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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지역 간의 교
육격차가 더욱 심화, 고착화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역별 교육환경이 교사들의 전문성 계
발 노력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전국 시도의 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수준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을 선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격
차와 교사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후, 지역별로 어떠한
교육환경 요소가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의 교육환경은 교사의 학위 수준보다는 교원의 연수
이수 수준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전체 학생수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교사당 역량강화비는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과 학위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
역별 교육환경 특성 중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
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역의 교육환경 차이
가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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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PISA, TIMSS 등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자격 취득 상황과 학력의 수준도 세계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자발적 역량 계발 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원 외, 2011: 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
다”는 말처럼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연수 등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지만 교사들 사이의 자기 계발 수준의 개인차는 OECD
비교 대상 국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원 외, 2011: 3). 교사들의 전문성
수준이 개인별 전문성 계발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지역 간
교육환경이 교원의 전문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지역 간 교육격
차의 문제도 중요한 교육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와 농촌, 도시 내 지역 간의 교육환경 측면에서 상당
한 교육격차를 보이고 있다(임연기, 2006; 하봉운, 2005).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화와 고착
화는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다른 부문의 격차
심화와 함께 교육의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류방란, 2007; 임연기, 2006).
지역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통해 교육
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부
모의 관심과 지원, 지역의 교육 자원, 학교 시설, 학교 풍토, 교사의 특성과 전문성 등이 교
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될 수 있다(김영철, 2004; 박부권, 1989; 성기선,
2003; 안우환, 2006).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교사의 전문성 수준과 계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숙·정제영, 2011).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이 지역의 교육환경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면 좋은 지역적 교육환경이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그 결과 학생의 교육적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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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격차와 교사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본 후, 지역별로 어떠한 교육환경 요소가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의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교육격차의 영향 경로 중에서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여, 지역별 교
육환경 격차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계발 정도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성식,
2010; 김영철, 2004; 김형미, 2013; 안우환, 2006; 하봉운, 2005). 이 연구는 전국에서 소득수
준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을 선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가 지역 교육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교사의 전문성 계발
20세기 이후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현직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
되고 있다(정제영·이희숙·김수지, 2014). 학교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준거로 학생의 학업성
취도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NCLB 법률(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2)이 시행되면서 학업성취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에 대한 상벌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였다(Peterson & West, 2003; 정제영, 2008). 이와 더불어
교육생산함수(educational production function)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anushek, 1997; 이희숙·정제영, 2011).
미국에서 1966년에 발표된 Coleman Report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은 학생들의 사회계층과 인종 구성이며, 학교 간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
는 기존에 학생의 지능과 학습 시간 등 개인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오욱환, 2013). 한편 Coleman Report의 발표로 인해 학교 수
준의 변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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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van Driel et al., 2001)과 ‘교사의 질(quality)과 전
문성(professionalism)’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수준 변인을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되
고 있다(Hanusek, 1997; Sanders, 1998; 정제영·이희숙·김수지, 2014). 최근에는 연구방법의
발전하면서 위계적 구조를 이루는 자료를 분석하는 다층적 분석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희숙·정제영, 2011). 학교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Creemers(1994)의 학교효과모형이 널
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수준, 학급수준, 학교 수준 및 국가수준의 변인들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등을 포함하는 교사 특성 변인
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Purkey & Smith, 1983;
Traub & Weiss, 1973; White & Lippitt, 1960; 김아영․차정은, 2003; 백순근, 2003; 성기선,
1997).
교사의 전문성, 자질, 역량 등은 경우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정미경 외, 2010; 정제영·강태훈·류성창, 2013). 교사의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수행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를 중심으로 본다면 ‘교수-학습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지도, 학급경영’ 등으
로 구성요인을 추출할 수 있고, 지식, 능력, 신념을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을 규정한다면
‘지식기반 교사 전문성, 능력기반 교사 전문성, 신념기반 교사 전문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정제영·강태훈·류성창, 2013; 조동섭, 2005). 교사의 전문성을 논의할 때 다른 전문직과
다른 측면은 교직의 사명감과 긍지, 헌신 등의 정의적 측면이 중요한 전문성의 영역으로
강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경 외, 2010). 이는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교직은 교사
가 학생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좋아할 때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포함한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김종철, 1982).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학력, 전문성 계발 동기, 헌신, 효능감 등이 있고, 외부 요인은
학교, 지역, 국가 수준의 변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 수준의 변인으
로 학교장의 지도성이 교사의 전문성, 또는 전문성과 관련한 개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노종희, 2004; 박균열, 2008). 하지만 기존에는 분석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교 수준을 넘어서 지역 수준의 교육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학교를 넘어서 지역의 교육환
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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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양극화와 지역의 교육격차
우리 사회는 근대화 이후에 교육을 통한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고, 이러
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은 국가 발전의 큰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김경근,
2009; 이종재 외, 2010).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양극화(social
polarization)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분포에서 중간
층이 줄어들면서 양 극단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는 사회
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손준종, 2006).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상대적 서열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모두
에게 동일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사교육에 의한 교육 결과의 차이
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김경근, 2009). 사교육에 의해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보
호자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양정호(2006)는 사교육비 지
출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사이의 격차가 2001년 7.6배에서 2004년 8.6배로 늘어났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사교육비 투자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렇게 소득
격차로 발생하는 교육투자의 격차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수준에서 소득격차는 지역의 교육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교육격차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교육적 불이익으로 도시 내 지역 간
격차와 도시와 농촌 간 격차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다(임연기, 2006). 미국의 경우
약 40%의 학부모가 거주 지역을 선택할 때 학교교육의 질을 고려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
고, 이러한 경향은 상위 계층에서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Chapman et al., 1997).
이처럼 상위 계층의 학부모들이 거주 지역의 교육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거주
지역의 특성이 다양한 변인간 관계를 통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궁극적
으로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에도 핵심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harpe, 2001; Ainsworth, 2002; 김형미, 2013).
미국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 구성원의 질적인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은 교육재정도 풍부하여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 환경을 통해 사회화가 교육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해당 지역의 성인들을 역할 모델로 삼기 때문에 직업과 가족생활이 안정적인 가
정이 많은 지역은 더 좋은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 325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자원의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회적․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직업세계
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장과정에서 주변 성인들의 직업을 직접․간접적으로 경
험하게 되면 학생 본인의 진로․진학 의지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는 교육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적 동기가 높은 주변 학생들은 긍정적인 자아개
념과 교육적 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Coleman, 1966; Garner and Raudenbush,
1991; 김형미, 2013).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학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를 분석한 일련의 연구(김양분 외, 2004; 2009)
에 따르면 지역 간 학업 성취도 격차가 존재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할 경우 그 격
차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의 학업 성취도 격차가 결국은 가정의 교육지
원차이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Na & Min(2011)의 연구에서는 도·농간 학력격차가
학습동기, 학업 효능감, 사교육여부 등과 같은 개인 및 가정배경 요인에 의해 나타났으며 학
교의 여건과 과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린 연구도 있다. 박성호(2011)는 학업성취에 학교 여건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
는 지와 도·농간 학력 격차가 가정배경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가정의 경제적 여건 뿐 아니라 사교육 등
의 인프라 부족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질적인 기회가 제한되어 도시지역과의 초기 성
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우환(2006)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학력격
차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즉, 학력격차는 지역의 교육자원,
학교풍토, 학생의 가정배경, 학교의 교육력, 교사의 수업효율성 등 다양한 변인들이 맞물려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류방란(2007)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드러낼 수 있는 관련
지표 항목들을 개발·선정하고, 전반적인 수준에서 여러 지표들을 종합한 지수를 개발하여
교육격차 지표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교육격차를 보여준다. 류방란(2007)의 연구에 따르면 환
경·시설 영역과 재정 영역에서 하위 지역과 상위 지역 간의 차이가 크며 하위 지역은 교육
발전이 미비하다. 환경·시설 영역에서 하위 20개 지역은 대부분이 강원도와 전라남도의 지
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영역에서도 전라남도의 지역이 하위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들은 지역 간의 격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행
정적인 지역 구분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교
육환경이 교육의 최종 성과인 학생의 학업성취 이외의 과정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Fred(2000)의 연구에서 지역의 차이가 교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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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힌바 있다. 이 연구는 미국 내 9개의 도심 지역의 학교를 분석한 결과, 각 지역의
다양한 교육환경에 따라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 노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미하게 제
시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환경 차이가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중간 변수인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소득수준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을 선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격차와 교사 전
문성 계발 노력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최상위인 A지역과 최
하위인 B지역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분석
자료가 너무 커지는 문제와 교육환경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해
소득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학교급은 일단 초등학교로 한
정하였는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교원의 성과나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 양상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석대상은 초등학교에 설정하였고, 2개 지역의 총 310개 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
정보공시’ 자료와 ‘교육통계’ 자료를 EDSS(Edu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 받아 활용하
였다. ‘학교정보공시’에 나타난 학교특성 자료와 ‘교육통계’에 나타난 사교육발달 정도 자료
를 결합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 밖에 지역의 환경적 특성 자료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에서 기초수급자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고, 부동
산 관련 사이트에서 평균 아파트 평당 매매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
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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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모형 및 측정 변인
가. 연구 모형
이 연구의 관심은 지역 교육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을 설정하였는데, 하위 요
인으로 교사들의 교내외 직무 연수 및 자율 연수이수 수준과 교사의 학위 수준으로 평균
교육연한을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독립변수는 지역의 교육환
경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의 교육환경은 학교특성과 지역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교 특성
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수들은 각 지역별 학교들의 학업성취수준, 교육환경 여건과 교육재
정 지원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수들은 사교육 시장의 발달
수준, 가구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있다.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은 각 지역의 학교교육 관련
학원 수, 평균 수강 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각 지역의 기초
수급자 비율과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학교의 발전기금 접수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을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나. 측정 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인 교원의 전문성 계발 수준은 교사당 연수 이수 프로그
램 개수와 교사의 평균 교육연한으로 설정하였다. 교원의 전문성 계발 수준을 드러낼 수 있
는 변수로는 공식․비공식 연구 활동과 학습동아리 활동이 있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도

- 328 -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교육환경 요인 분석

있을 수 있지만 연구 활동 등은 공식적인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계발을 위한 노력 과정 보다는 결과의 측면이 강하고 정성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서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으로 학교 수준의 특성과 지역 수준의 특성으로 나뉜다.
학교 수준의 특성으로 우선 학업성취도 수준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보통 이상 학력 비
율로 설정하였다. 둘째, 학교별 교육환경 여건 변수는 학급당 학생 수, 특별교실 수, 학교 규
모, 여교사 비율, 교사 평균 경력년수로 설정하였다. 셋째, 교육재정 지원 수준은 교사당 역
량강화비, 학생당 교육활동비, 학생당 방과후활동비, 학생당 교육지원비 등이다. 여기서 학생
당 교육활동비는 교과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쓰이는 비용이고, 학생당 교육지원비는 행
정적인 비용인 교무 업무 비용, 연구학교 운영비용, 학습 지원실 운영비용, 교육여건개선 비
용을 포함한다.
지역 수준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사교육시장 발달 정도로 설정하였다. 가구의 사
회․경제적 수준의 변수는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기초수급자 비율, 학교 발전기금 접수
금액 등이다. 사교육 시장 발달 정도 변수는 지역의 학원 수와 평균 수강시간이다. 독립변수
는 선행연구들이 지역의 교육환경 지표로 많이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변
형하여 도출하였다.
<표 1> 연구에 활용된 변수
변수명
학업성취수준

학교특성
독립변수

교육 환경 여건

지역의
교육환경
교육재정 지원

지역특성

종속변수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
연수 참여 수준
학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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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설명
국어 보통학력 이상 (%)
수학 보통학력 이상 (%)
영어 보통학력 이상 (%)
학급당 학생 수
총 학생수 (학교규모)
특별교실 수
여교사 비율
교사 평균 경력년수
교사당 역량강화비
학생당 교육활동비
학생당 교육지원비
학생당 방과후활동비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만원)
기초 수급자 비율 (%)
학교 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원 수
평균 수강시간 (시)
교사당 교내외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
평균 교육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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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우선 소득수준이 최상위인 A지역과 최하위인 B지역으로 집단을 나누어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영역 5가지(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
학업 성취 수준, 교육환경 여건, 교육재정 지원 정도)에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t-test
를 통해 차이 검정을 하였다. 그 다음 두 집단 간의 교원 연수 활동(평균교육연한, 자율·직
무 연수 프로그램 이수 수) 정도 차이가 있는 지 t-test를 통해 차이 검정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지역의 교육환경이 종속변수인 교원의 연수활동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교특
성이 교원의 연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의 종속변수와 독
립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 특성이라는 독립변수를 추가로 모형에 포함시켰
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이 추가된 후의 각 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단계(모형 1) :         학교특성 
2단계(모형 2) :         학교특성      지역특성 

Ⅳ. 연구 결과
1.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및 교사의 전문성 계발 정도 차이 분석
가. 지역에 따른 교육환경 차이
A지역과 B지역 두 지역 집단의 학교 특성(교육환경 여건, 학업성취수준, 교육재정 지원)
이 차이가 있는 지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교사 비율, 교사 평균 경력년수, 평균 학급당
수, 특별교실 수, 학교의 전체 학생수,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 등의 변수는 유의수
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과목의 보
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 교사당 역량 강화비 등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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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당 교육활동비, 교육지원비, 방과후활동비 등은 두 지역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별 학교 특성 차이 분석
A지역

B지역

여교사 비율(%)

71.32(17.9)

53.81(14.9)

17.516

7.971  

교사평균 경력년수

15.72(2.2)

18.03(4.2)

-2.307

-5.893  

평균 학급당 학생 수

24.50(5.5)

16.29(8.4)

8.214

9.364  

8.94(4.3)

6.46(4.3)

2.475

4.014  

661.8(363.5)

271.12(324.9)

390.688

8.311  

국어 보통학력 이상(%)

84.63(7.9)

81.39(17.3)

3.235

2.490 

수학 보통학력 이상(%)

81.46(8.5)

74.63(17.3)

6.838

4.416 

영어 보통학력 이상(%)

92.66(5.2)

86.95(12.3)

5.702

6.003  

교사당 역량강화비(ln)

5.35(0.8)

4.5(1.4)

73.270

학생당 교육활동비(ln)

6.07(0.9)

6.26(1.8)

-0.198

학생당 교육지원비(ln)

5.50(1.0)

5.77(1.7)

-0.265

1.559

학생당 방과후활동비(ln)

6.07(0.9)

6.27(1.7)

-0.204

-1.233

특별교실 수
학교의 전체 학생 수

평균차이

t

2.933 
-1.191

*p<.05, **p<.01, ***p<.001

지역별 환경 특성 차이 분석을 통해 A지역과 B지역 두 지역 집단이 지역적 특성에서 차
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우선 평당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A지역이 661만원, B지역이 332
만원으로 두 지역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초 수급자 비율은 A지역의 평균은 1.26%, B지역의 평균은 4.79%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금 접수 금액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수는 교과 학습 관련 학원 수만을 분석하였는데, A지역이 평균 589개, B지역이 평균
106개로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학원 수강
시간은 A지역이 49시간, B지역이 27시간으로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환경은 비교 결과, A지역과 B지역은 지역 특성 5개의 변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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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 환경 특성 차이 분석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기초 수급자 비율
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원 수
월 평균 수강시간

A지역

B지역

평균차이

t

640.33(62.31)

323.09(85.39)

317.236

27.653 

1.26(0.26)

4.79(2.29)

-3.536

-23.614 

16.13(2.31)

6.17(7.51)

9.959

17.775 

589.38(61.79)

106.12(117.95)

483.255

44.687 

49.20(10.04)

27.47(9.74)

21.728

15.413 

*p<.05, **p<.01, ***p<.001

나. 지역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 차이
지역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A지역과 B지역의 교
사당 이수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수가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A지역은 평균적으로 교
사 한 명당 23.64개의 연수를 이수하였고, B지역은 교사 한 명당 12.65개의 연수를 이수하였
음을 알 수 있다. A지역과 B지역 지역의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는 유의수준 0.001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평균 평균교육연한의 차이는 A지역
은 16.44년, B지역은 16.23년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지역은 B지역에 비해 교사들의 연수 이수 개수나 평균교육연한에 있어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역별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 차이
평균차이

A지역

B지역

t

평균교육연한

16.44(0.28)

16.23(0.44)

0.215

0.021 

교사당 연수이수

23.64(3.72)

12.65(3.31)

10.984

3.026 

*p<.05, **p<.01, ***p<.001

2. 지역 교육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교육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교 특성 변인과 지역 특성 변인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의 변화를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총 2단계로 독립변수가
투입되었다. 1단계에서는 학교특성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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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변인을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계발 정도를 알아보는 종속
변수는 두 가지로 교사당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와 교사의 평균교육연한이다.

가.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과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의 관계
독립 변인은 학교 특성 변인과 지역 특성 변인이 있는데, 학교 특성 변인은 여교사비율,
교사 평균 경력년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특별교실 수, 전체 학생 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 수학 보통 학력 이상 비율, 영어 보통 학력 이상 비율, 교사당 역량강화비, 학생당 교
육활동비, 학생당 교육지원비, 학생당 방과후활동비를 투입하였다. 지역 특성 변인으로는 아
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기초 수급자 비율, 학원 수, 학원 수강시간 평균을 투입하였다. 종속
변인은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를 투입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교사의 연수 이수 수
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단계는 11.678, 2단계는 30.320이고, 유의확률은 모두 .001미만으
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를 유의하
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제곱 값이 .617임을 볼 때 설정된 독립변수
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종속변수인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 변화를 약 61.7%정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표(N=310)

1

2

회귀 모형
잔차
합계
회귀 모형
잔차
합계

제곱합

자유도

3085.947
6540.073
9626.020
6145.459
3480.560
9626.020

12
297
309
17
292
309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257.162
22.020

11.678

.000b

361.498
11.920

30.320

.000c

R2(adj. R2)=.638(.617)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
에서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이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교 특성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여교사 비율,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학생 수, 영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
교사당 역량강화비, 학생당 교육지원비 등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지역 특성 변인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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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투입했을 때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여교사 비율, 교사 평
균 경력년수, 특별교실 수, 전체 학생 수, 교사당 역량강화비, 지역 내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학원 수이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학교 특성과 지역특성이 복합적으
로 지역 교육환경으로 구성이 되면, 특별교실 수와 전체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1인당 연
수 프로그램 이수 개수가 많아지며, 이는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교사의 연수 이수가 더 활
발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교사 비율과 교사의 평균 경력년수가 높을수록, 교사당 역량강화비
로 재정적 지원이 많을수록 교사의 연수 이수는 더 많아진다. 그 밖에도 지역 내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이 높을수록, 지역 내에 학원 수가 많을수록 교사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
계발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표 6>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310)
B

1단계
β

표준오차

B

2단계
β

.053

.163 

.015

표준오차

학교특성
여교사 비율

.125

교사 평균 경력년수

-.051

평균학급당 학생 수

.161

특별실 수

-.065

전체 학생 수

-.004

국어 보통학력 이상
수학 보통학력 이상
영어 보통학력 이상

-.028
.009
.080

교사당 역량강화비

1.980

학생당 교육활동비

.781
1.387

학생당 교육지원비
학생당 방과후활동비

-2.910

.383 
-.036

.019
.070

.113

.248 
-.052

.062

.064

.081 
.099

.046

.074

-.123

-.099 

.054

-.238 
-.061
.027

.001

-.006

.001

.030
.026
.034

-.006
.004
.035

-.366 
-.013
.012
.073

.301

.947

3.299
.450

.165
.506

3.391

-1.179

.165 
.503 
.234
.412 
-.863

.241 
.049
.150
-.350

.053

.022
.019
.026
.232
2.417
.336
2.487

지역특성
아파트 평당 매매가

.009

기초 수급자 비율
학원 수

.151
.013

월평균 수강시간
발전기금 접수 금액

.015
.033

수정된 R²
수정된 R² 변화량

.252 
.068
.532 
.036
.046

.293***

.617***
.3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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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의 교육환경 특성과 교사의 학위수준의 관계
회귀모형의 F 통계값은 1단계는 4.411, 2단계는 4.825이고, 유의확률은 모두 .001미만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교사의 평균교육연한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정된 R제곱 값이 .174임을 볼 때 설정된 독립변수들이 유의수준
.001에서 종속변수인 교사의 학위수준의 변화를 약 17.4%정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
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지역의 교육환경은 교사의 학위수준 보다는 전
문성 계발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교사의 학위 수준 대한 회귀모형 분산분석표(N=310)

1

2

회귀 모형
잔차
합계
회귀 모형
잔차
합계

제곱합

자유도

8.385
47.043
55.428
12.155
43.273
55.428

12
297
309
17
292
309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659
.158

4.411

.000b

.715
.148

4.825

.000c

R2(adj. R2)=.219(.174)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교사의 평균교
육연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교 특성변인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여교
사 비율, 교사 평균 경력년수, 전체 학생 수, 영어 보통이상 학력 비율, 교사당 역량강화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지역 특성 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했을 때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학생 수, 교사당 역량
강화비, 학원 수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학교 특성과 지역특성이 복합적으로 지역 교육환경
으로 구성이 되면, 학급당 학생 수 평균과 학생 수가 적을수록, 반면 교사당 역량강화비가
높을수록 교사의 평균 교육 연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지역적 특
징에서 지역 내에 사교육 시장이 발달하여 학원 수가 많을수록 교사의 평균교육연한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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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사 학위 수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N=310)
B

1단계
β

표준오차

B

2단계
β

표준오차

.101

.002

학교특성
여교사 비율

.004

교사 평균 경력년수

-.015

평균학급당 학생수

-.008

특별교실 수
전체 학생 수
국어 보통학력 이상
수학 보통학력 이상

.000
.001

영어 보통학력 이상

-.003
.006
.087

교사당 역량강화비

-.342

학생당 교육활동비
학생당 교육지원비
학생당 방과후활동비

-.342
-.006
.293

.181 
-.138 
-.171

.002

.003

.006

-.011

-.107

.006

.005

-.012

.005

.006
.000

-.009
.000

-.238 
-.097

.000

.161 

.003
.002
.003

.002
-.004
.004

-.298  
.048
-.138
.110

.291 
-1.352
-.024
1.144

.026

.060

.280
.038
.288

-.340
-.023
.315

-.080
-.238 
.028
-.124

.006
.002
.002
.003

.200 
-1.341
-0.90
1.232

.026

-.082
-.106

.000
.014

.337 
-.026
.004

.000

.272
.038
.280

지역특성
아파트 평당 매매가
기초 수급자 비율
학원 수

.000
-.018
.001

월평균 수강시간
발전기금

-.001
.000

수정된 R²
수정된 R² 변화량

.117***

.002
.003

.174***
.057

*p<.05,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문
제로 교육환경이 교사들의 전문성 계발 노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
자 하였다. 이에 지역별 교육환경을 학교 특성과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연수이수
수준과 학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교육환경 요소는 여교사 비율, 교사의 평균 경력년수, 특별교실 수와 학생
수, 교사당 역량강화비, 아파트 평당 매매가 평균, 학원 수이다. 또한 교사의 학위 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지역의 교육환경 요소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학생 수, 교사당 역량강화비, 지
역의 학원 수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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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의 교육환경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사
의 연수수준에는 61.7%로 설명력이 매우 높고 교사의 학위 수준에는 17.4% 정도의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연수 노력에 좀 더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에는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전체 학생 수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선행연구에서 규모가 작은 학교가 도시의 큰 학교보다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여긴다(성기선 외, 2009; 이두휴, 2011; 한만길 외,
2008). 그러나 박성호(2011)의 연구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학교의 교사들이 느끼는 행정 업
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정도는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의 교사들보다 낮은 수치였
다. 이는 학교 규모로 인한 개별화(personalized)차이로 인해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사들
이 학생에 대한 관심, 지원, 수업 준비를 위한 열성, 동료교사와의 단결이 잘 이루어지기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가 학교 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좋은 환경 여건이 되는
지에 대한 적정 학교 규모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당 역량 강화비는 교사의 연수 이수 수준과 학위 수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교사 역량 강화비는 교원의 기타 보수 및 복지, 역량 강화
에 쓰이는 비용 전체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교사 역량 강화비가 교사 전문성 계
발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실제 학교 결산액에서 교사 역량 강화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1%가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들이 전문성 계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별 교육환경 특성 중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교사의 전
문성 계발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교육 시장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학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며, 부모의 교육열도 높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국
에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다른 국가
에 비해 높다(Byun, 2014)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교육 시장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로도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교사가 연수를 이수 수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보아 사회․경제적 수준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 노력 정도에 영향
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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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사가 전문성을 계발하는 수준이 낮
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원을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
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 계발 및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사교육 시장 발달 수준과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계발 수준에 관한 치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교육환경 격차를 알아보고, 지역의 교육환경 변인들이 교사의 전문
성 계발 노력 정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교사의 전
문성 계발에 대한 부분을 연수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사의 연구 활동은 포함하지 못하
였다. 교사의 연구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의 양, 교재 연구, 교수법 개
발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변인이다. 이는 정부의 지침 및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연
수 활동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교사의 전문성 중에서도 사명감,
책임감 수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변인이다. 또한 정성
적 평가 결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도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활용을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계발 수준은 의무 연수시간 설정, 교육청이 제공
하는 연수 교과와 시간, 교사의 승진 가산점 체계 등 해당 교육청의 교원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청의 정책적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
하여 지역 환경이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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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Regional Educational Environment Influencing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Chung, Jae You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Hyun-Ju (Ewha Womans University)
Lee, You-Ji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regional environment of education has
influenced the teachers' effort to develop their competencies. This research stem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at if there is a difference among degrees of teachers' self-development,
the regional gaps in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deepen and become permanen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gional income levels of the whole country and compared the
highest and lowest groups.
This research proved that teachers' effort for self-development varie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result leads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can be inferred
that regional educational environment affects the teachers' effort for completing the training
course more, and affects their achievement of degree relatively less. Second,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has negative effect on teachers' effort to develop their competencies.
Third, the budget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has positive influence on both
training completion and degree level. Fourth, the improvement of private education market
and socio-economical level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effor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s necessary to solv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different regions.
Key words :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Regional Educational Environment,
Regional Gap, Regional Educational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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