들에게 한정되어 정보의
적절한 활용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기회

평가는 교사들을 전문적이고， 사려
평가대상자들과의
〈
σts
득
iZ
「F;ζE그g

갚으며 정중하게

다루어서

교사들의 자아존중감， 동기， 전문적 평판， 직무수행 및
인사평가에

대한 태도가 적어도 불필요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가는 건설적이어서 기관들이
건설적 지향

다른 교육자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교사 및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력하여야 한다.

정의된 용도

질문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평가 체제는 필요한 자격， 기능 및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s
戶극-도。포까。
d

(Utility)

교사평가를 활용할 사람과 용도가 규정되어 평가가 적절한

평가자의 신뢰성

관리

및 실행되고 평가자는 전문적으로 처신하여 평가

보고서가 존중받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실용적 보고

보고서는 분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하고 적절하여서
여타 적절한 청중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
평가떼

사후점검

및 영항

교사와

대해서는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서

평가결과의 활용자와

교사들이 그 결과를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실제적

실행가능성

(feasibility)

정치적

절차

생존

가능성

교사평가 절차는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한다.

교사평가체제는 협력적으로 개발 및 모니터되어서 관련 집단
모두가 그 체제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데 건설적으로
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적 생존

가능성

교사평가 활동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되어서 평가
계획이 효과적， 능률적으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사의

분명한 역할 정의

역할， 잭임， 직무수행 목요， 요구되는 자격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서 평가자는 타당한 평가 준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성

:‘-그 -C「그

t를:L

:a
껴

(accuracy)

교사가 근무하는 맥락이 식멸， 기술， 보고되어서 직무수행에
대한 환경의

영향 및

제약이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된
절차의 문서화

절자는 문서화되어서 교사들과

여타의 평가 활용자들이 의도된 절차와 관련하여 실제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타당한 측정

측정

절차는 기술된

역할과 계획된 용도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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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거나 개발되고 실행되어서 평가 대상 교사에 관한
추론이 타당하고 정확하도록 해야 한다

측정 절차는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선정 흑은 개발되어서
신뢰로운 측정

획득된 정보가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관된 지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서 사용되는 정보는 보안이 유지되고 신중하게 처리 및
처1 계적 자료 통제

유지되어 유지 및 운석된 자료가 수집된 자료와 동일하도록

l

해야 한다.
편견 통제

평가 체제에 대한

평가 과정은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교사의

자질이나 직무수행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교사평가체제는 주기적，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서 적절한 수정이

모니터링L__이)드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출처: Shinkfield & Stufflebeam( 1995) ,

pp. 90-94의 내용을 도표화합

차. 교사평가와 관련한 행·재정 지원제체 구축

교사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교사평가
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가자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평가 내용 및 평

가 방법， 평가를 위한 협의회 운영， 평가 자료 수집， 평정의 구체적 지침 활용 등에 관
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 대상자인 교사들에 대해

서도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은 물론이고 포트폴리오 제작 요령， 자기평가 요령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잡무와 같이 교원의 직무수행을

제약하는 인적·물적 요인을 제거하고 교원들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육 빚 직무수행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이
를 통해 본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반성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정신적·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료평가의 일환으로 동료교사의 수업 관찰 시 대체

교사 투입， 수업 관찰 및 협의 시간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사가 포트폴리오를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녹음 및 녹화 지원， 전자포트폴리오 체제 구축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평가 결과 드러난 직무수행 상의 약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집
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연수·장학 제공， 자발적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 제공， 약점 보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제도·정책에 대한 건의나 제안 창구의 공식화 등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도 관련 법령을 현행의 교원승진규정과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별도로 제정하는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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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카. 교사평가와 여타 질 관리 기제와의 관계 정립

교사평가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교육 질 관리

장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교사평가는 결국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교사평가가 여타의 질
관리 장치와 연계되어 시행되지 않고 단독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전적으로 학교교육
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신상명，

2004a: 41).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는 교사평가 외에 학교평가， 장학，
컨설팅 등이 있다. 그러한 기제들과 교사평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학교평가， 장학， 컨설팅 등과 교사평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사평가에서는 자칫 교사 직무수행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해 교사에게 전적으

로 책임을 전가하게 될 우려도 있는데， 학교평가는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교사 외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드러내고 교사들의

및

책임 범위를 한정해 줄 수 있다.

역으로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교요인들을 발굴
함으로써 학교평가의 평가 요소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학교평
가와 교사평가는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자나 평
가 대상 교사 모두 교사의 직무수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외적 요인들에도

주목하게 하고， 평가 결과 보고 시 교사 개인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만이 아니라 그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교사 외적 요인들도 함께 보고하게 하여 종합함으로써

학교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와 장학의 연계도 중요하다. 교사평가는 교사의 직무수행 과정 및 성과의

질

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지만， 장학은 그러한 ‘판단’에 ‘조언’ 내지 ‘조력’ 을 더한 활동

이다. 그런데， 장학담당자들의 한정된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판단’만
제대로 해주는 것이 교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본인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약점을 ‘볼’ 수 있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교정해 나아갈 의지와 능
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교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직무수행 개선을 촉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평가 결과가 양호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평가 결과에 따른
자기장학의 여건을 조성하고， 일부 부진한 교사나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력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교사평가와 장학의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평가는

흔히 교사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교사평가는 대부분의

교

사들을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고쳐 나아갈 의지와 역량을 갖춘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
입각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교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수업컨설팅이 강조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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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동섭·홍창남·김도기， 2(08) , 교사평가 결과에

따라 수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유인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타. 교사평가에 임하는 학교구성원들의 능동적 자세 확립

교사평가 체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며，

특히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의 자세가 교사평가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평

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에게는 교사평가를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적극 대비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흔히

경영의

과정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평가를

제일 나중에 위치시키지만， 학교나 교사가 바라는 결과를 설정한 후 그 결과가 정말로

구현되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학교나

학급 혹은 수업경영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안하는 백워드경영의 자세도 요청된다.
또한， 교사에게는 자신의 직무수행을 엄정하게 돌아보는 방향으로 자기평가를 실시하
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태도， 동료교원의 직무수

행이 가지는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정수현， 2oo8a: 261). 이에
더하여 본인의 직무수행의 과정 및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평소에

다양하게 발굴하고 정리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둘째， 평가자는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
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직무수행을 둘러싼 환경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교사의

직무수행 및 결과에는 교사의 능력·노력만이 아니라 학생 요인， 학교 요인， 나아가 학

교 밖의 상급교육행정기관， 지역사회， 교육정책 및 제도 등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평가자는 교사의 직무수행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외적 요인을 최대한 고
려하여

교사를 평가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교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자는 평가 후 협의회에서 교사의 직
무수행 상의 약점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교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책무
성 (accountabiltiy)을 교사에게
김규태 (2001: 302) 는 교육적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려는 것이다.

책무성은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조성·지원자가 담

당해야 할 책무 내용과 그 이행 여부에 대해 묻고 답하는 종합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책무성은 교수자에게 일방적으로 책무를 묻는 과정이 아
니라 호혜적인 것이며， 책무성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평가자는 교사들의 교육환경의 특수성과 직무 특성， 교수유형을 고려하여 평정

을 실시하여야 한다. 박종렬 외 (2003: 381) 에 따르면， 교사들은 각기 독특한 방식을 사
용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학생들 또한 다양한 요구와 기호를 갖고 있으

며，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적합한 자신의 교수 방법을 개발해 간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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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자료가 요구된다. 모든 교사에게 동일한 평

가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정성을 위하여 실
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질적 내용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평가 전 협의회를 통해 평가 대상 교사의 교육관이나 교
육적 기준， 교육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그의 직무수행이 그의 교육적 기준

과 상황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요청된다(정수현， 2008a: 262)

v.

맺는 말

이제까지 교사평가와 관련된 여러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사평가 체제의 특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사평가는 평가의 준거 및 지표를 검토
하면서， 그러한 준거

및 지표에

맞추어 본인의

직무수행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최종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본인의 직무수행을 숙고하고 반성하는 활동이

다. 아울러， 평가 목적 및 내용， 방법의 설정 등 평가 체제의 설계 과정에서， 평가자와
평가 대상 교사 간의 평가 관련 협의를 통해， 평가 자료의 수집을 위한 면담 과정에

서， 평가 결과를 통해 관련 집단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결국 교사평가는
한 마디로 ‘학교 구성원간의 반성적 대화’의 과정이다.
반성적 대화로서의 평가는 구성원이 자신과，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며， 상호존중과 참여， 수평적 관계， 상대방 입장의 공감적 이해와 수용， 경청 등을 특
정으로 한다. 반성적 대화로서의 평가에서는 자기합리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
가 엄격한 자기반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점을 전적으로 해

당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전에 평가자 본인에게 귀착되는 책임은 없는가를 먼저 살
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교육관에

입

각하여 그러한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고， 상대방의 교육관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지

않

는 부분을 밝히되 그렇게 만드는 외부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교사평가는 교사， 학교， 교육청， 중앙정부 간의
책무성 공유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반성적 대화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

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교사평가는 그 자체가 교원의 개인적·집단적 전문성을 신장
하고 학교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교사평가는 전문학습공동체

구축을 위 한 유용한 통로로 운영 되 어 야 할 것 이 다 (Koops

*본

논문은
료되었음.

2009. 11. 19.

투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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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사평가의 쟁점과 과제

정수현

이

연구에서는 교사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교사평가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사평가의 목적， 대상， 내용， 참여자，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쟁점들을 고려하여 교사평가의 주요 과제들을 교사평가 체제의 기본 철학 및

신념 확립， 교사평가 체제의 목적 및 구조 재정립， 교사평가 대상의 분화 및 차별화，
교사평가 내용의 재구성， 다면평가의 합리적 정착， 교사평가 과정에서의 교사 권한 및
자기주도성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적절한 활용， 교사평가에

대

한 주기적 자료 수집， 교사평가와 관련한 행·재정 지원제체 구축， 교사평가와 학교평

가， 장학， 컨설팅 등 여타 질 관리 기제와의 관계 정립， 교사평가에 임하는 학교구성원
들의 능동적 자세 확립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한 과제들이 지향하는 교사평가의
향을 종합하면 학교구성원 간의 반성적 대화로서의 교사평가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교사평가， 교사평가의 쟁점 , 교사평 가의 과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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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and Tasks in Teacher Evaluation
Jeong , Soo-hyeon(SNUE)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diverse issues about teacher evaluation and to
suggest the tasks of teacher evaluation. Many issues were found concerning
purposes , targets , contents, participants, methods and procedures, and uses of
teacher evaluation. Based upon the discussion of these issues , the following tasks
of teacher evaluation were suggested: rebuilding the philosophy and beliefs
concerning teacher evaluation, reshaping the purposes and structure of teacher
evaluation, differentiating the evaluatees, reorganizing the teacher evaluation

않eas，

criteria, indicators , settling successfully multilateral teacher evaluation system,
empowering teachers in the teacher evaluation process , improving the methods of
teacher evaluation, giv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results of teacher evaluation
to the evaluatees and making proper use of that results ,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about the teacher evaluation periodically(meta-evaluation of the teacher
evaluation) , establishing the system for supporting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administratively and financially , reshaping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 evaluation
and other quality assurance mechanism such as school evaluation, supervision ,
consulting or consultation, building positive and active attitudes of the school
members toward

teacher evaluation. In conclusion, teacher evaluation needs to

pursue ref1 ective di a1 0gue among the school community members.
[Keywords>

teacher evaluation, issues in teacher evaluation, tasks in teacher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