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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교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에 진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교원임용 후보자 경쟁시험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여야한다. 그러나 인구

수 감소에 따른 임용T.O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경쟁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사정이다. 때문에 입학하면서 임용시

험에 매진하고자 대학교가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이 아닌 시험을 위한 거대한 학원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점뿐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및 스터디그룹 활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딥 러

닝을 이용한 교원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여부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합격에 대하여 학과활동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합격률 예측에 대한 정확도는 대체적으로 70%의 정확성을 보였다.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in preference for teacher jobs has led to a rise in preference for education colleges. Not all 
students can enter teachers, but they must pass the test called the competitive examination for teacher appointment 
candidates after graduation. However,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the and employment T.O.s are decreasing every 
year and the competition rate is rising steeply. Therefore,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 recruitment exam upon entering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is becoming a huge academy for the exam, not a place to study and learn. 

We found a connection between students' overall school life and their use of study groups as well as their grades and 
whether they passed the competition test for teachers using deep running. The academic activiti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acceptance process, and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of the acceptance rate was generally 70%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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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용 불안과 워라벨을 중시하는 세태와 맞물려 

교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선호도와는 다르게 실제 교원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원하는 사범대학에 진학하였으

면서도 대학생활이나 학과 생활에 대한 고려 없이 입학

과 동시에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만을 위한 과정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 합

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단
순히 시험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학점을 전공학점 및 교육학 

학점 등으로 세분화 시키고 학과 활동에 대한 등급을 부

여하여 학점 및 학과 생활 등이 임용고시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1]

Ⅱ. 딥 러닝

2.1. 딥러닝의 개념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접근방식의 하나로 컴퓨터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 아직 알 수 없는 특정 데

이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2]

Fig. 1 Deep Learning

딥이라는 말은 신경망의 층이 깊고, 각 층마다 고려되

는 변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층의 깊이에 따라 구분하자

면 2~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신경망을 천층망이라고 

한다. 그림 1에서 보이듯 딥러닝에서 깊이를 나타내는 

층의 개수는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은닉층 개수

에 하나를 더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딥러닝을 심층신

경망이라고 한다. 딥러닝의 기본개념은 기존 신경망에 

층을 증가시킨 심층신경망을 학습하여 패턴인식이나 

추론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2.2. 딥러닝 프레임워크 비교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딥러닝 모형을 쉽고 빠르게 개

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로서 대표적인 

기능으로 ‘자동미분’과 ‘GPU의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던 딥러닝 프레임워크

로서는 버클리 대학의 ‘카페(Caffe)’, 몬트리올 대학의 

‘티아노(Theano)’이다.[4] 그리고 연전에 구글이 ‘텐서

플로(TensorFlow)’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에 따라 저변

을 확대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Microsoft CognitiveToolkit(CNTK) 
2.0이 공개되었는데, C++와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

어와 호환성을 제공하게 되면서 스크립트언어로만 사

용하는 제약을 벗어나서 텐서플로나 티아노 같은 딥러

닝 프레임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 

기존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연구용으로 주로 대학에

서 개발되어 저변을 확대해 오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

프트가 가세하여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앞으로도 지속

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5]
아래 표1은 현재 많이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 워크를 

비교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Development Deep Learning
Framework

Coding
ease

Execute 
Speed

Berkeley
University Caffe

No big 
difference

University
of Montreal Theano 3

Google TensorFlow 2

Microsoft CognitiveToolkit(CNTK) 1

Table. 1 Deep Learning Framework comparison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소속

의 학생들의 졸업사정에 사용되었던 성적표 및 학과 활

동 기록을 이용하였다.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2019년 

2월 졸업생까지의 졸업사정 결과 및 학과활동에 참여 

여부에 관련된 학과 활동 마일리지를 참고 하여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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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사 합격 여부를 조사하여 사용하였다.[1]
아래의 표 2 에서 보이듯 7년간의 학생 136명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학생 별로 졸업 평점 학점과 복

수전공 여부, 스터디 유무 및 학과 활동 등으로 입력 변

수를 지정하였다.

Year of Graduation The number of graduates

2013/2 14

2013/8 2

2014/2 19

2014/8 5

2015/2 15

2015/8 3

2016/2 21

2016/8 3

2017/2 19

2017/8 1

2018/2 12

2018/8 3

2019/2 19

136

Table. 2 Annual number of graduates

3.2. 사전조사

아래의 표 3은 학생들에게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학

과활동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

하느냐에 대한 응답이다.

Ver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Very disagree

5 31 13 11 4

7.8125% 48.4375% 20.3125% 17.1875% 6.25%

Table. 3 Pre-surface1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2학년~4학년 재학생 64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75%이상의 학생이 학과 활동

이 임용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major 
class academy online 

lecture Study Individual 
learning

3 3 4 5 5

15% 15% 20% 25% 25%

Table. 4 Pre-surface2

표 4는 학생들에게 임용시험에 본인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다. 이는 컴퓨터교육과 

4학년 재학생 20명에게 설문 조사 한 것이다. 학생들의 

대다수가 전공 수업보다는 스터디 및 개인학습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3과 표4에서 보이듯이 학생들은 대학교 생활에서

의 다른 활동이나 생활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용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

고 있으며 심지어 표 4에서 보이듯이 학과 수업보다는 

학원 강의나 개별적인 스터디에서 임용고사의 도움을 

많이 얻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각

으로서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및 자료가 반영

되지 않은 결과이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 졸업생들의 합

격과 불합격 여부 및 학교생활 및 성적 등을 바탕으로 

임용고사에 어떠한 사항이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3.3. 전처리 과정

첫 번째 데이터를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두 번째는 데이터를 입력받고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 과

정, 세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하여 규칙을 찾아내고 마지

막으로 합격여부를 예측 하는 과정을 거친다.[6][7]
아래 그림 2는 학생들의 졸업관련 된 졸업사정 원부

의 일부를 발췌한 그림이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데이터

를 전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Fig. 2 Pre-treatm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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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은 그림 2를 바탕으로 전처리한 학생의 

데이타 일부이다. 학생들의 졸업사정시 제출하였던 이

수영역별 성적표 및 학생생활 기록 등을 참고 하여 텐서

플로우를 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엑셀에 데이

터를 정리한 것이다. 

Fig. 3 Pre-treatment data

그림 3을 바탕으로 다음 표 5와 같이 몇 가지 항목을 

정리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처리 하였다.

Category Variable

Student ID Student ID

Grade Graduation Grade

Multiple major 
status

1= Multiple major status Uncomplete
2= Multiple major status Complete

Study 1= Study X 2= Study ○

Major activity Scale 1~5(best~worst)

Passing the 
appointment 
examination

1= Fail 2= Pass

Table. 5 Preprocessed data item

표 5의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응시 지역 및 임용

고시 응시 횟수 등을 분류하고 싶었으나 해당 분류는 좀 

더 나중의 연구를 위하여 남겨두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

는 임용고사 합격의 학과활동의 영향성을 판단하기로 

해서 학과활동의 척도에 중점을 두었다.

Ⅳ.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진로예측 모델 설계

4.1. 순서도

Fig. 4 Flow chart

그림 4는 플로우 차트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데

이터를 기반으로 전처리를 하여 딥러닝을 할 수 있는 

CSV파일로 만들어 DB를 생성하여 텐서플로우를 이용

하여 규칙을 생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18년도 

8월 데이터까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고 19년도 2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아래 표 6에
서 보이듯 레이어를 늘려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일정수의 레이어 층이 늘어나면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

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딥 러닝을 무작정 많이 훈련

을 한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

다. 반복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number of layer Rmse Accuracy

1 1.07 65.84%

3 0.96 71.67%

5 0.85 70.83%

7 0.94 62.50%

Table. 6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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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학점이 높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임용고사에 합격한다는 것도 아니고 학과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임용고사에 떨어지는 것

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점이 높지만 임용고사에 떨어진 학생들도 있는 반

면에 학점이 낮더라도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 학과생활

을 전혀 하지 않고 임용시험에만 매진한 학생들은 떨어

졌지만 학과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떨어지는 경우

도 있었다.
학생들의 학점 및 복수전공 이수 여부 스터디 등의 다

양한 수업관찰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임용시험 

합격여부를 예측하고자 모델을 설계하였다. 텐서플로

를 이용한 딥러닝을 활용하여 임용고사 합격여부를 예

측하였지만 데이터의 빈약성과 컴퓨터교육과에 한정된 

데이터라는 사안으로 모든 사범대학에 적용시킬 만큼 

신뢰도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하였

듯이 단순히 공부만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

니고 학과활동으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불이익이 있다

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Ⅴ. 결  론

학생들의 임용시험 합격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사범

대학 학생들의 미래 및 대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주 중

요한 일이다. 기존에는 선배들의 조언 및 합격 후기 등

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학과생활이 임용합격에 방

해가 일 뿐이다 혹은 학과 수업보다는 인터넷 강의 및 

강사들에 더 의존하면 된다는 등의 부정확한 정보에 학

생들이 휩쓸려서 학과 생활 및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학

교를 하나의 학원 혹은 단순히 자격증을 받기 위한 수단

으로만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을 하기 위한 표본으로는 데이

터의 숫자도 적고 변수의 숫자도 적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서문에서 밝혔듯이 일단 학생들에게 학과생활이 

임용고사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

한 연구였기에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앞으로 학생들

에게 임용고사의 가이드라인이나 합격을 위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 및 많은 데이터가 필

요 할 것이다. 연구를 좀 더 확장하여 학생들의 전공 세

부학점 필수과목의 학점 및 교양 학점 등으로 세분화 시

키고 학과 활동 및 복수전공 이수 여부 인터넷 강의 및 

직강 수강 여부 등의 입력 항목을 좀 더 세분화 시킨다

면 사범대학 학생들의 들의 임용고사 공부를 위한 지표 

및 학교생활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더불어 학교에 남아있는 자료에 졸업생들의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부 시간 등에 대한 자료

까지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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