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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담임교사 역량 탐구
-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역량을 중심으로 강 석 주(고려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담임교사의 직무를 교과지도 직무, 학급경영 직무, 교무분
장업무를 포함한 교무실생활 직무로 구분한 후, 이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성
과 교사들이 보인 특성, 곧 교사역량(teachers' competence)을 탐구했다. 교사자
질이 보유해야할 능력이라면, 역량은 우수 교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역량문헌연구와 연구자의 현장교육경험, 그리고 교육현
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했다.
연구결과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역량으로 교과내용전문성(3개의 하위 행동지표
로 구성), 교수기술전문성(6), 학생육성(4), 정보관리(2), 조직관리(5), 팀웍(4), 그
리고 기본직무태도(4)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교사역량은 평균적인 교사와
우수한 교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최근 거론
되는 동료에 의한 교사평가척도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적자원개발, 역량, 교사역량, 교사평가척도

Ⅰ. 서 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능력
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에 우수한 교사, 성과 높은 교사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어 왔다.
우수 교사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하나는 교사의 자질이
탁월한 자를 우수한 교사로 보는 관점으로 인성적 특성과 소질과 같은 교직입문 선행요건
등을 강조하여 교육열정, 아동에 대한 사랑, 교직에 대한 신념, 친절한 태도, 비판적 판단력,
성실성, 관용적 태도 등을 가진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본다(Combs, 1978; Borich, 1988;
윤종건, 1988). 그러나 자질개념이 갖고 있는 외연과 내포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또한 학생
의 학업성취와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한계
를 보였다(배호순, 1992; Borich, 1988).
다른 하나는 효과적인 교사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수업활동의 효과성(effectiveness)
즉, 학생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 요구되는 교과내용 지식과 교수기술 등 예를 들어 효과적
질문법, 수업내용의 명료성, 수업방법의 다양성, 수업몰입 시키기, 수업의 구조화, 학생의 사
고 자극하기, 교사의 수업몰입, 수업 요약해주기 등에서 탁월한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본다
(배호순, 1992; Medley, 1979: Anderson, 1982; Borich, 1988).

위 두 가지 관점 모두가 우수교사에 대해 나름대로 규정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사에 대한 ‘단일화된 결론은 없다’는 주장(심진구, 1987; Field. & Field, 1994)은 우수한
교사를 확인, 규정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량
(competence) 개념을 도입하여 우수한 교사들의 행동 특성을 확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우
수 교사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어떤 조직이든지 직무수행의 성과정도에 따라 조직원을 크게 평균이하 성과자, 평균 성과
자, 그리고 평균이상의 고성과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General Electric의 잭웰치
(2003)는 활력곡선(vitality curve)에 의해 상위 20%를 고성과자로 보고 있으며(이동현 역,
2003), Spencer & Spencer(1993:14)는 평균수행자의 1 표준편차 상위그룹을 고성과자로
본다. 이들 상위집단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성향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성과자
들의 성공적인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친 개인의 동기, 특질, 자아의식, 지식, 기술 등의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특성들을 역량이라 한다(송영수, 2000; Dubois, 1993; McLagan, 1989;
Spencer & Spencer, 1993; Boyatzis, 1982). 정리하면 역량이란 우수한 직무수행자들만
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포괄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개념에 기초한 우수교사탐구는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우수성을 발휘하는 교사
가 담당한 직무를 어떤 태도, 어떤 구체적인 기술로,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하기에 우수한
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아가 이러한 우수교사들의 역량파악은 초임 및 평균적인
교사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의 우선순위 뿐만 아니라 그 달성해야할 수준까지도 제시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량관련 문헌고찰과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기법 운영을 통해 일
반계 고등학교의 교사역량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와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역량탐구와 관련하여 선행 역량연구가 제시하는 교사역량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교사역량연구는 물론 교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담당자의 역량을 검
토를 통해 교사관련역량들을 추출, 정리한다.
둘째, 현장의 교육전문가들의 제시하는 우수교사 특성은 무엇인가? 이는 현장의 교육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법 실시를 통해 현장의 우수교사들이 보이는 행동특성을 확인
한다.
셋째, 확인된 잠정적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역량은 무엇인가? 델파이법 결과와 Spencer
& Spencer(1993)의 역량사전을 중심으로 우수교사 행동지표, 역량명, 그리고 역량정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 직무와 우수교사 준거
‘직무’라는 용어는 일, 과업, 임무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권대봉(1989: 123)
은 이들의 관계를 구분하여 직무(Job)란 한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복합체, 임무(Duty)는 전
체 직무 중 하나의 독립된 하위부분이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거나 비슷한 업무(Task)들의
모임이며, 그리고 업무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경주하

는 구분된 일로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의 직무개념을 ‘담임교사가 마땅히
해야할 일’로 정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교과지도직무, 학급경영직무, 교무분장업무를 포
함한 교무실 생활직무로 구분한다.
첫째, 교과지도 직무란 학습자의 특성과 주어진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교
재연구 통하여 적절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시하며, 학생의 학습동기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를 계획,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장명희 외, 2001). 교과지도직무는 모든 교
사의 공통직무이자 핵심적 직무이다. 둘째, 학급경영 직무란 학급의 질서와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관련된 직무이다. 셋째, 교무분장업무를 포함한 교무실 생활직무이다. 동료교사들과
의 협동적인 생활, 그리고 교과지도직무와 학급경영직무를 제외한 기타 담당업무에 대한 성
실한 수행 등과 관련된 직무를 의미한다.
성과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신유근, 1990: 220)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다시 말해 성과란 조직에 바람직한 것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의하여 달성
된 특정의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 개개인의 성과는 학교조직의 성과체제 내에서
‘기여한 정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김종철(1986: 422-423)은 학교성과의 내용으로 높은 학업성취도, 보다 친밀감과 질서가 유
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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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zotte(1990)는 미국의 효과적인 학교연구를 통해 높은 학교성과를 가져오는 관련된 주요
요소로서 교장의 탁월한 리더쉽(교사에 대한 지원, 학교개선에 시간 및 에너지 투자, 엄격한
교사선발 및 배치 등), 효과적인 수업 계획 및 실천(활기찬 수업, 교수매체 적극 활용, 독서․
언어․수학에 집중 투자 등), 기본적 학습기술 습득에 초점(최대의 학습시간확보 및 실천, 기
본 학습기술 습득을 강조), 생산적인 학교문화 및 풍토, 학생의 발전상황에 대한 적절한 모
니터링, 학교 자체의 실천지향적 교직원개발, 두드러진 학부모 참여, 다문화적 수업실천과
학생 개인의 목표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학생의 인성 발달, 엄격하고 공정한 학생승급정책
및 실천 등을 제시한다. 학교조직구성원으로서 교사의 성과는 이와 같은 학교조직의 성과
틀 내에서 벗어나 이해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핵심적인 성과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 곧 높은
진학률’과 이를 위한 ‘효과적 학생생활지도’를 강조하고 있다(이인효, 1991; 고완태, 2000;
최용성, 2003). 교사성과를 학교조직의 성과에 기여한 교사 개개인의 기여정도로 정의할
때, 교사성과란 ‘단위학교조직이 설정한 목표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좋은 결과 등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며, 고성과 교사란 ‘학교성
과에 대한 기여정도가 높은 교사’라 할 수 있다.
단위학교차원에서 볼 때 기여정도가 높은 교사를 규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방법은 교사근무
성적평정이다. 교사근무성적평정은 1년 단위로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교사근무성적평정이 갖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평가내용의 비체
계적이라는 문제점 지적(한국교육개발원, 2004; 박종필, 2002; 전제상 2001; 박영숙,
1992)외에도, 평가결과를 본인에게도 통보가 안됨으로써 누가 고성과 교사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한 고성과 교사 규정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성과 교사를 규정할 대안적인 방법으로 학교조직원들의 묵시적 인습, 관리자 및 관
련분야

전문가의 판단․추천에 의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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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lelland가 국무성 공보요원들 중 인사임원과 상위관리자를 가장 뛰어난 직원으로, 그리
고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는 업무를 처리하지만, 전혀 우수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평균적인 집단으로 규정한 것과 Mansfield 등(1987)이 정부투자기관의 추천 정도에 성공적
인 기업가와 평균적인 기업가로 분류한 연구(Spencer & Spencer, 1993: 233재인용)에서
도 사용된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3대 직무영역인 교과지도영역, 학급경영영
역, 교무실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들의 경험과
관찰, 그리고 교사평가 경험(대다수가 교사근무평가자인 교감을 역임한 경험을 갖고 있음)
을 토대로 고성과 교사, 곧 우수한 교사로 규정하여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탐구한다.

2. 역량과 역량모델
역량개념은 최초 1973년 맥클리랜드(David C. McClelland)가 ‘지능검사에 대한 역량검사의
우위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전통적인 학업적성검사나 성취도검사가 업무성과의 성공여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대두되었다.
맥클리랜드는 공보부 요원들 중 실제로 직무수행에서 우수집단으로 선정된 사람들과 보통성
과자로 선정된 사람들의 각각의 공통점을 먼저 확인한 후, 그 두 집단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균수행자와 우수한 수행자를 구별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역량이라 했다.
다시 말해 그는 밀(J.S.Mill)이 제시한 원인발견법의 하나인 ‘일치차이 병용법’을 활용해 역
량을 추출한 것이다.
맥클리랜드의 역량 정의 후 많은 학자들이 역량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다. Dubois(1993)는
특정한 업무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원인이 되는 개인의 본질적인 특성
(underlying characteristics)으로, Klemp(1980.:21)는 업무에서 효과적인 혹은 우수한 성
과를 산출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으로, Boyatzis(1982)는 직무에서 효율적이거나 효과적
인 성과를 발휘하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으로, 하마다겐지 등(2000: 천명섭 외 역,
2003:48재인용)은 역량을 특정의 직무나 상황 하에서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개인의 행
동양식이나 특성으로, 그리고 송영수(2000)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통사람들
과는 다른 우수성과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Spencer & Spencer(1993:9)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
적이고 우수성과와 인과적 관계가 되는 개인의 근본적인 특성이라 정의하면서 역량개념을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그리고 기술(skill)
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했다. 동기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개인이 일관되게 마음에 품
고 있거나 원하는 것으로 특정 행위나 목표를 향해 행동을 촉발시키고, 방향을 지시하며 선
택하도록 작용한다. 특질이란 주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인 신체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일관된 반응 특성을 의미한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반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식은 특정 분
야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를 의미한다. 기술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제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말한다. 지식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기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들 중 보편적으로 지식과 기술은 교육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 육성이 가능하나, 동기와 특성 그리고 자기 개념은 인간 내면의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
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Spencer & Spencer, 1993; Lucia &
Lepsinger, 1999).
이홍민․김종인(2003:24～26)은 다양한 역량 정의 고찰을 토대로 역량은 무엇보다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조직의 변화와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
한 관찰과 측정이 가능, 상황적응적이며,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행동임을 강조한다.
정리하면 역량이란 특정 조직 내 직무수행과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서
만 볼 수 있는 차별적이며 상대적인 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상대적인 제 능력들은 ‘무
엇을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잘 하는가?’란 물음에 대한 모범적인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행동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려청자를 만든 고려의 도공은 오늘날의 청자를 제
작하는 도공과 비교할 때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아니라 ‘잘 만들었다’는 데 결정적
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역량이란 ‘What do?' 보다는 ‘How to do well?'을 강조하는 개
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논리적 정의양식에 의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최 근 류: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 행동
종차 ① : 고성과자의 제 특성(동기, 인성, 지식, 기술, 태도)
종차 ② : How Well
＋

종차 ③ : 최근류와의 인과관계

-----------------------------------------------------역

량

이러한 역량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 교사역량이란 동료교사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업무
수행을 잘 하는 교사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차별적인 개인의 동기, 특질, 자아의식, 지식,
기술 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역량개념은 기존의 교사
자질과 같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접근과는 다르고 또한 수업시간이라는 제한된 상황 내에
서 효과적 수업활동 전개만을 강조하는 효과적 교사보다 좀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역량들의 집합체를 역량모델이라 한다. Lucia & Lepsinger(1999)에 따르면 역량모델은 조
직에서 하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특성의 특정한 조합
(combination)으로, McLagan(1996)은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조직구성원의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전략을 포함하는 역량들을 기술한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ACE
competencies Research Team(1996)에 의하면 역량모델이란 특정 조직 내에서 특정 직무
혹은 역할수행에 따른 성공적인 성과들을 기술하는 데 관련된 역량들을 합쳐 놓은 것이다.
정리하면 역량모델이란 조직성과에 크게 기여하는 실제 우수성과자를 토대로 추출된 타당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성격 등 전반에 걸친 역량들의 집합체이다.
역량모델은 표준화된 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역량모델은 조직이 처한 상황, 선정된 직무,
목표, 가용자원 등 조직의 영향을 받는 만큼, 역량모델의 구성내용 역시 다를 수 있다. <표
1>은 선행 역량모델들(Lucia & Lepsinger, 1999; Spencer & Spencer, 1993; Brophy &
Kiely, 2002; 하마다겐지 등, 2000 )을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형태이다.
<표 1> 역량모델의 일반적 구성

역량군

하위역량

역량정의

관련행동지표

수준구분

․경영진이 설정한 기준을 달성하려
일을
성취지향성

잘

하려는

관심이나

최고의

기준에

도전하고

자하는 의욕
성취행동

고 노력한다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도전적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행동한다

․1～5
․상중하

․비용-이득 분석을 한다
․계산된 기업가적 모험을 한다

역량군
질서, 품질에
대한 정확성
주도성
정보수집

<표 1> 에서 보듯이 역량모델은 몇 개의 역량들을 내적인 공통수준에서 범주화한 역량군,
개별 역량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에 따른 행동지표, 그리고 일부 모델의 경우는 행동지표의
수준(level)으로 구성된다. 특히 행동지표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가) 있다. 혹은 ～을 할 수 있다’ 대신 ‘～했다/～하고 있다’는 방식과 같이 가능한 한
‘결과’에 근접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준 역시 너무 많은 단계를 제시하기보
다는 상․중․하 혹은 5단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사역량모델개발에 있
어서도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Ⅲ. 선행연구를 통한 교사역량개발 시사점 획득
1. 교사역량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획득
영국 교육고용부(2000)는 The Hay McBer社에 의뢰해 우수 교사의 근본적인 개인 특성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먼저 교장과 동료교사들에 의해 효과적인 교사(effective teacher)가 추
천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 이들 추천된 교사들을 다시 ‘탁월한 교사’에서부터
‘보통교사’에 분류한 후 탁월한 교사들이 보인 3개의 공통적인 ‘효과성’ 요소를 추출했다.
연구결과 우수교사들이 보인 역량들은 ① 전문적 자질(리더쉽 자질, 대인관계 능력, 분석적․
개념적 사고기술, 전문성 및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기획 및 배치능력 등)의 탁월 ② 학생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한 결과 학습분위기 조성 및 유지(수업의 명료성, 정숙한 분위기,
명확한 행동기준, 공정성, 참여기회제공, 감정적 공조, 안전하고 신명나는 교실분위기 조성,
매력적인 교실의 물리적 환경 조성 등)의 탁월 그리고 ③ 교수기술(수업시간 준수, 높은 기
대감, 효과적 교수 기획, 다양한 교수법, 수업 및 행동관리, 평가와 과제의 효과적 활용 등)
의 탁월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들 요소들과 산출물인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는 .43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Earls(1981) 역시 교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12명의 우수교사를 상대로 면접과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들은 학생들을 좋아하고, 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습지도에 대한 성실과
열정이 강하고, 학습지도에 있어서 구조화되고 명확한 설명을 하며, 가정적 배경에 따른 학
생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이 없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한 수업을 전개하고, 수업 중 개
방적 분위기를 허용, 학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계속적인 자기연구와 자기개발 욕구 등에
있어서 다른 동료교사들과 구별되는 인성적 자질과 교수행동에 있어서 차별적 특성이 두드
러짐을 확인했다.
Yelon(1977)은 훌륭한 교사로 추천된 교사들의 행동들을 관찰하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우수 공통점, 즉 자신의 학과목 또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음,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생의 잠재학습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함, 가르치는 일을 즐겨함, 그리고
효과적인 교수방법(동기부여, 조직화된 내용, 교수환경, 교육기자재, 다양한 자극을 통한 주
위집중, 일관성, 적절한 연습기회 제공 등)에 있어서 탁월함을 확인하였다.
Haberman(1995)은 수년간에 걸쳐 교사 1,000명과의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성공적인 교
사와 무능한 교사를 구분한 후 성공적인 교사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교육실천에 대해 탐구했
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교사는 벌(punishment) 대신 논리적 설득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안
내하며, 학습환경 유지에 신경, 동기화시킬 때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업을 얻는다’는 외형
적 방식보다는 내면적 동기에 의존,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방법 적용, 그리고 학생의 학습에
대한 책무성이 높고, 교실 내 상호작용에 있어서 친절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그는 ‘학생의 흥미를 개발시키는 교사’를 성공적인 교사로 정의했다.
Gilberts 와 Kraft(1997)는 교사양성과정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33편의 교
사능력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학급경영능력으로 학생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
경 배치 역량, 교실 내 학생관리 기준 형성역량, 학생들의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반면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능력 그리고 실천된 전략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 및
평가능력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수관련능력으로는 구체적인 수업 및 활동 기획하기, 정
보제시하기(내용 개관, 학습목표 제시, 수업자료, 수업실천, 교수자료 활용, 교수활동 검토
등), 학구적 피드백 및 칭찬하기, 대화식 평가와 교수활동 조정하기,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 학생과 동료교사들로부터 실력자로 인정받는 교사는 교과지도에 있어서는 교과
내용 선정, 교과내용 제시, 그리고 수업 중 학생통제가 탁월했다. 또한 학급담임으로서 학급
통제 역시 다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장악-엄할 땐 엄하고 잘 할 땐 잘 해주는 방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들의 수업은 생기가 있으면서도 ‘집중’하게 하는데, 그 비결은 일
관되게 학생을 엄하게 다루거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복종 유도, 엄할 땐 엄하고 잘 해줄 땐
잘 해주는 방법, 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적 수업운영 등에 있어서 탁월함을 제시했다
(이인효, 1991; 고완태, 2000; 최용성, 2003; 김철훈, 1999; 김민성, 1996).
기존연구들이 규명한 우수교사들의 특성들을 교사의 3대 직무영역별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지도직무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은 물론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학
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교과지도 실천에 따른 지식, 기술, 태
도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로는 전문성(교과지식), 교수법, 교과내용선정, 교과내
용제시, 수업 중 학생통제, 수업열정, 학습자 이해, 구조화되고 명확한 설명, 학생의견 수렴,
유머 감각, 책무성, 내면적 동기화 강조, 피드백 및 칭찬하기, 수업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학급경영직무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는 학급담임으로서 교실 내 교육환경을 경영하고,
직접적으로는 교실 내에서의 학생행동을 관리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데 따른 교사의 제반 능
력들로써 여기에는 학생사랑,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 학생 차별 부재, 정서적 안정감, 학생
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함, 타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책임감, 자신과 학생에 인내와 신
뢰, 학생지도에 대한 자신감, 경청하는 자세, 유머 감각, 벌(punish) 대신 논리적 안내, 학습
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환경 유지,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
시키기 위한 전략 실천, 친밀감, 교사의 좋은 지원과 강력한 통제가 존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교무실생활직무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로는 교사개인의 인품,
사회성, 대인관계, 계속적인 자기개발 욕구, 인내심, 파트너쉽, 팀웍, 타인에 대한 배려, 책
임감, 직무몰입, 직무만족, 도덕성, 유머 감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교사들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탐구할 것이다. 인간관계란 교사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넘어 조직 구성
원의 동기와 자발적인 협력으로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실천적․처방적인 인
간관계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남정걸, 1987). 실증적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들간의 인간관계
가 교육활동에도 대체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헌, 1987; 나만승, 1999).

2. 인적자원개발관련 역량모델 고찰을 통한 시사점 획득
역량개념은 1980년대에 와서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우위가 강조되
면서 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분야를 중심으로 주목받게 되었다(황규대, 2004: 81). 그러므
로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역량들은 학교의 인적자원담당자인 교사의 역량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Rothwell(1996)은 인적자원개발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기법을 통해
인자자원개발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인적자원개발전문가의 15가지 공
통적인 역량-산업에 대한 이해, 리더쉽기술, 대인관계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기술, 시스템적 사고 기술, 성과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협
상 및 계약 기술, 수용기술, 대처기술, 거시적 안목 능력, 컨설팅 기술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분석가 역할에 따른 추가역량(성과분석기술, 요구분석 설문설계 및 개발기술, 역
량규명 기술, 질문기법, 분석적 기술, 직무환경 분석기술), 인터벤션(intervention)전문가 역
할에 따른 추가 역량(성과관련 정보해석 기술, 인터벤션 선택기술, 성과변화 해석 기술, 인
터벤션 관계 분석 능력, 주요 사업문제와 변화 규명 능력, 목표 실행 기술), 변화관리자 역
할에 따른 추가역량(변화추진기술, 커뮤니케이션 채널, 비형식적 네트웍, 협동작업에 대한
이해, 집단역동과정 이해, 상호작용 과정 촉진 기술) , 그리고 평가자 역할에 따른 추가 역
량(성과차이 평가기술, 조직목적 대비 결과 평가 능력, 규준 설정 기술,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능력, 성과 향상 인터벤션 검증 기술, 피드백 기술) 등을 각각 제시했다.
Rothwell, Sanders, 그리고 Soper(1999)는 다양한 학습 및 성과와 관련된 문헌의 고찰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필요역량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역량들을 28개국 1,100명을
대상으로 검토를 통해 분석적 역량(다양한 아이디어, 과정,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이해와 방법
을 창안할 수 있는 역량), 기술적 역량(지식과 공정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역량), 리더쉽

역량(조직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거나 영감을 주는 것과
관련된 역량), 비지니스 역량(조직 시스템 및 비즈니스의 과정과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
된 역량), 대인관계 역량(대인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역량),
공학적 역량(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이해 및 적절한 활용과 관련된 역량) 등을 제시했다.
Pinto & Walker(1978)는 기업에서 훈련 및 개발분야에 종사하는 3,000여명의 전문들을 대
상으로 담당한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탐구했다. 연구결과
훈련 및 전문가의 역량으로 요구분석과 진단, 적절한 훈련방법 결정, 프로그램 설계 및 개
발, 자료의 개발, 내부 자원 관리, 외부 자원 관리, 조직원 개발과 상담, 직무 및 성과 관련
된 훈련 준비, 교실수업 실행, 소집단과 조직전체 개발, 훈련관련 연구 수행 등의 역량을 규
명하였다.
Spencer & Spencer(1993)의 대인서비스직 일반역량모델의 경우 교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의사, 성직자, 그리고 알콜중독자 상담원들의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어 교사역량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한다. 이들이 제시한 대인서비스직 역량(및 그에 따른 행동지표)들은
①영향력(신뢰를 구축한다/청중에게 맞추어서 발표한다/유머, 동작이나 몸짓, 어조 등 활용
과 같은 개인적인 영향력 전략) ② 타인육성 역량(교수방법을 혁신한다/개인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학생의 잠재력에 대한 신념 ) ③대인이해 역량(타인의 문제에 귀 기울이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신체 언어를 이해한다/타인의 배경, 관심,
요구를 인식한다/장기적인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한다) ④자신감 역량(자기 능력과 판단을
믿는다/어떤 문제나 실패를 책임진다/자기 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의문을 표시하거나
제안한다) ⑤자기조절 역량(일에 자기감정 개입시키지 않음/고객에게 지나친 개입하지 않음)
⑥기타 개인효과성 역량(정확한 자기 평가, 실패에서 학습/직업선호/조직몰입/사람을 좋아한
다/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⑦전문성 역량(전문 지식을 쌓고 활용한다/완전하고 포괄적
인 지식 소유) ⑧고객지향성 역량(근본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질
문, 제안, 불만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한다) ⑨팀웍과 협력 역량(타인의 의견을 구하고 협력
한다) ⑩분석적 사고 역량(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추론한다/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한
다) ⑪개념적 사고 역량(패턴을 인식하고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개념을 동원한다/관련성을
찾아내고 이론화한다/어려운 주제를 단순 명료하게 만든다) ⑫주도성 역량(요구 이상의 일
을 한다) ⑬유연성 역량(상황에 맞추어 스타일이나 전술을 바꾼다) ⑭지시 및 주장 역량(한
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거절한다/문제 행동을 지적한다) 등이 그것이다.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역량연구들이 제시한 대부분의 역량들은 교사의 3대 직무인 교과지도
직무, 학급경영직무, 교무실생활직무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인적
자원개발담당자의 요구분석과 진단 역량은 교사로 하여금 교과지도 시 학습자의 요구분석과
진단에, 학급경영에 있어서는, 학급원들의 요구분석에, 그리고 교무실생활직무에 있어서는
학교전체 조직의 목표이해, 학년 조직의 목표 이해 등에 각각 활용할 수 있다. 고객지향성
역량 역시 학생 사랑, 학생중심의 수업전개와 관련된 교사역량 도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금까지 탐구, 정리한 인적자원개발전문가역량과 교사역량의 내용만을 본다면 기존의 교사
자질 및 능력연구들(김용익, 1997; 김종성, 1983; 장명희 외, 2001; David Istance, 1999)
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 행동의 구체성, 그리고 성과
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 자질, 능력, 역량간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교사자질을 교사로
서 갖추어야 할 비교적 영속성 있는 개인적 특성 및 교직에 대한 태도라 볼 때, 이는 교사
입문과 직무수행에 따른 기본적 필요인 교사의 교직태도와 정의적 특성을 강조하며 가장 광

의의 우수한 교사를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ability)을 특정 직업 혹
은 직무가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볼 때, 이는 현직교사가 직무수행에 따
른 주로 인지․행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통과기준(최저수준)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 중
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는 교사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우수교사 개인의 인지․행동적 측면뿐
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상대적인 우수
성으로 조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반 특성을 내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을 투입--과정--산출변인으로 나누어 볼 때도 자질, 능력, 역량간의 차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교사자질은 투입변인 측면을, 교사능력은 과정변인 측면을, 그리고
역량은 산출변인 측면을 각각 강조하는 데 그 차이점을 둘 수 있다. 그러므로 역량 있는 교
사란 결과 면에서 학생의 향상과 학교조직의 향상을 가져오는 교사이다.

Ⅳ. 델파이기법을 통한 교사역량 정선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12년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경력을 토대로 우수교사들의 공통적인 행
동 특성을 44개로 정리했다. 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근무경험이 있는 현직 장학관, 장학
사, 교감, 그리고 교사 등 28의 교육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 운영을 통해 정선
과정을 거쳤다.
델파이기법은 전문가 패널이나 위원회의 직접적인 토론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적인
조사로 모여서 논쟁하지 않고서도 집단의 합의된 의견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한국교
육학회 교육평가위원회, 1995). 본 연구는 ‘자유응답식’ 질문지 대신에 문헌연구에 기초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수정델파이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을 적용했다. Murry
& Hammons(1995)에 따르면 이는 처음부터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델파이기법으로
여론 수렴을 명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1차 혹은 2차 조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용익, 1997: 26 재인용).
먼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교육전문가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및 현장경험, 참가자의
성실한 답변가능성 정도, 그리고 적절한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교 근무경험이 많은 교
육현장전문가들로 구성했고, 1차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엄격히 분석하여 2차 설문지를 구성
했다.
타당도 확보를 위해 첫째, 1차 질문지의 서두 부분에 역량개념과 그에 대한 실제 예를 제시
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역량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했
다. 둘째,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통한 설문 문항의 안정도 평가이다.
설문문항의 안정도란 개별 항목에 있어서 응답자들간의 동의 밀집정도를 말한다. 변이계수
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이다. 이렇게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면, 평균의 변화
에 영향을 받지 않은 실질적인 차이를 구할 수 있다1). 셋째, 2차 질문지에 1차 질문지의 결
과와 자신의 1차 반응결과를 제함으로써,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 변이계수가 0< C.V. ≤0.50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 0.5< C.V. ≤0.8의 범위 내에 있으면 비
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C.V.>0.8의 범위 내에 있
으면 안정적이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하다.

1. 1차 질문지 조사 및 결과
가. 질문지 구성 및 결과분석
1차 질문지는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된 44개의 역량관련 행동들을 중심으로 담임교사의 3대
직무인 교과지도영역, 학급경영영역, 그리고 교무실 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역량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제시와 함께 응
답방법을 안내했다. 질문지 분석은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최빈값, 그리고 변이계수를
산출, 제시했다. 분석결과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표 2> 교과지도 직무관련 분석 결과표
번호

주요통계치

행동내용

M

SD

C.V

최빈치

1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

4.03

0.63

0.16

4

2

교과담당교사간의 의견을 자주 교환함

3.03

0.57

0.19

3

3

담당교과 대학원을 졸업(수료)함

4.75

0.41

0.09

4

4

수업 중 피드백(추가설명) 자주 제공함

4.07

0.53

0.13

4

5

진단평가를 실시함

4.10

0.56

0.13

4

6

수업시간을 철저히 준수(보강, 50분 수업)함

4.07

0.46

0.11

4

7

교사연구대회/수업발표대회에 입선한 경험이 많음

2.21

0.41

0.18

2

8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려한 수업을 전개 함

4.14

0.59

0.14

4

9

수업집중을 위한 유머 사용을 자주 함

3.07

0.60

0.19

3

10

수업기자재(컴퓨터, O.H.P. 등)를 자주 사용함

3.17

0.54

0.17

3

11

학습목표를 분명히 제시함

4.82

0.39

0.08

5

12

칠판사용을 체계적(구조화)으로 함

4.10

0.56

0.13

4

13

수업 중 이상행동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

4.14

0.44

0.10

4

14

학급간 성적분포가 고름

4.78

0.41

0.08

5

15

수업내용 설명의 명료함

4.85

0.35

0.07

5

16

교사중심(강의법, 유의미학습법)의 수업 전개함

4.82

0.39

0.08

5

17

학생중심(토론식, 탐구식)의 수업을 전개함

2.25

0.44

0.19

2

18

담당교과에 연수에 자주 참가함

4.03

0.50

0.12

4

19

인근교과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지식 소유함

4.82

0.39

0.08

5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수업내용 설명의 명료(M=4.85)', ‘학습목표를 분명히 제시
(M=4.82)', ‘교사중심의 수업 전개(M=4.82)', ‘담당교과의 인근교과목에 대한 풍부한 지식
소유(M=4.82)', ‘학급간 성적분포가 고름(M=4.78)' 등이 높게 나왔다. 변이계수 역시 0.0
7～0.08로 나타나 추가적 질문이 필요 없다.
평균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는

‘교사연구대회나

수업발표대회에

입선한

경험이

많음

(M=2.21)',

‘학생중심의

수업을

전개(M=2.25)',

‘교과담당교사간의

의견을

자주

교환

(M=3.03)', ‘수업집중을 위한 유머 사용을 자주 함(M=3.07)', ‘수업기자재를 자주 사용함
(M=3.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변이계수에 있어서도 0.18, 0.19, 0.19 등으로 나타나
역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 필요 없다.
<표 3> 학급경영 직무관련 분석결과표
번호

행동내용

주요통계치
M

SD

C.V.

최빈치

20

조․종례를 반드시 하고 지도 역시 잘 함

4.82

0.39

0.08

5

21

학급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잘 처리함

4.00

0.54

0.13

4

22

출결(결석, 지각, 조퇴)지도를 잘 함

4.07

0.46

0.11

4

23

허용적․학생중심적인 학급운영 함

2.14

0.35

0.16

2

24

자율학습시간에 임장지도를 잘 함

4.82

0.39

0.08

5

25

통제적․교사중심적 학급운영을 함

4.14

0.59

0.14

4

26

학생상담을 자주 함

4.03

0.57

0.14

4

27

학급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함

4.03

0.57

0.14

4

28

교실 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를 잘 함

3.07

0.53

0.17

3

29

학생의 개인별 특성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잘 파악함

4.85

0.35

0.07

5

30

타 학급보다 면학분위기가 좋음

4.07

0.60

0.14

4

31

학급 내 질서유지(인사, 복장, 두발, 싸움, 분실 사고 등
이 없음)를 잘 함

4.03

0.57

0.14

4

32

각종 행사에 있어서 사제동행의 생활화

4.03

0.63

0.15

4

33

학급원들의 각종 납입금 납부 실적이 좋음

4.00

0.54

0.13

4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보면 ‘허용적․학생중심적인 학급운영을 함(M=2.14)', ‘교실 내 시
설물 관리 및 유지를 잘 함(M=3.07)'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 대한 평균점이 4.00을 넘
었다. 특히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잘 파악함(M=4.85)', ‘자율학습시간
에 임장지도를 자주 함(M=4.82)', ‘조․종례를 반드시 하고 지도 역시 잘 함(M=4.82)' 등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경우 변이계수도 각각 0.07, 0.08, 0.08로 나타나 추가적
인 질문이 필요 없는 상태이다.

<표 4> 교무실생활 직무관련 분석결과표

주요통계치
번호

행동내용
M

SD

C.V.

최빈치

34

학년단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대로 이해함

4.14

0.59

0.14

4

35

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함

4.10

0.49

0.12

4

36

컴퓨터 활용능력이 탁월함

3.85

0.52

0.13

4

37

팀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함

4.10

0.56

0.13

4

38

후배교사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

3.10

0.49

0.16

3

39

학교자체 교직원연수(행사)에 적극 참여함

4.07

0.46

0.11

4

40

성실성이 돋보임

4.14

0.52

0.12

4

41

소유한 교육정보 및 학습자료를 잘 공개함

3.00

0.54

0.18

3

42

담당한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함

4.03

0.50

0.12

4

43

근면성이 돋보임

4.07

0.46

0.11

4

44

학년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함

3.14

0.52

0.16

3

두드러진 평균값을 보이는 문항을 보면 ‘성실성(M=4.14)', ‘학년단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
대로 이해함(M=4.14)', ‘팀웍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함(M=4.10)', ‘근면성(M=4.07)', ‘각
종 연수에 참여함(M=4.07)' 등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정보에 대해
공유(M=3.00)', ‘후배교사 육성에 대해 관심이 높음(M=3.10)', ‘학년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함(M=3.14)', ‘컴퓨터 활용능력이 탁월함(M=3.85)' 등에 대해서는 낮게 나왔다. 모
든 문항은 변이계수에 있어서 0.11～0.18로 나타나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 없는 상태이다.

나. 전문위원들의 의견 및 2차 질문지 반영
질문지 분석결과, 학급경영직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포함한 제 장부관리와 관련
된 행동을 잘 함’을 17명의 전문위원들이 추가 요구를 했다. 그 외 일부 문장의 불명확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완했다. 이들 내용들에 대해서는 2차 질문지 구성 때
반영했다.

2. 2차 질문지 조사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 결과 중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한 문항 중 중복 내용을
통합정리, 그리고 ‘NEIS를 포함한 제 장부기록 및 관리 행동’항목을 추가하여 총 33개의 문
항으로 구성하여 자문위원들의 동의정도를 거듭하여 수렴했다. 2차 질문지에는 지난 1차 설
문조사 결과를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전문위원 자신의 1차 반응결과를 제시함으로
써 다른 전문위원들과의 의견차이를 비교를 토대로 2차 질문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
차 질문지의 경우 그 내용이 제시된 영역과 거리가 먼 경우 가장 적절한 영역으로 재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최초 교과직무의 수업시간을 철저 준수가 교무실생활직무로 이
동하는 등 일부 문항이 이동했다. 담임교사의 3대 직무별 2차 질문지 분석결과는 각각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5> 교과지도 직무관련 분석결과표
번호

주요통계치

행동내용

M

SD

C.V.

최빈치

1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투자

4.21

0.41

0.09

4

2

수업 중 피드백(추가설명) 자주 제공

3.85

0.35

0.09

4

3

학생들 현 수준파악을 위해 진단평가 실시

4.28

0.46

0.10

4

4

수업시간(보강 및 수업시간 50분)을 철저 준수

4.07

0.46

0.11

4

5

수능을 고려한(수능형태를 반영한) 수업 운영

4.10

0.56

0.13

4

6

학습목표를 분명히 제시

4.82

0.39

0.08

5

7

칠판사용을 체계적(구조화)으로 함

4.07

0.46

0.11

4

8

수업 중 이상행동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4.14

0.59

0.14

4

9

학급간 성적분포가 고름

3.82

0.39

0.10

4

10

수업내용 설명이 명료함

4.07

0.53

0.13

4

11

교사중심(강의법, 유의미학습법)의 수업 전개

3.78

0.49

0.13

4

12

담당교과관련 연수 자주 참가

4.39

0.49

0.11

4

13

인근교과목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지식 소유

4.14

0.44

0.10

4

교과지도 직무의 경우 ‘학급간 성적분포가 고름(M=3.82)', ‘교사중심(강의법, 유의미학습법)
의 수업 전개(M=3.78)'과 ‘수업 중 피드백 자주 제공(M=3.85)' 둘 만이 4.0이하를 보였고
나머지 모두가 4.0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특히 ‘학습목표를 분명히 제시(M=4.82)', ‘담
당교과관련

연수

자주

참가(M=4.39)',

‘학생들

현

수준파악을

위해

진단평가

(M=4.28)',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투자(M=4.21)'등에 있어서는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6> 학급경영 직무관련 분석결과표

실시

번호

주요통계치

행동내용

M

SD

C.V.

최빈치

14

조․종례를 반드시 하고 지도 역시 잘 함

4.78

0.41

0.08

5

15

학급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잘 파악함

4.46

0.50

0.11

4

16

학급원들의 출결(결석, 지각, 조퇴)지도를 잘 함

4.03

0.58

0.15

4

17

자율학습시간에 임장지도를 잘 함

4.10

0.62

0.15

4

18

학생을 통제하는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학급운영

3.96

0.50

0.12

4

19

학생상담을 자주 함

4.03

0.50

0.12

4

20

학급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함

4.07

0.53

0.13

4

21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 가정환경 등에 대해 잘 파악함

4.03

0.52

0.13

4

22

타 학급보다 면학분위기가 좋음

4.10

0.56

0.13

4

4.03

0.50

0.12

4

23

학급 내 질서유지(인사, 복장, 두발, 싸움, 분실 사고
등이 없음)를 잘 함

24

각종 행사에 있어서 사제동행의 생활화

4.07

0.46

0.11

4

25

각종 학생납입금 납부 실적이 좋음

4.00

0.54

0.13

4

학급경영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학급운영
(M=3.96)'에 있어서만 4.0 이하의 평균점수를 보였을 뿐 나머지 11개 문항의 경우 모두
4.0이상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특히 ‘조․종례를 반드시 하고 지도 역시 잘 함(M=4.78)', ‘학
급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을

잘

파악함(M=4.46)',

‘자율학습시간에

임장지도를

잘

함

(M=4.10)', ‘타 학급보다 면학분위기가 좋음(M=4.10)'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평균점수
를 보였다.
<표 7> 교무실생활 직무관련 분석결과표
번호

행동내용

주요통계치
M

SD

C.V.

최빈치

26

학년단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대로 이해함

4.03

0.57

0.14

4

27

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함

4.14

0.59

0.14

4

28

학교자체 교직원연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함

4.07

0.46

0.11

4

29

담임단의 팀웍에 신경씀

4.21

0.49

0.11

4

30

성실성(핑계, 변명, 거짓말, 책임전가 등이 없음)

4.07

0.60

0.14

4

31

담당직무를 명확히 기일을 엄수하여 처리함

4.07

0.53

0.13

4

32

근면성(무단지각, 결근, 조퇴가 없다)

3.82

0.39

0.10

4

33

NEIS를 포함한 제 장부기록 및 관리를 잘함

3.60

0.49

0.13

4

교무실생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두 영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근면성(M=3.82)'과 ’NEIS를 포함한 제 장부기록 및 관리를 잘함(M=3.60)' 등이 낮은
점수를 보였고, ‘담임단의 팀웍에 신경씀(M=4.21)', ‘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함

(M=4.14)' 등이 다소 높게 나왔다.
44개의 교사역량 관련행동으로 구성된 1차 질문지 결과분석을 토대로 33개의 교사역량 관
련행동으로 구성된 2차 질문지 분석결과 중 평균점이 4.0이상인 행동들을 중심으로 최종적
으로 27개의 교사역량 행동지표를 도출했다. 이를 Spencer & Spencer(1993)의 역량사전
과 연구자와 동료교사의 도움을 얻어 관련 행동끼리 묶어서 <표 8>과 같이 잠정적인 일반
계

고등학교

교사역량으로

정리했다.

각

역량에

대한

정의

역시

Spencer

&

Spencer(1993)의 역량사전을 기초하여 연구자와 교육학석사인 3명의 동료교사들과 협의
하에 정의했다.

<표 8> 잠정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역량모델

우수한 교사의 특성

역량명

역량정의

담당교과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담당
교과내용 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의 인근 교과목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전문성 러한 지식을 확장하고, 활용하며,
을 소유하고 있다/담당교과관련 연수에
(3)
파시키려는 동기까지 포함한 제반
자주 참가한다.
력

역량군
지
그
전
능

학생들 현 수준파악을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학습목표를 필히 제시한다/칠판
사용을 체계적(구조화)으로 한다/내용 설 교수기술 학생의 수업집중과 학습성취도 향상
명이 명료하다/수능을 고려한 수업을 전 전문성 에 기여하는 제반 수업활동관련 기술
개했다/수업 중 이상 행동들을 효과적으
(6)
로 통제했다.

교과지도
역량

학생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학생
학생에 대한 차별행동이 없다/학생상담 학생육성 들을 지도하거나 키워 주고자 하는
을 자주 했다/학급원들의 출결지도를 잘
(4)
의도로 효과적인 지시, 대인이해, 영
했다/조․종례를 필히 하고 잘 운영했다.
향력, 그리고 팀웍과 협력 등을 포함
하는 행동
학생지도와 교과지도 관련된 다양한
학급원 개인별 특성, 가정환경 등에 대
정보관리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 학급경영
해 잘 파악했다/학급의 요구와 불만을 잘
(2)
역량
고 관리하는 능력
파악했다
학급조직 내 질서유지를 잘 했다/사제동
효과적 학급관리를 위한 질서유지
행을 생활화했다/타 학급보다 면학분위기
조직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리더로서
를 좋게 형성했다/자율학습시간에 반드시
(5)
의 담임교사 행동
임장지도를 했다/ 학급조직원들의 각종
납부금 실적이 좋다.
학년단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대로 이
해했다/동료교사들과의 인간관계 원만했
다/담임단의 팀웍에 신경을 썼다/교직원
연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조직원
과 협력하여,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려는 진지한 태도, 동기 그리고 교무실
생활
행동
역량
성실성이 돋보였다/수업시간을 철저히 기본직무 교사직무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태
준수했다/담당직무를 정확히 수행했다.
태도(3) 도
팀웍
(4)

정리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성과 담임교사란 교사의 3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교과내용
전문성, 교수기술전문성, 학생육성, 정보관리, 학급관리, 팀웍, 그리고 기본직무태도 등에 있
어서 동료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탁월한 교사라 할 수 있다. 이들 교사역량 하위요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교사직무수행에 필요한 통과수준의 정도가 탁월하게 잘하는 교사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이는 곧 평범한 교사와 우수한
교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먼저 오늘날 학교현장의 고성과 교사를 규정하고, 문헌연구와 교육현장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델파이기법 운용을 통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역량을 탐구했다. 일반계 고등학
교에 있어서 고성과 교사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탁월한 교과지도와 학생의 원만한 학급생
활 지원에 따른 학급경영직무, 그리고 교사의 원만한 교무실생활을 통해 ‘학교조직의 성과

에 기여정도가 타 교사보다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는 교사‘로 규정하고 이들 고성과 교사들
이 갖고 있는 차별적인 특성인 역량을 탐구했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추출된 교사역량관련 행동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28명의 교
육현장전문가들 대상으로 델파이기법 운용을 통해 우수교사들이 각 직무 영역별로 실천하는
두드러진 행동,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탐구했다. 이들 교육현장전문가들은 모두가 일반계
고등학교 근무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사근무평가자인 교감을 역임한 경험을 갖고
있다.
연구결과 우수교사들이 3대 직무수행에 있어서 보인 역량들은 교과내용 전문성(3개의 하위
행동지표로 구성), 교수기술 전문성(6), 학생육성(4), 정보관리(2), 학급관리(5), 팀웍(4), 그
리고 기본직무태도(4) 등을 확인했다.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잠정적인 교사역량모델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단위학교의 고유한 상황과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써 다음과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역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성과의 핵심 인적자원인 교사개발에의 활용이다. 먼저 확인된 역량에 대해 교사
개개인이 현재 보유 및 실천정도에 따라 보통교사와 우수교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보통교사, 다시 말해 평균적인 성과를 보인 교사를 보다 우수한 교사로 육성하는데 요구
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많은 경우 무엇부터, 어느 수준까지 연수를 시켜야할 것
인지, 또는 반대로 어떤 교사연수 및 훈련을 지양해야할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곱함으로써 개발의 필요성 정도 산출은 대표적인 활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단위학교별 효과적인 교무분장 편성에의 활용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편적으
로 3학년 담임단 편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이들 교사역량보유정도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급경영역량이 다소 부족한 교사는
담임직무보다는 일반부서의 계원으로 배치, 활용하는 것이 단위학교의 성과를 높이는 데 효
과적일 것이다.
셋째, 국가 혹은 도교육청차원에서 교사평가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는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교사근무성적평정체제가 갖고
있는 평가내용의 타당성, 객관성, 그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과 평가자의 주관 개입과 같은
문제점 지적(한국교육개발원, 2004; 박종필, 2002; 전제상 2001; 박영숙, 1992)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교사역량들은 새로운 교사평가척도개발에 있어서 하나의 정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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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condary school homeroom teachers' competences
Seok Ju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etence of teachers. This study
is divided into two part. Part one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competence model to identify the teachers' competence and to extract the general
high school teachers’ competences list. Part two was validated the list of selected
competences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with a 28 of education expert. The
structured questionari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agreement and current
level among the selected teachers' competence by M, SD, frequency, and coefficient
of variation(C.V.).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teacher competence resulted from literature review are as
follows: Teachers' competence is a relative differentiating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of individual which distinguishes a superior teacher from an average
teacher.
Second, the major domains of a teachers' competences results from a literature
review

and

Delphi

ability(3sub-behavioral
class

students(4),

technique
indicators),
information

which

are

as

instructional

follows:
professional

management(2),

teamwork(4), and basic job attitude(3).
Key words : HRD, competence, teachers' competences

subject
skill(6),

organization

professional
developing

management(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