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선발 및 경력 단계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이선영(경인교대)

＜ 요약 ＞
초등교사 전문성의 바탕이자 핵심 개념으로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정의하
고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의 요소로 교과수업운영 능력, 학급운영 및 지도 능력, 행
정업무 수행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 요소를 바탕으로 초등임용고시에서 초등교사
의 국어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려 했는지 점검하고 미국 전문교사 기준을 위한 국가
위원회(NBPTS)의 자격시험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경력 단계에 있는 초등교사의 국
어능력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3학년도부터 바뀐 초등임용시험을 분석한 결과 문항의 형식면에서 국어능
력 관련 요소를 다채롭게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나 문항의 내용면에서는 교육과정
암기식 평가를 탈피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능률적이고 반성적인 실천가
로서 교사의 경력 개발을 위해 NBPTS에서 실시하는 교사와 학생의 실제 상호작용
에 근거한 성찰 및 문제 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교사의 전문성 및 국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대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신장
을 위해서 선발 단계의 일회적 평가를 지양하고 양성·선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국어능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교사의 지속적 경력개발 차원에서 국어능
력 평가 기준 및 향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초등교사, 국어능력, 초등 임용고시, 미국 전문교사기준국가위원회
(NB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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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1.1 개념
생활의 온갖 영역1)에 영향을 미치지만 당연시 여겨져 왔던 국어능력이
새삼 조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갈수록 복잡해지는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이해와 표현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이형래(2007)는 국어사용 능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직장과
학업 수행 시, 학생, 교육 및 연구 관련직 종사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이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어

1)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4:12,15)에서는‘국어과교육은 언어교육으로서 생활현장의 온갖
영역에서 언어사용능력과 언어사용 태도와 언어사용 기술을 몸에 지니도록 학습을 영위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①실용적인 면에서 언어
기능교육이 될 것이고, ②이상적인 면에서 우리의 문학과 문화의 교육이 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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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국어능력은 공통적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박미영, 2014:51
재인용).
김종철 외(2013)는 전국에 분포한 20세~59세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
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항으로 국어능력을 평가한 결과 우수가
11.9%(347명), 보통이 33.4%(975명), 기초가 45.9%(1338명), 기초 미달이
8.8%(256명)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국민은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매우
저조하여 국민의 2/3 정도가 기초 이하의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국어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국어능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능력 신장에 대한 실질적 요구가
국민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국어능력
의 저조한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초등교사의 국어
능력’에 주목하고,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국어능력은 매우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능력으로 인식이 됨과 동시에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과 수준을 고찰하여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적이다.
국어교육학의 목표이자 내용이 되는 국어능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림 1>과 같은 측면에서 국어능력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국어능력의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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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은 언어능력과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언어의 영
향으로 형성되는 자아정체성,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강조한다면
국어능력은 인간의 존재 양식의 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
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 덕분에 국어능력은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보다 복
합적으로 구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직무적 측면에서의 국어능력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으로부
터의 요구로서 이해할 수 있다. 윤준채(2014:115)는 국민들의 직무와 관련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토대로서 여러 직업군의 국어 생활 및 국어 능력에
대한 연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민병곤(2013)에서도 표현
교육의 확장을 검토하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국어능력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집단의
국어사용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등 교사 역시 전문 직업군에 속하며 초등교사의
직업적 환경 및 특성이 직무와 관련한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적 측면에서의 국어능력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국어 교과의 목표2)
를 지향점으로 하여 개인의 생애주기적 단계에 따라 잠재적, 의도적인 환경
을 통해 형성되어 가는 국어능력을 의미한다. 신헌재(2000:10)에서는 초등학
생의 신체적, 환경적 특성과 그에 따른 발달 수준의 양상을 세심히 살펴 지도
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점이 학습자의 특성이나 발달 단계에
주목한 국어능력이다. 주로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국어능력은 국어활동, 국
어, 문학을 포함하고 지식, 기능, 태도를 아우르면서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
화 창조까지 나아간 개념이다.
평가적 측면에서의 국어능력은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언어 능력 시험,
설문조사와 같은 실재를 지니고 있으며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개
2) ‘국어’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
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
다. - 국어과 교육과정(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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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혹은 집단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박종훈(2010)
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측정하는 언어 능력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
로 나누어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논하였는데 이는
평가적 측면에서 요구에 따라 국어능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능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결과는 다른 측면
의 국어능력에 환류되어 국어능력을 개선하는 방향을 견인할 수 있다.
구영산(2013:350)에서 ‘국어능력이 각각의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활동 및 개별 언어활동 주체의 성격에 따라 유동적으로 규정’된다고 밝혔
듯이, 국어능력은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되어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지만 결국에는 개인 혹은 집단의 총체적 능력으로 발현될 수 있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의 요소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지만 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초등 국어 교사의 자질, 교사의 국어능력에 대해서는 <표 1>과 같은
선행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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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제시된‘국어교사의 전문성’의 요소를 살펴보아도 ‘일반적인 교사
의 전문성 + 국어 교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명완(2003)의 ‘학생에 대한 이해, 수업에 대한 지식과 기능, 평가에 대한
지식과 기능, 최신 연구 논문의 이해 능력과 현장 연구 수행 능력’은 교사로서
의 전문성의 요소로 해당하며,‘국어 교과에 대한 바른 이해, 국어 교과의 지도
내용에 대한 이해, 국어 교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국어 교과의 특수성을
언급한 것이다.
‘초등 국어교사의 자질’역시 국어 교과나 활동에 대해 염두에 두기는 하지
만 범교과적인 초등교사의 전문성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윤여탁 외
(2012)에서 밝힌 교사의 국어능력의 요소(수업 능력, 공문 등 문서 작성 능
력, 동료 교사 및 학생과의 대화 능력, 교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를 살펴보면 교사 전문성3)의 바탕이 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민수·부재율(2013)은 수업 전문성의 요소로 내용 지식, 학생 이해, 수업
설계, 환경 조성, 학급 운영, 수업 실행, 수업 전략, 학생 지도, 학습 활동을
제시하여 타당도를 밝혔고 배재성(2014)은 중등 국어과 교사들이 이수한 교
과교육론 강의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이론 및 지식보다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이 교사·학생의 언어활동에 기반
을 둔 교사 전문성의 바탕이자 핵심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초등교사의 사회적 관계 양상에 따른 국어 관련 직무 활동을 나열
하고 관련된 국어 능력 요소를 범주화하여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3) 윤정일·신효정(2006)에서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교사 전문성의 구성
요소를 ‘교과 수업 역량’, ‘담임 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 역량’, ‘특별활동 역량’, ‘담당업무 수행
역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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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의 요소

1.2 목적 및 중요성
초등교사 전문성의 바탕이자 핵심 개념으로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정
의하게 되면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의 목적 및 중요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은 특정 직업군의 직무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일차적으로는 초등교사 개개인의 국어능력을 의미하지만 해당 직업군 전체
나아가 국가의 능력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교사의 국어능력은 교육이라
는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언어능력을 말하며 교사라는 직업에 요구
되는 과제와 상황에 따른 전문적 언어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의 언어능력 발달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
으로 한 국어능력 신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은

62

한국초등국어교육 제56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활동으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의사소통적 특성을 보인다. 교사의 국어능력은 대상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유·초등, 중등, 대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초등교사는 초기
문자 지도뿐 아니라 기초 문식성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학생들의
언어발달 단계와 수준을 고려해 의사소통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자
료 및 교육 내용은 중등 이후에 비하여 쉬운 편이기 때문에 국어과 관련 내용
지식에 있어 부담이 덜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휘, 문장, 글, 담화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 내용을 쉽게 풀어 전달해
야하기 때문에 매개자로서의 초등교사가 느끼는 국어능력의 부담은 다른 교
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셋째,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은 국어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교과적
인 특성을 보인다. 중등 이후에는 개별 교과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
에 국어과 교사와 타교과 교사의 국어능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은 달리 나타
난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경우 모든 교과를 아울러 가르치기 때문에 국어과
적 전문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통합적 관점에서 국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국어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교과적 독자성과 교육적 보편성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4) 초등 국어교육에서는 초기 문식성 지도라는 점에서 교과적
독자성이 강조되는 동시에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면에
서는 교육적 보편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수업의
대상인 초등학생의 국어능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초등 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관계 설정은 다소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초등교사의
4) 최현섭 외(1995:32)은 하나의 교과가 학교 교육의 전체 틀 속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는 어느 한 교과는 다른 교과와 구별
되는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교과적 독자성’ 요건이고, 둘째는 개별
교과의 설정이 교육이라는 전체의 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적 보편성’ 요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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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제의 원인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의 목적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은 교사 본인에게
는 경력 개발 및 수업 전문성 신장의 방법으로 기능하며 이는 초등교사라는
직업군의 언어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모델로서
의 초등교사의 영향력은 초등학생의 국어능력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기초 문식성 교육으로서 초등 국어 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고려한다면 학생들
의 학업 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교사의 질’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학교 변수라는 점(OECD,2007)에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은 당면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과 수업 역량 외
에 학급에서 교사와 와 학생이 집단 혹은 일대 일로 상호작용하는 언어활동
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흔히 교사의 전문성으로 교과 수업 역량
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표 2>를 보면 학생, 학부모가 생각하는 교사
전문성의 1순위는 담임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 역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지나치게 실력이나 교과 성적 위주로 평가되는
것의 부작용으로 학생 인성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로 인한 폐해와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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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의 중요
요소로 학생,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할 수 있다.
<표 2> 교사 전문성 그룹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윤정일·신효정, 2006:91 표 인용)

2.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평가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은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1장에서 논의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요소를 바탕으로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본고는 <그림 1>에서 제시한 국어능력의 평가적 측면이 국어능력의 다른 측
면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교사의 자격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초등임용
고시에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영하려 했는지를 점검
한다.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초등교육에 있어서의 국어능력 평가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전국교사 기준을 위한 국가위
원회(NBPTS: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의 자격시험
에 대한 소개를 통해 선발 이후 경력 단계의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평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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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등임용고시의 국어능력 평가
시험의 형식과 내용은 교육 목표와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면서 실제로
는 교육 현장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초등 임용 시험은 1991년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체제의 변화를 거쳤는데
최근의 변화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초등교사 임용시험 체제 변화
2009~2012학년도 체제

2013~현재 체제

1차

- 교육학(20) 교직논술 1문항
- 교육학(20) 6지 선다형 40문항
- 전공과목(80) 서답형
- 전공과목(80) 6지 선다형 40문항
(대문항 22개, 소문항 40~50개)

2차

- 교직논술(20) 1문항
- 교육과정(80) 10문항

3차

-

선발
기준

- 1차+2차+3차 종합(2009~2011년)
- 2차+3차 종합(2012년)

-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교과)
영어 면접 및 수업 실연5)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교과)
영어 면접 및 수업 실연
- 1차+2차 종합

2013학년도부터 바뀐 초등임용시험 체제의 변화의 방향은 전형 절차의 간
소화, 교육학 분야의 수험생 학습 부담 경감, 객관식 평가 방식의 지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3차 전형에서 2차 전형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수험생의
준비 부담뿐 아니라 출제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영어 면접 및 수업 실연은 국어 능력과 관련하여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언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교실 의사소통 상황의 분석 및 대응에서는 국어 능력과 비슷하게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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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에 지엽적인 문항 출제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지적을 받던 ‘교육
학’이 폐지되고 ‘교직 논술’로 대체되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면서
2차에 존재했던 교직논술과의 중복성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1차 전공
과목의 경우 기존 선다형으로 출제되던 것을 단답형이나 간단한 서술형이기
는 하나 서답형으로 대체하여 심화된 전공지식의 이해와 교육의 실제성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능력 측면에서도 객관식 평가 방식에서 서답형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
험생의 고차원적 사고방식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논술, 면접, 수업 실연 등의 과정이 국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실제 수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
다. 다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응시하게 되는 수험 상황에서
어떻게 2차 과정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
인다.

2.1.1 전공과목별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A, B로 나누어 진행되는 전공과목 시험은 대문항 22개,
소문항 40~50개로 소문항 하나당 1~2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문항 하나당 2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문항을 읽고 답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지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적용 능력을 파악하
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대신 여러 전공 영역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전공과목 시험 자체가 읽고 쓰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적인 국어능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1장의 <그림 2>에서 제시한 국어능력의
6) 교과 지식에 대한 평가 문항은 명제적 지식 등의 기초적 지식 중심의 문항을 지양해야 한다.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하다. 국어교사에게 필요
한 능력은 암기능력이 아니라 적용능력이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최미숙, 200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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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비추어보면 주로 ‘교과 수업 운영 능력’에 해당하는 국어능력을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을 평가
해야 하는 전공과목 시험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국어능력과 직접 관계가 있는 국어과를 제외하고 ‘교과 수업 운영 능력’을
각 교과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문항의 형식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인 교사, 학습자, 교육 내용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또한 교실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의 수업 의도와 과정
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학생들의 토의·토론 과정,
수업일지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수업 평가, 동료 교사의 수업 평가, 동료 및
상사와의 교육과정 협의 등의 상황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 교육과정 문항은 수업의 개요를 제시한 후 해당 교수·학
습 모형이나 지도 방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문항이 많다. 하
지만 객관식 문항이 아닌 서답형 문항의 형식을 취하면서 보다 다채롭게 이
를 수업 의사소통과 관련지어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학년도 과학 문항8)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업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학습 목표, 내용, 대상, 활동 등에 대해서 안내한 다음,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탐구 학습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민수와
은하의 대화를 관찰하고 김교사가 학생들의 탐구 기능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구상한 문항은 실제적인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목표에 따른 즉각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 운영 능력을 적절히 평
가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작성한 수업 일지, 수업을 참관한 예비 교사들의 수업 평가
7) 문항의 내용 즉, 각 교과교육의 지식의 구조나 깊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각 교과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적 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본고의 분석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현행 시험 체제에서는 시험 시간이나 문항 수를 조절하지 않고
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나 설계 및 운용 능력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분량 관계상 문항의 발문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가)는 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의 개요이
고, (나)는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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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장면 등을 문항의 형식에 도입하여 개별 수업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수업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자로서의 교사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
록 하였다. 2013학년도 실과 문항에서는 단원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려는
교사의 의도, 이에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 그리고 모둠별 활동 내용과 방법
결정 등의 과정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
도 영어 문항에서는 수업을 참관한 예비교사들이 관찰한 수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교사나 학생의 활동 및 수업 모형에서의 단계적 진행, 교육과정과
의 연계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은 비록 평가를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교수·학습 장면이기는 하지만 수업 전이나 후에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동료 교사들과 연구하며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문항의 형식적인 면에서 도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3학년도 실과 문항

2014학년도 영어 문항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 제시를 위해‘스토리텔링’교수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2014학년도 수학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교과에서‘스토리텔링’을 수업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말이나 글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고 이해되는 방식은 교사의 국어능력과 밀접하게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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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과제의 제시
방식과 활동의 안내와 관찰 그리고 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야기
를 전개하고 그 효과를 조정하는지는 교과수업 운영 능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문항의 의도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교수·학습 방법
에 따른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항의 주요
형식에서 학습자를 고려한 내용 제시 방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는 교과 수업 운영에 해당하기보다는 총론에 대
한 이해와 행정업무 수행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단위 학교의 자치
활동이 강조되면서 교무회의나 각종 소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문항
에서는 교감, 교사의 업무 협의 장면을 상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동료
교사 및 상사와의 의사소통 능력’도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의 한 요소이며 학
교 구성원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화법 및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2014학년도 수학 문항

201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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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문항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대화의 규칙마저 어기고 있다. 즉, 대화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문항의 의도는 이와는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암기하여 해당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1.2 교직 논술·심층 면접
교직 논술은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국어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 <표 4>의 배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인 논술의 내용적, 형식적
조건인 논술의 체계가 10점, 문항의 내용을 파악하여 조건에 맞도록 서술하
는 내용 점수가 10점으로 되어 있다. 맞춤법이나 원고지 작성법 등은 기본적
인 사항으로 인식되지만 교직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번의 반복 연습을 통해 형식적인 논술문 작성법을 익히고 국어 규범과 관련
한 문법 사항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60분 안에 1,200자
를 작성해야 하며 주어진 분량 안에서 글의 전체 구성에 있어서의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주어진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하기 때문
에 고난도의 종합적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표 4> 임용 1차 교직 논술 배점
2013학년도 교직 논술 배점

2014학년도 교직 논술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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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의 체계가 쓰기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논술의 내용은 교육학
적 지식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교실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으로 볼 수 있다.
2014학년도 문항을 살펴보면 과학과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학생과 교사의
수업 장면 전사본을 통해 교사의 수업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문항의 조건이 설계되어 있다. 이는 수업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 상황으로 특히 다인수 학급에서 특수
한 요구를 지닌 개별 학습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 문항은 <그림 2>에서 제시한 ‘교과 수업 운영 능력’ 중에서 ‘교과 수업에
대한 성찰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에 해당하며 교실의 상호작용 맥락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문항에 제시된 교사와 학생의 순차적인 이야기의
패턴을 통해 교사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가 보이는 맥
락적 단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014학년도 교직 논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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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논술 문항은 동일한 문항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지만 심층 면접
의 경우에는 면접관들과의 직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상당히 유동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실제 진행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문항이 비공개로 관리되
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여 분석에 한계점이 있다. 대신 운영
방식과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의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개략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추론을 하였다.
심층 면접 역시 교직 논술과 마찬가지로 화법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
에 국어능력과 매우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 순발력있게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긴장이나 불안감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역시 말하기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되며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감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심층 면접은 수업 실연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배점이 크다. 심층 면접의 목적은 교과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교직
적성이나 소양과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기 때문에 국어능력의 요소 중에서는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능력’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 임용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시험 과목

배점

문항 수

시험 시간

비고

심층 면접

30~40점

구상형 1문항
즉답형 2~3문항

10분

구상 10분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10~20점

1문항

60분

수업 실연

30~40점

1문항

15분

구상 15분

영어 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

15~20점

3문항 내외

10분

구상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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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접의 진행 과정의 개략적인 모습은 아래 응시자의 면담내용을 통해
서 추론할 수 있다.
“심층 면접은 교직 적성이나 교직관, 교사로서의 인격, 인성, 상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00기출 문제집을 사서 공부했는데 사실 공부하
면서도 막연한 감이 있죠. 주변에는 교육 관련 신문이나 잡지가 도움이 된다
고 하더라고요. 시험 당일에는 면접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 있는 책상
에서 구상형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한 뒤에 들어갔어요. 구상형 문제는 5분,
즉답형 2문제는 5분 정도 대답했던 것 같아요.몇 분 남았다고 표시해 주고요.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자신있게 말한다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2013학년도 심층 면접 응시자

구상형 문제의 경우에는 약간의 준비 시간 이후에 대답을 하고, 즉답형
문제는 즉석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는데 응시자는 사전 준비, 시간 조절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문항과 관련한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심층면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등교사로서의 직업에 대한 열정, 학생
에 대한 이해와 사랑,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을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문항 개발과 인터뷰 방식이 요
구된다.9)

2.1.3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과 수업 실연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의 일과이
며 교수·학습의 주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능력에 있어서도 ‘교과
수업 운영 능력’의 주요 실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정안과 수업 실연은
대본에 따른 연기처럼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과정안 작성
과 수업 실연이 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9) Clemont(2013)는 신규 교사 채용 시의 인터뷰 기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체계
적인 질문 계획, 경험에 기반한 질문, 객관적 평가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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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시험 상황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작용하겠지만 면담 자료를
통해서는 실제 수업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시험 준비용 실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교직논술처럼 약간의 시간싸움 같은 거라서 60분
시험이면 45분 안에 작성하도록 사전에 연습을 했어요. 우리들끼리는 만능
지도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입이나 정리단계는 비슷하니까 거의 기본
양식으로 기억해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 발문을 뭘로 할지, 문제에
나온 요소들을 빠짐없이 챙겼는지를 점검하며 작성하고 수정했어요. 참, 시
간을 작성하지 않아서 떨어진 아이도 있는데 모든 요소는 다 기록해야 후회
가 없어요.” -2014학년도 심층 면접 응시자

“수업 실연은 되도록 다양한 과목으로 모의 연습을 해보았는데 영상 녹화
하고 친구들과 같이 분석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시험날 보니 대기실,
구상실, 수업실 3개의 교실이 있었고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진행했어요. 수업
실에는 아동의 책상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제로 아동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연
을 하는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넓게넓게 써야한다고 해서 연극하는 것처럼
동작도 최대한 크고 목소리도 밝게 했어요. 수업에 사용할 발문, 학급 약속,
모둠 이름이나 발표 학생 이름, 칭찬할 내용 등등을 미리 정해두고 지도안에
서 나왔던 조건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4학년도 심층 면접 응시자

‘만능 지도안’이나 ‘미리 정해두고 연극하는 것처럼’과 같은 소감은 역동적
인 수업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모범답안을 염두
에 둔 기계적인 연습 활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업 실연의 경우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실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판서를 한 것처럼, 자료를 본 것처럼 모두 가정의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채점 기준표는 수업의 각 단계
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주요 평가항목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서 진
행되는 수업이라면 ‘~했다 치고’의 느낌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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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형국이 되기 쉽다.

2.2 미국 전문교사 기준 국가위원회(NBPTS)의 국어능력
평가
초등임용 고시는 교사가 선발과 관련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국어능
력에 대한 평가였다면, 이미 교사로 재직 중인 대부분의 교사들에 대한 국어
능력 평가 역시 필요하다. 오히려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
제적인 ‘교과 수업 운영 능력,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능력, 행정 업무 수행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
어능력 평가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수나 재교육 프로그램, 연수년을 활용한 연구 모임,
대학원 과정으로의 진학 등 교사들의 전문성(국어능력 포함)을 높일 기회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과 기준을 향한 체계적 프로
그램이나 자격 과정이 뚜렷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전문교사 기준을
위한 국가위원회(NBPTS)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능력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NBPTS는 1987년 전문적인 기준의 개발을 통해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
적 기준에 해당하는 교사들을 인증함으로써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는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전국적인 연합이다. 현재는 유치원 과정에서 12학년
까지 25개 자격증 과정을 통해 100,000명의 전문교육기준 자격(National
Board Certified Teachers:NBCTs)을 갖춘 교사들을 양성해냈다.10)
NBPTS는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의미있고 명확한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4>와
10) 전문교사 기준을 위한 국가위원회(NBPTS)에 대한 자료는 http://www.nbpts.org/에 제시된
정보를 선택하여 요약한 것이며 자격증을 위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http://www.boardcertifiedteachers.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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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력 개발의 단계를 상정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
기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가위원회 교사자격증은 미국
에서 교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증에 해당한다.11)

<그림 4> NBCTs 교사의 경력 개발 단계

NBCTs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학사 학위, 공인된 교사 자격증 그리
고 3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증 응시는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는데 한 번의 시험이나 평가로 인증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의 시험에 응시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4개의 공통 과정인 ‘내용
지식, 수업의 차별화, 수업의 실제와 교수학습 환경, 능률적이고 반성적인
실천가’가 <그림 2>에서 살펴보았던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내용 지식은 과정 이수 후에 필기시험에 기반하여 평가
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평가 문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12)
3학년 읽기 시간을 담당한 교사라고 할 때, 다음 읽기 자료와 실제 학생이
읽은 자료를 전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학생의 오류 혹은 오류 패턴을 지적하
고 학생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라.
<읽기 자료> <학생 읽기 전사본>
- 두가지 오류 혹은 오류 패턴

11)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역시 비슷한 경력 개발의 단계를 거친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보다
우수한 국내 초등 교원의 자질을 생각한다면 프로 교사 이후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생각
해 볼 수 있겠다.
12)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Pearson사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 자료 및 모의고사 문항 중
읽기 문항 샘플이다. <읽기 자료>와 <학생 읽기 전사본>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분량은
7문장으로 구성된 한 단락 가량의 ‘꿀벌’에 대한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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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전략
- 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전략의 증거 제시

국어과의 세부 내용지식을 단답형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학생 활동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수·학습 전략의 측면으로
엮어서 출제한 문항이다. 서술형 평가로 포함해야 할 조건을 세 가지 제시하
고 있는데 이는 각각 사실적인 정보인 교과 지식의 확인, 교수 학습 전략의
적용, 교육과정 상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에 대한 파악 등을 다루고 있어
실제적인 국어 수업 운영을 평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필기 고사 이외의 항목들은 여러 달에 걸쳐 교실 안팎에서 완성된 성과물
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실습 테스트로 이뤄진다.<표 6>
은 국어과와 관련 있는 과정의 단계별 포트폴리오 제출 목록이다. 자격증은
발달 단계나 수준, 영역에 따라 여러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교사
는 자신의 교육적 실천 행위를 체계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경험을 분석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포트폴리오의 형식으로 보여주
어야 한다. 이때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이에
대해 기술, 분석, 성찰하거나 개별 학생의 학습 활동 사례를 분석하거나 수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비평 혹은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전문가로서 교사의 안목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수
업에 대한 성찰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교사의 전문성 및 국어능
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NBPTS의 자격증 프로그램은 경력 교사로서 실제 수업에서의 언어적 대응
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초등교사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교과지식적 측면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된다는 면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는 하나 참조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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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NBCTs 자격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평가 항목(국어 관련)
초등 저·중학년
문식성 과정

중학 국어 과정

쓰기에 있어서 문식성
발달을 증진시키기

학생의 읽기, 쓰기
발달에 대한 분석

- 수업의 맥락
- 수업 비평
- 2명의 학생활동 분석 자료

읽기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기

전체 학급 수준의
토의 분석

- 수업의 맥락
- 수업 비평
- 2개 교실의 수업 동영상 자료
(15분 미만)

듣기, 말하기, 보기,
비주얼 문식성을
통합하기

소집단 활동 분석

- 수업의 맥락
- 수업 비평
- 3개 교실의 수업 동영상 자료
(15분 미만)

성취 결과: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기

성취 결과: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기

- 수업의 맥락
- 수업 전사자료 및 분석보고서
- 소감문

포트폴리오 목록

3.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선발 및
경력단계별 평가 개선 방안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의
바탕이 교실에서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표
외(2013:94)에서는 주요국의 초등교사 선발제도를 비교 검토하면서 핀란드,
독일, 프랑스가 양성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선발
및 임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초등교사의 양성과 선발이 유기적으
로 연계될수록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에 대한 평가 역시
그러해야 한다. 또한 양성과 선발 그리고 선발 이후의 재교육 및 연수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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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항상 학생들과의 실제
적인 의사소통의 경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학습자나 수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뿐 아니라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퇴직하는 순간까지
각 단계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윤근영(2007)은
교사 발달의 단계를 생애 주기 모형, 경력 강조 모형,인지 발달 강조 모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 이해를 강조하였다. 직무
능력으로서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크게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평가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2장에서 분석한 내용처럼 양성 및 선발의 단계에서
직무능력으로서의 국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
다. 둘째는 교직에 입문한 교사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에 맞는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가지 차원의 경력 단계별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지원 체제를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초등교사 발달 단계에 따른 국어능력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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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양성·선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평가
2장의 초등임용고시에 반영된 국어능력을 살펴보면 2013학년도 이후 개선
된 1차 교육과정 시험의 경우 문항의 형식적 조건으로는 다양한 교수 학습
상황과 장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직 논술의
경우에도 문제 상황에 기반한 맥락적 단서 파악과 종합의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한 구조가 실제 교수·학습 장면에서의 문제해결을 반영하
려 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의 경우에도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실연,
심층 면접의 과정 등을 거쳐 교직 실무를 강조하려 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초등교사의 실제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임용 2차 시험에서 면접
및 실기 시험 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연구들(구자윤, 2014; 김종명,
2011; 서민원 2007)과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 수업 맥락과는 동떨어져 진행되는 대단위 시험의 성격
상 임용고시를 통해 실제적인 초등교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국어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제한점이 있다. 홍선호 외(2012:294)에서 서울교대생
125명을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임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 41,6%, 불만족이 46.4%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암기 위
주의 시험, 임용 시험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사의 자질 배양
의 역효과, 교사의 인성 측정 불가능 등을 들었다.
따라서 일회적인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평가를 지양하고 양성 과정과 연계
한 선발 시스템으로 평가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대생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양 과정
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핵심이 되는 국어능력 요소인 교과 수업 운영 능력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실습 기간의 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임용 수업 실연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대생의 국어능력
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위해 실습 기간을 연장하거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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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정한 평가에 대한 검증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직논술과 어떤 측면에서는 겹치는 평가 요소를 지닐 수도
있는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능력에 초점을 두어 국어
능력을 평가하여 균형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점화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응시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를 참고하여 양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성있는 교직관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2 전문성 신장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평가
이성영(2004:73)은 유능한 초등 국어교사는 양성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능력,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들도 고정되지만, 유능
한 초등 국어 교사는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관점에서는 그 조건이 고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역시 개념 규정을 위해 해당 요소들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시대의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또한 초등교사
의 국어능력을 구현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가 초보 교사가 아닌 경력 교사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직에 입문한 이후의 교사의 경력 단계를 생존, 성장 및 성숙, 승진 지향
및 좌절, 안정 단계로 나눌 수 있다.13)교직에 입문하여 수많은 혼란과 충격을
겪는 교사를 생존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는 집중적인 국어능력 관련

13) Burke,Christensen & Fessler(1984)가 제시한 교사발달 싸이클 모델을 준거로 하여 윤홍주
(1996), 윤근영(2007)에서 분류한 체계를 참조하였다. 생존, 성장, 성숙, 승진지향 및 직업적
좌절, 안정 단계로 나누었는데 성장과 성숙을 같은 범주로 묶고 교직 이전과 교직 입문
과정인 교원 양성과 교원 선발의 단계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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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및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후 성장 및 성숙 단계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업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전문성의 심화를 돕기 위해 언어적 발달의 관점에서 초등 저, 중, 고
단계의 학습자의 언어활동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감안한 교수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매체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격을 인증하
고 동료 교사의 수업에 대한 장학 활동을 협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승진 지향 및 좌절의 단계는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이나 연구직으로
의 전환을 도모하거나 좌절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지속적인
세부 전문성을 발달해 나가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따른 국어능력 특히 중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줄 필요가 있다. 교사 안정 단계는 퇴직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는 하나 이탈
의 차원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와 교사를 지원하
는 원숙한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단계별 교사의 국어능력 지원을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국어능력
실태 조사 및 자신의 전문성 신장 및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교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국어능력의 평가 기준 및 향상의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함으
로써 교실 수업 전문가이자 유능한 교사로서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
원해 주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윤여탁 외(2012:445)에서 교사의 국어 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연구
한 결과 국어 능력 개념 규정 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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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통’이었음을 밝혔다. 초등 교사의 국어능력을 이야기할 때 역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키워드가 ‘소통’에 있다고 본다.
초등교사는 기초 문식성과 인성이 형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에게 언
어적 모델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학생과의 인지적·정의적 차이를
인식하고 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과 전략을 개발
해야 한다. 학생들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 목표와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는 생각하기 싫어
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나가도록 언어적인 자극과 피드백을 주며 소
통해야 상황에 놓여 있다.
아동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초등교사는 동료 교사, 상사, 학부모와의 관계
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구를 받고 있으며 매일의 문제 상황에서 원만한 소통
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초등교사의 국어능력이 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축자적 의미를 넘어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바탕이자 가장 중요
한 핵심 능력이 됨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초등교사는 과거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현재
의 수업을 실행하며 미래의 수업을 계획해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에 있다. 이
때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점검하고 비평해서 차시의 수업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국어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즉,
초등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자신의 국어능력 뿐 아니라 학생
들의 국어능력, 학업 능력, 인성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할 때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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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linguistic competence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Lee sun young(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I defined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which forms the basis and core contents of his/her professionality
as teacher and pointed three abilities as the key components of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such as; the ability to teach
well and deliver the subject clearly in his/her lecture; the ability to manage and
lead well his/her class as whole and also as individually ; and the ability to
conduct administrative work. In view of these key components, inspected how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of candidates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is checked at the national recruitment test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and
drew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valuations for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lready passed the national
recruitment test and have work experience from National Board Certification
conducted by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NBPTS)of USA.
After analysing the national recruitment test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newly renovated from 2013,I found the test writers have tried to reflect these key
components of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various form, however in content, they could not fully change the test
to escape memorization of contents in the curriculum. For encourag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develope their career as efficient doers with
self-reflection, if we could adopt NBPTS program based on real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 which is considered to train teachers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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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flect and cope with problem situation well, it would help every elementary
school teacher to enhance his/her professionality and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Lastly, to improve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keeping abreast of the times and needs of learners, I suggested such
ways as written as below; we should keep evaluate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through the entire procedure from training
to recruiting instead of focusing one-time evaluation only at the recruiting; we
should present the evaluation standards and the stages of improvement for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specifically so that
every elementary school teacher could refer those in the way of developing
his/her career continuously.
【Key words】elementary school teacher, linguistic competence of Korean,
national recruitment test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
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NB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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