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A <數學敎育> J. Korean Soc. Math. Ed. Ser. A:
https://doi.org/10.7468/mathedu.2018.57.2.179 The Mathematical Education
2018. 05. 제 57권, 제 2호, 179-196. May. 2018, Vol. 57, No. 2, 179-196.

179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성·인성 검사에 대한

측정의 동등성 분석 *

김성연(인천대학교)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갖춘 인

재를 육성하고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개정 교육

과정부터 창의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핵심역량으로 규정하여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과 교육의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

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을 6가지 수학 교과 역

량으로 규정(교육부, 2015)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역할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역

량과 더불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심어

주고자 하고 있다(김래영, 김은현, 2017).

그러나 교육의 변화를 통한 인재 양성이 실효를 거

두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선결되어야 하며, 많은 연

구들에서는 이미 교사의 지식과 질이 학생들의 학습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Darling-Hammond, 2000; Hill et al., 2005;

Kukla-Acevedo, 2009; Wayne & Youngs, 2003). 특히

중등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존재이며, 수학교사의 신념, 교육관, 교수학

습 방법 등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를 높일 뿐만 아니

라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자신감 및 가치 인식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김성연,

2018a; 김정환, 2004; 김현진. 2013; 박정, 2007; 이현숙,

송미영, 2015; 한혜숙, 최계현, 2011; 황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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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chard, 2005; Klieme et al., 2009; Kunter et al.,

2008; Thompson, 1992).

한편 학교폭력 문제의 심화, 욕설의 일상화 등의 문

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변화를 위해서도 교사들의 변화가 요구되

어진다. 즉,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

다. 수학교육에서도 인지적 측면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품성, 자질, 도덕성과 같은 인성이 최근 강조(신준국 외,

2015; Narvaez & Nucci, 2008)되고 있으며, 중등교육에

서 수학을 담당할 예비교사가 이러한 교직 적성 및 인

성(이하 “교직 적·인성”이라고 함)을 갖춘 교사를 양성

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수학교사를 선발

할 때부터 교직 적성·인성을 고려한 평가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2013년부터 교육부는 교직 적·인성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모든 교원양성기관에서 2회 이상

교직 적·인성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원양성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직

적성·인성 검사 표준안(김정환 외, 2012, 이하 “교직 적·

인성 검사”라고 함)을 보급하였다.

교직 적·인성 검사는 중등교육에서 수학 교과를 담

당할 예비수학교사들이 교직 적·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를 평가함으로써 예비수학교사의 교육자적 교직 적·인

성 수준을 진단하고, 교직 적·인성 하위영역 중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검사의 결과는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활용하기

에 앞서 자기보고식 검사로 수집되는 자료에는 피험자

의 배경변인 또는 성향에 의해 응답 결과가 왜곡되거나

검사의 목적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좋게 응답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체

계적인 방식으로 검사점수에 개입될 때 측정 오차가 커

지면서 측정의 정확성 또는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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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학 성취도 검사에서는 표

준화 과정을 거쳐 대규모로 개발된 검사일지라도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등 피험자의 배경변인에 따라 동일한

검사에 대한 응답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경험

적으로 밝힘으로써 검사 결과에 응답편파 효과가 개입

되었음이 밝혀졌다(Abedi & Lord, 2001; Li &

Brennan, 2007, Mõttus et al., 2012). 따라서 검사 결과

활용에 앞서 피험자의 배경변인 및 특성에 관계없이 정

의적 영역에서 측정이 일관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직 적·인성 검사

가 교직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인지에 대해서 의의가 제

기되었다. 이는 교직 적·인성 수준이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안도희와 김유리(2015)는

교육대학원생이 사범대학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교직

핵심역량이 높으며, 스스로를 교사로서 좋은 자질을 가

지고 있고, 좋은 교수법을 알고 있으며, 교직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이라고 지각하며, 교직전문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대학원

생들과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수준 및 교원자격증 취

득에 대한 목적 지향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정, 신혜원, 2008). 이처럼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검사가 시

행되고 있지만, 집단 별 신뢰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신뢰도는 예

측 타당도를 포함한 다른 타당도를 낮추는 잠재적인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집단 별 신뢰도의 차이를 검증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akin & Lai, 2012). 특히 검사

의 신뢰도와 관련하여서 고전검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Cronbach‘s 나 채점자간 일치도처럼 오차 요인을 하

나로만 간주하는 경우에는 검사점수에 다양한 오차요인

을 고려하는 일반화가능도 이론과 달리 과대 추정된 신

뢰도가 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성숙,

김양분, 2001; 이규민, 황경현, 2007; Brennan, 2001a;

Cronbach et al., 1997; Lee & Frisbie, 1999; Shavelson

& Webb,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의 예

비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일반화가능도 이론의 신뢰도인

의존도계수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에 따라 교직 적·인성

검사가 교직 적·인성을 측정하는 정확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공정성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교직 적·

인성 검사 결과 활용방안으로 학교 급별에 따라 예비수

학교사의 교직 적·인성에서 차이가 나는 하위영역을 중

심으로 교직 적·인성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수준은 학교 급

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학

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의 신뢰도는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합성점수

에 하위영역 별 가중치가 미치는 영향력은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대학원과 대학에서 예비교사 비교 연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급

별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집단으로 구분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인순(2000)은 교육대학원생들 대부분이 교육과정의

수준을 대학생보다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이선정

과 신혜원(2008)은 교육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을 통해

얻은 지식과 역량을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

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안재희와

이숙정(2012)은 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교직과정을 이수

하면서 교직에 대한 적성과 흥미 등을 점검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안도희와

김유리(2015)는 교직이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급별

에 따라 교직핵심역량, 교수능력, 교직전문성 열망에 차

이가 있는지, 이들이 지닌 교직핵심역량과 교수능력이

교직전문성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교육대학원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교직

핵심역량과 교수능력, 그리고 교직전문성에 대한 열망

이 전문성 개발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교직핵심역량은 이들의 교직전문성 열망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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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수능력이 교직핵

심역량과 교직전문성 열망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

혔다. 오유진(2016)은 영어교과에서 2014학년도 이후 개

정된 임용시험의 서답형 쓰기 답안에 대한 학교 급별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임용

고사의 변경으로 인한 재정적, 심리적인 부담감에 대해

교육대학원 출신의 수험생들이 사범대학 출신의 수험생

들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졸업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정된 임용체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서

답형 영어 쓰기 시험에 대비한 과목을 개설해야 할 것

을 제안하였다. 김성연(2018b)은 교직 적·인성 검사를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에서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적

절한지를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교직 적·인성 검사는 신뢰도 측면에서

현행대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급별에 따른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

은 많지 않다. 특히 김성연(2018b)에서는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집단에 교직 적·인성 검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이 독립이라

는 가정 하에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후속연구로 교직 적·인

성 검사의 총점을 바탕으로 적격과 부적격을 판정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감안하여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

를 고려한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할 것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수

행되고 있지 않은 수학 교과에서 학교 급별에 따른 예

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공정한지, 그리고 학교 급별에 따라 예비수

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수준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수학교사들의 교직 적·인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직 적·인성 검사를 분석한 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직 적·인성 검사의 분석

을 통해 교직 적·인성을 비교 및 예측하는 연구와 검사

의 개발 및 타당화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김진영과 이기종(2013)은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적·인

성을 셀프리더십의 하위전략 중 행동중심전략과 자연보

상전략이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동중

심전략은 문제해결력·탐구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봉

사·희생·협동, 소명감·교직관을, 그리고 자연보상전략은

심리적 안정성, 공감·포용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원혜경과 이소정(2015)은 예비영유아고사의 교직

적·인성을 재학기간, 정규보육실습 수강여부, 교직진로

희망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정규보

육실습 수강집단이 미수강 집단에 비해, 그리고 교직진

로 희망집단이 교직외 진로 희망집단에 비해 교직 적·

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희와 조안나(2017)는 입학전형 유형을 고교 교과

성적 및 수능 위주의 일반전형과 면접 및 적성고사 등

인성적 자질 요소를 평가에 반영한 수시전형으로 나누

어 교직 적·인성 특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

다. 분석결과, 입학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교직 적·인성

하위영역 중 언어·의사소통력과 지도성이 교직 적·인성

을 예측하는데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독립성·자주성

과 심리적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이 교직 적·

인성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교직 적·인성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예비유아교사 및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 이는 교육부에서 표준안으로 보급한 교직 적·인

성 검사의 타당화 과정에 교육대학, 사범대학, 또는 교

직과를 이수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김정환

외, 2012)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 및 교육대학원생이 포

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운주(2014)는 14개 하위영역의 총 210문항의 교직 적·

인성 검사를 9개 하위영역의 총 140문항으로 축소할 것

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혜경과 이소정(2017)은 교직 적·

인성 검사의 14개 영역에 민감성을 추가하여 15개 하위

영역의 총 150문항으로 축소한 후, 각각 75씩 문항으로

나누어 A세트와 B세트의 복수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교육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김성연(2017a)은 교직 인성과

관련한 영역만을 선정하여 교직 적·인성 검사의 7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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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총 78문항을 총 72개 문항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

였다.

이처럼 교직 적·인성 검사는 2013년 교원양성기관에

배포된 이후에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집단

간 측정의 동등성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 적·

인성을 비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게 수행되어온 예비수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집단에서 교직 적·인

성 검사결과에 대해 측정의 동등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직 적·인성 검사를 현행대로 예비

수학교사의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3. 수학 교과를 기반으로 수행된 일반화가능도 분석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김명화(2005)는 시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

기 위하여 고등학교 공통수학 영역에서 구성형 문항을

컴퓨터로 채점하는 채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학 구성형 채점 자동화 시

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잔차요인, 문항요인, 그리

고 피험자와 채점자의 상호작용요인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 구성형 채점 자동화 시스템이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문항 수는 8개, 그리

고 채점자 수는 4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연(2016)

은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수학적 창의성 검사를

유창성, 융통성, 독자성으로 채점한 결과에 다변량 일반

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하여 신뢰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채점 요소별 가중치를 탐색하였으며, 수학적 창

의성은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문수와 차동춘(2016)은 수학 창의력 문제해결검사에서

수행형 문항 채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조건을 탐

색하기 위하여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수행형 문항 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로 피험자와 문항의 상호작용요인은 크게 나타난 반면,

채점자 요인과 채점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요인은 상대적

으로 작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수학 창의력 문제

해결검사가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고려한 문항 수인 5개를 10개로 늘려야 한

다고 밝혔다. 김성연(2017b)은 수학적 창의성 태도 검사

에서 수학영재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

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수학

적 창의성 태도 검사는 신뢰도를 기준으로는 일반학생

집단에서, 조건부 측정 오차를 기준으로는 수학영재 집

단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 수학영재 집단에서는 수렴적 태도 영역을

높게, 반면에 일반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발산적 태도

영역과 문제해결 태도 영역을 높게 반영하여한다고 밝

혔다. 또한 수학적 창의성 태도 검사가 적정 수준의 신

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학영재 집단에서는 수학적

창의성 태도의 다차원 영역을 반영하여야 하는 반면 일

반학생 집단에서는 단일차원의 영역만으로도 가능하다

고 밝혔다. 김성숙과 전경희(2018)는 국가수준 학업성취

도 평가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측정의 동등

성을 탐색하기 위해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으로 구성된

수학 교과에 대한 정의적 영역에서 가치인식은 수학 성

취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측정의 동등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취

수준에 상관없이 측정 요소별로 현행 4문항에서 5문항

으로 증가할 때 신뢰도 향상 정도가 가장 크다고 밝혔

다.

국외의 경우 측정 대상이 학생인 경우와 교사인 경

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경

우에 Baxter et al.(1993)는 측정, 자릿값, 그리고 확률로

구성된 수학 수행평가 점수에, 그리고 Lane et al.(1996)

는 수학적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수학

수행평가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오차 요인은 채점

자가 아니라 과제라고 밝혔으며,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점자 수보다는 과제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Shavelson et al.(1993)는 수학 수행평

가에서 과제, 시행횟수, 채점자, 그리고 측정유형을 고

려하여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학 수행평

가 점수의 측정 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 수준과 학교 수준에서 모두 과제 요인이었으며,

수학 수행평가가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

서는 과제의 수가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Klei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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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5)는 주에서 2년간 실시된 대규모의 수학 포트폴

리오 평가에서 채점자간 일치도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

다. 또한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신뢰도를 분석

한 결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포트폴리

오에 포함되는 주제를 늘리거나 채점자를 늘리는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수학 포

트폴리오 평가 시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의 결과를 함께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McBee & Barnes(1998)는 수

학 수행평가에서 시간측면에서의 안정성과 과제간 일관

성을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채점자간 일치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문제해

결 영역을 포함하는 수학 수행평가가 적정 수준의 신뢰

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과제를 사용하는 경우

에도 과제 수가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Christ et

al.(2005)는 수학에서의 연산 능력을 평가하는데 평가

시간에 따른 신뢰도를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규준참조평가에 적합한

신뢰도인 일반화가능도계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

한 측정 조건을 개인 중재와 집단 중재가 투입되는 경

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 중재가 투입

되는 경우에 인지부하가 낮은 결정에는 1분, 그리고 인

지부하가 높은 결정에는 4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

면에 집단 중재가 투입되는 경우에 준거참조평가에 적

합한 신뢰도인 의존도계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

해서 인지부하가 낮은 결정에는 4분, 그리고 인지부하

가 높은 결정에는 13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astergeorge & Martinez(2010)는 주에서 대규모로 실

시하는 수학 수행평가에 교사들이 채점하게 되는 학생

들이 일반학생 집단인지 장애학생 집단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와 알려주는 경우로 나누어 일반화가능도 이

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은 채점하는 학생들

의 장애상태를 알고 있어도 평균적으로는 일반학생과

다르게 수학 수행평가를 채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장애학생 집단을 평가하는 경우에 점수의 변동

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일반학생 집단과 다르게 채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학교사를 측정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Matsumura et al.(2006)는 수학교사들의 수업을 2번 관

찰한 점수를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관찰횟수에 따라 수학교사들의 관

찰점수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관찰점수가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준참조평가

인지 또는 준거참조평가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2번의 관

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Hill et al.(2012)는 수학

교사를 관찰하는데 있어 수업의 첫 30분만을 내용영역

으로 간주하고, 내용영역과 채점자 수를 조절하면서 적

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측정조건

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내용영역과 2명의 채점

자, 또는 4개의 내용영역과 4명의 채점자 등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Ho & Kane(2013)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수학교사에 대해 이들이 60분 동안 수업한 장면을 1명

의 채점자가 평가하는 경우와 15분씩 나누어서 4명의

채점자가 평가하는 경우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측정

조건으로 60분 비디오를 1명의 채점자가 평가하는 것보

다 15분씩 나눈 비디오를 4명의 채점자가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Wilhelm & Kim(2015)은 다변량 일반화가

능도 분석을 수행하여 수학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수 질 평가도구가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관찰횟수를 탐색한 결

과, 최소 3번의 관찰횟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학 교과와 관련하여 일반

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인지

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며, 정의적 영역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까

지 김성숙과 전경희(2018)를 제외하면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은 대부분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할

수 있는 측정조건들을 탐색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집

단에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한 공정성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된 경우는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급별에 따른 교직 적·인성 수준의 차

이를 살펴봄과 동시에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정성 측면

에서 두 집단에 동일한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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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교직 적·인성 검사가 의무화된 2013년부

터 최근 2017년까지 교육부에서 표준안으로 보급한 교

직 적·인성 검사를 수도권의 한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의 예비수학교사에게 실시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정

하였다. 교직 적·인성 검사는 1학기에는 5월, 그리고 2

학기에는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에 교육부에서 보급

한 김정환 외(2012)에서 제시된 지시방법에 따라 40분

간 지필검사로 실시되었으며, 한 번 응답한 답안지는

고치거나 수정할 수 없다고 안내한 후 시행되었다. 채

점 역시 김정환 외(2012)에서 제시된 채점방법에 따라

일부 문항들의 응답은 역코딩을 하였고, 정직성과 일관

성 척도 문항들은 쌍을 이루는 두 문항의 응답이 동일

한지 또는 두 문항의 응답의 합이 5점이 되는지의 여부

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 응답된 원자료를 0점부터 4점

까지 재코딩 하였으며, 무응답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

하였다. 또한 교직 적·인성 검사는 학생들의 입학 연도

에 따라 1회 또는 2회가 실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연습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2회 검사를 수행한 피험

자의 경우에는 1회 결과만을 분석 자료로 한정하였다.

년도/집단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합계

2013
남 6명(16.7%) 15명(13.5%) 21명(14.3%)

여 13명(36.1%) 26명(23.4%) 39명(26.5%)

2014
남 2명(5.6%) 4명(3.6%) 6명(4.1%)

여 0명(0.0%) 0명(0.0%) 0명(0.0%)

2015
남 2명(5.6%) 12명(10.8%) 14명(9.5%)

여 3명(8.3%) 8명(7.2%) 11명(7.5%)

2016
남 2명(5.6%) 8명(7.2%) 10명(6.8%)

여 2명(5.6%) 13명(11.7%) 15명(10.2%)

2017
남 6명(16.7%) 16명(14.4%) 22명(15.0%)

여 0명(0.0%) 9명(8.1%) 9명(6.1%)

합계 36명(100.0%) 111(명)(100.0%) 147명(100.0%)

[표 1] 학교 급별 시행시기와 성별에 따라 교직 적성·

인성 검사가 시행된 학생의 수 및 비율

[Table 1] Frequency and ratio of respondents by

genders and school levels from 2013 to 2017

학교 급별에 따라 교직 적·인성 검사를 수행한 학생

들을 시행시기와 성별에 따라 [표 1]에 빈도 및 비율을

제시하였다. 총 학생 수는 147명으로 이 중 교육대학원

생은 36명인 약 25%, 사범대학 학생은 111명으로 약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

생은 각각 73명과 74명인 50%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 급별로 구분해서 분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교육대학원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동일하게 18명으

로, 그리고 사범대학의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55명과

56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 교직 적·인

성 검사에 응시한 학생은 60명인 약 41%로 다른 해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3년이 교직 적·인성

검사가 최초로 보급된 해였으며, 다음 해부터 당해 연

도 입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2013

년에는 재학 중인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시행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예비수학교사에게

교직 적·인성 검사를 실시한 자료에 학교 급별로 다변

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변량 일반화가

능도 분석은 단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의 확장된 형태

로 모든 피험자가 2개 이상의 고정된 국면에서 전집점

수를 가지고 있으며, 국면들은 서로 상관이 있고, 각 전

집점수는 관련이 있는 영역들 중 하나에만 대응될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은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연구(Generalizability study, G-연

구)와 다변량 결정 연구(Dependability study, D-연구)

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다변량 G-연구에서는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에 각 국면들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

력과 각 하위영역 간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를

파악하였으며, 다변량 D-연구에서는 신뢰도인 의존도계

수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

의 용어로 전집점수(universe score)는 고전검사이론의

진점수(true score)로, 그리고 국면(facet)과 수준(level)

은 분산분석의 요인(factor)과 수준(level)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은 고전검사이

론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인 Cronbach’s 가 규준참조

검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달리 규준참조검사와 준

거참조검사를 구분하여 신뢰도를 제시한다. 즉, 규준참

조검사에서는 상대오차 분산을 활용한 일반화가능도계

수, 그리고 준거참조검사에서는 절대오차 분산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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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도계수를 제시한다. 단, 오차 국면이 하나인 경

우에 일반화가능도계수는 고전검사이론이 제시하는

Cronbach’s 와 동일하다. 한편 가중치와 관련해서 다

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은 상대 가중치(relative

weight), 명목 가중치(nominal weight), 그리고 실질 가

중치(effective weight)를 각각 제시한다. 상대 가중치와

명목 가중치는 문항 수에 비례하여 설정되며, 가중치의

합을 1로 정하는지 또는 검사의 총점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반면에 실질 가중치는 고정 국면이 실

제 합성 전집점수 분산 및 오차 분산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다(Brennan, 2001a).

1) 다변량 G-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은 고

정(fixed) 국면으로, 하위영역 별로 서로 다른 문항은

문항 전집에서 표집된 임의(random) 국면으로, 그리고

피험자는 학교 급별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는 피험자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

적으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모든 피험자()들은 14개

하위영역()에 하위영역 별 15개 문항을 포함하는 총

2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동일한 교직 적·인성 검사

에 응답하였으므로 다변량 G-연구 ∙× ∘설계를 적

용하였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변량 G-연구 ∙ × ∘ 설계

[Fig. 1] Multivariate G-study for the ∙ × ∘ design

Brennan (2001a)의 기호에 따라 피험자 위에 검은색

으로 채워진 원은 피험자 국면이 고정 국면인 하위영역

국면의 모든 수준과 교차함을 나타내며, 문항 위에 비

어있는 원은 문항 국면이 고정 국면인 하위영역의 각

수준에 내재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그림 1]에서 다변량

G-연구 ∙× ∘설계는 단변량 G-연구  ×     

설계를 기본으로 그려지지만, 하위영역() 국면이 각

수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정됨을 강조하기 위해 점선

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1]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원에 의해 분할되는 부분은 분산 성분

이, 그리고 실선과 점선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공분산

성분과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각 국면의 분산 성분

과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만을 제시하였다.

2) 다변량 D-연구 설계

다변량 D-연구는 다변량 G-연구에서와 같은

∙ × ∘설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변량 D-연구에

서 각 오차 국면은 다변량 G-연구의 경우 어떤 피험자

가 특정 영역의 특정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분석하는

것에 반해 평균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험자를 제외한 국면은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변량 G-연구 분석결과 산출되는 각 국

면의 분산과 공분산 성분 추정치를 바탕으로 다변량

D-연구에서는 하위영역 별로 Cronbach’s 와 의존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실질 가중치와의 비교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 가중치만을 제시

하였다. 즉, 교직 적·인성 검사는 하위영역 별로 동일하

게 1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 가중치는

0.071로 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는

mGENOVA(Brennan, 2001b)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Ⅵ. 연구 결과

1. 학교 급별 교직 적·인성 검사 기술통계 분석결과

교직 적·인성 검사의 총점 및 하위영역별 점수에 대

한 Cohen’s 와 분산비를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예비수학교사의 소속집단인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으로

나누어 [표 2]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Cohen’s 는 효과

크기를 나타내며 교육대학원 집단의 평균에서 사범대학

집단의 평균을 뺀 후, 두 집단의 통합표준편차(pooled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으로, 값이 0.2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0.2∼0.5이면 중간 효과크기, 그리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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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Cohen,

1988). 또한 분산비는 사범대학 집단의 분산을 교육대학

원 집단의 분산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큰 경우, 사범

대학 집단의 변동량이 더 크다고 해석한다.

[표 2] 학교 급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의 총점 및 하위

영역별 점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otal and domain

scores

영역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문항

수

Cohen’s

d

분산

비평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① 48.611 5.793 46.081 5.259 15 0.439 0.824

② 46.389 5.992 46.081 5.591 15 0.052 0.871

③ 45.667 6.071 45.135 5.715 15 0.088 0.886

④ 42.528 5.950 43.126 6.015 15 -0.100 1.022

⑤ 44.222 6.573 42.234 7.472 15 0.299 1.292

⑥ 47.917 5.997 45.505 6.333 15 0.400 1.115

⑦ 46.583 6.063 45.252 7.179 15 0.216 1.402

⑧ 46.139 4.128 45.748 5.552 15 0.092 1.809

⑨ 49.417 6.635 46.892 6.986 15 0.378 1.109

⑩ 46.472 4.632 45.820 5.133 15 0.139 1.228

⑪ 49.306 7.066 46.054 6.265 15 0.463 0.786

⑫ 46.833 6.069 44.946 5.535 15 0.312 0.832

⑬ 54.472 5.180 52.865 5.819 15 0.307 1.262

⑭ 44.806 4.915 44.523 4.815 15 0.058 0.990

합계 659.361 55.511 640.261 55.233 210 0.344 55.233

주. ①문제해결력·탐구력, ②판단력, ③독립성·자주성, ④창의·
응용력, ⑤심리적 안정성, ⑥언어·의사소통력, ⑦지도성, ⑧공
감·포용력, ⑨지식·정보력, ⑩봉사·희생·협동성, ⑪계획성, ⑫성
실·책임감, ⑬소명감·교직관, ⑭열정임.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소명감·교직관, 지식·정보력,

계획성 영역, 문제해결력·탐구력 순으로 평균이 높게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대학원에서는 언어·의사소통력

과 성실·책임감 영역 순으로,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판

단력과 봉사·희생·협동성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총점의

경우 교육대학원 집단의 평균은 659.361이며 사범대학

집단의 평균은 640.261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낸 반면, 사범대학 집단이 교육대학원

집단보다 변동성은 1%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중 창의·응용력 영역을 제외

하면 모든 하위영역에서 교육대학원 집단의 평균이 사

범대학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계

획성 영역에서 교육대학원 집단과 사범대학 집단의 평

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제해결력·

탐구력 영역, 언어·의사소통능력 영역, 그리고 지식·정

보능력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분산비는 공감·포

용력 영역에서 1.809로 사범대학 집단이 교육대학원 집

단보다 변동성이 80.9% 크게 나타났으며, 계획성 영역

에서는 0.786으로 교육대학 집단이 사범대학 집단보다

변동성이 27.2% 크게 나타났다.

2. 학교 급별 고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탐색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학교 급별로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은 고정효

과로, 그리고 피험자 및 문항은 무선효과로 가정한 다

변량 ∙ × ∘설계를 적용하여 분석한 G-연구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는 학교 급별 예비수학교사의

분산 성분 추정치, 해당 분산 성분이 전체 분산에서 차

지하는 비율, 그리고 각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간 측정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분산 성분 추정치는 [표 3]에서 대각선상에 굵게 표

시하였으며, 설명력은 소괄호 안에 퍼센트로 표시하였

다. 분산 성분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학교 급별에 상관

없이 공감·포용력 영역과 열정 영역에서만 문항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잔차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였다. 잔차 효과는 본 연

구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추가적인 국면의 필요성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교육

대학원에서는 판단력, 계획성, 소명감·교직관 영역에서

피험자 효과가 15%, 24%, 15%로 문항 효과인 12%,

20%, 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학에서는 심리

적 안정성 영역에서 피험자 효과가 18%로 문항 효과인

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모두

지식·정보능력 영역에서는 피험자 효과가 각각 21%와

18%로 문항 효과인 7%와 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

럼 피험자 효과가 문항 효과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에

대해서는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에 피험자 간의 교직

적·인성 차이가 문항 난이도 차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

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는 [표 3]의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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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영

역

교육대학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0.119 0.813 0.262 0.705 0.482 0.858 0.856 0.953 0.301 0.902 0.791 0.672 0.785 0.130
② (15%) 0.120 0.565 0.523 0.652 0.866 1.000 0.896 0.672 0.743 0.972 0.899 0.687 0.268
③ (15%) 0.116 0.283 0.415 0.439 0.445 0.217 0.714 0.408 0.478 0.465 0.581 0.268
④ (12%) 0.124 0.365 0.573 0.620 0.867 0.596 0.600 0.503 0.368 0.443 0.113
⑤ (9%) 0.145 0.449 0.837 0.718 0.373 0.185 0.423 0.454 0.261 -0.374
⑥ (13%) 0.117 0.724 0.782 0.653 0.412 0.730 0.561 0.780 0.272
⑦ (12%) 0.127 0.967 0.389 0.799 0.961 0.826 0.587 0.009
⑧ (15%) 0.041 0.634 0.712 0.710 0.814 0.828 0.180
⑨ (3%) 0.159 0.164 0.475 0.486 0.598 0.310
⑩ (21%) 0.056 0.924 0.781 0.853 0.235
⑪ (5%) 0.192 0.976 0.738 0.387
⑫ (24%) 0.123 0.793 0.148
⑬ (13%) 0.090 0.469
⑭ (15%) 0.073

(5%)


0.197 0.096 0.171 0.693 0.284 0.222 0.156 0.887 0.054 0.489 0.155 0.249 0.089 0.966
(26%) (12%) (17%) (53%) (25%) (23%) (19%) (62%) (7%) (43%) (20%) (25%) (14%) (62%)


0.454 0.590 0.711 0.493 0.700 0.637 0.541 0.514 0.552 0.593 0.444 0.609 0.437 0.515
(59%) (73%) (71%) (38%) (62%) (65%) (66%) (36%) (72%) (52%) (56%) (62%) (71%) (33%)

효과
영

역

사범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① 0.088 0.883 0.631 0.567 0.590 0.569 0.426 0.663 0.489 0.517 0.627 0.521 0.557 0.234
② (9%) 0.104 0.639 0.645 0.479 0.571 0.407 0.667 0.545 0.552 0.684 0.651 0.583 0.294
③ (14%) 0.098 0.522 0.625 0.547 0.602 0.905 0.594 0.575 0.465 0.698 0.575 0.433
④ (10%) 0.120 0.353 0.473 0.503 0.612 0.580 0.317 0.389 0.486 0.397 0.264
⑤ (10%) 0.199 0.450 0.525 0.612 0.395 0.431 0.303 0.487 0.468 0.040
⑥ (18%) 0.132 0.774 0.674 0.345 0.482 0.440 0.656 0.549 0.345
⑦ (12%) 0.189 0.699 0.526 0.597 0.420 0.609 0.590 0.365
⑧ (19%) 0.099 0.743 0.773 0.409 0.714 0.782 0.432
⑨ (8%) 0.171 0.585 0.426 0.553 0.502 0.406
⑩ (18%) 0.081 0.496 0.576 0.682 0.338
⑪ (7%) 0.137 0.700 0.440 0.314
⑫ (14%) 0.094 0.506 0.537
⑬ (10%) 0.118 0.570
⑭ (16%) 0.063

(5%)


0.376 0.120 0.161 0.491 0.159 0.301 0.235 0.584 0.118 0.490 0.254 0.245 0.118 0.724
(38%) (16%) (17%) (40%) (15%) (27%) (23%) (47%) (12%) (44%) (27%) (25%) (16%) (52%)


0.517 0.518 0.714 0.605 0.731 0.689 0.598 0.571 0.683 0.543 0.567 0.634 0.488 0.605
(53%) (70%) (73%) (50%) (67%) (61%) (59%) (46%) (70%) (49%) (59%) (65%) (67%) (43%)

주1. ①문제해결력·탐구력, ②판단력, ③독립성·자주성, ④창의·응용력, ⑤심리적 안정성, ⑥언어·의사소통능력, ⑦지도성, ⑧공감·포

용력, ⑨지식·정보능력, ⑩봉사·희생·협동성, ⑪계획성, ⑫성실성·책임감, ⑬소명감·교직관, ⑭열정임.

주2. ( )는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별 분산 성분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퍼센트임.

[표 3] 학교 급별 다변량 ∙ × ∘설계의 G-연구 결과

[Table 3] Multivariate G-study for the ∙ × ∘ design by schoo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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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분류

하위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합성점수

교

육

대

학

원

  0.119 0.120 0.116 0.124 0.145 0.117 0.127 0.041 0.159 0.056 0.192 0.123 0.090 0.073 0.067

 ∆ 0.043 0.046 0.059 0.079 0.066 0.057 0.046 0.093 0.040 0.072 0.040 0.057 0.035 0.099 0.004

 0.732 0.725 0.664 0.612 0.689 0.672 0.733 0.307 0.797 0.436 0.828 0.683 0.720 0.425 0.941

 0.797 0.753 0.711 0.791 0.757 0.734 0.779 0.548 0.812 0.585 0.867 0.752 0.756 0.680 0.962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82 0.094 0.058 0.067 0.062 0.080 0.091 0.053 0.076 0.051 0.112 0.082 0.070 0.022

사

법

대

학

  0.088 0.104 0.098 0.120 0.199 0.132 0.189 0.099 0.171 0.081 0.137 0.094 0.118 0.063 0.066

 ∆ 0.060 0.043 0.058 0.073 0.059 0.066 0.056 0.077 0.053 0.069 0.055 0.059 0.040 0.089 0.004

 0.598 0.710 0.626 0.623 0.771 0.667 0.773 0.562 0.763 0.540 0.714 0.616 0.745 0.414 0.938

 0.719 0.751 0.672 0.749 0.804 0.742 0.826 0.722 0.790 0.691 0.783 0.690 0.784 0.608 0.958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71

 0.065 0.073 0.072 0.066 0.082 0.076 0.094 0.080 0.085 0.059 0.069 0.070 0.074 0.035

[표 4] 학교 급별 다변량 ∙ × ∘설계의 D-연구 결과

[Table 4] Multivariate D-study for the ∙ × ∘ design by school levels

주1. ①문제해결력·탐구력, ②판단력, ③독립성·자주성, ④창의·응용력, ⑤심리적 안정성, ⑥언어·의사소통능력, ⑦지도성,

⑧공감·포용력, ⑨지식·정보능력, ⑩봉사·희생·협동성, ⑪계획성, ⑫성실성·책임감, ⑬소명감·교직관, ⑭열정임.

주2.  는 전집점수 분산,  ∆는 절대오차 분산, 는 의존도계수, 는 Cronbach’s , 는 명목 가중치, 
는 실질 가중치를 나타냄.

위에 표시하였으며,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정적

인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한 하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는 다른 하위영역에

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

역으로 교육대학원에서는 지도성 영역과 판단력 영역이

었으며, 사범대학에서는 독립성·자주성 영역과 공감·포

용력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심리적 안정성

영역과 열정 영역은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가

교육대학원에서 –0.374로 나타남으로써 심리적 안정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는 열정 영역에서는

높지 않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범대학에

서도 0.040으로 두 영역에서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학교 급별 교직 적성·인성 검사의 영역 별 신뢰도

및 실질 가중치 탐색

다변량 G-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 적·인성 검사

의 하위영역별 문항 수를 명목 가중치로 정하여 수행한

다변량 D-연구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하위영역

별 문항 수는 모두 동일하므로 명목 가중치는 7.1%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먼저 준거참조평가에서 적

합한 신뢰도인 의존도계수를 살펴보면 교육대학원에서

는 계획성과 지식·정보능력 영역에서 각각 0.828과

0.797로,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지도성과 심리적 안정

성 영역에서 각각 0.773과 0.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대한 기준은 연구자

들마다 다르지만,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

이 보고하고 있는 의존도계수의 범위는 0.60부터

0.96(Marty et al., 2010; Schnitzler et al., 2015;

Sluijsmans et al., 2001)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0.60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공감·포용력, 봉사·희생·협동성, 그리고 열정 영역은 적

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범대학에서는 문제해결력·탐구력 영역이 적정 수

준의 신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문제해결력·탐구력 영역은 학교 급별에 따라 측정의

동등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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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 적·인성 검사의 총점에 해

당하는 합성점수의 의존도계수와 Cronbach’s 는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모두 0.93이상의 높은 신뢰도가 산출

됨으로써 교직 적·인성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양호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고전검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Cronbach’s 와 의존도

계수를 비교한 결과,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

에서 Cronbach’s 가 의존도계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 순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사범대학에서 창의·응용력과 언어·의사소통

력 영역의 의존도계수는 각각 0.623과 0.667로 언어·의

사소통력 영역에서 더 높은 값이 산출되었지만

Cronbach’s 는 각각 0.749와 0.742로 창의·응용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에서 단

일 오차요인만을 고려하며, 피험자와 상호작용하는 요

인의 분산만을 오차 분산에 포함시키는 Cronbach’s 

와 달리 의존도계수는 피험자의 전집점수 분산을 제외

한 모든 분산 성분이 오차 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명목 가중치가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모든 영

역에서 동일하게 7.1%였었다면, 교직 적·인성 검사의

총점에 하위영역 점수가 반영된 실질 가중치는 학교 급

별에 상관없이 판단력, 언어·의사소통력, 지도성, 그리고

지식·정보능력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그리고 창의·응

용력, 봉사·희생·협동성, 그리고 열정 영역은 상대적으

로 명목 가중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대학원

에서는 문제해결력·탐구력, 계획성, 그리고 성실성·책임

감 영역이,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독립성·자주성, 공

감·포용력, 그리고 소명감·교직관 영역에서 실질 가중치

가 명목 가중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육대학원에서는 인지적 특성에서 실질 가중치가 높을

때,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정의적 특성에서 실질 가중

치가 높을 때 의존도계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예비수학교사에게

동일하게 실시된 교직 적·인성 검사 결과의 활용방안과

함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교직

적·인성 검사의 측정이 일관적이며 정확하게 이루어졌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김성연(2018b)에서 단변량 일반

화가능도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한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활용한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방법의 교원양성

기관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비수학교사의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육대학원 집단이

사범대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창의·응용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

역에서 교육대학원 집단이 사범대학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소명감·교직관, 지

식·정보력, 계획성, 문제해결력·탐구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대학원에서는 언어·의사소통력과 성실·책임

감 영역이,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판단력과 봉사·희생·

협동성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도희와 김유리

(2015)가 밝힌 교육대학원 집단의 교직핵심역량, 교수영

역, 교직 전문성에 대한 열망이 교직을 이수하는 대학

집단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와 기존의 선행연구들(백인

순, 2000; 오유진, 2016)이 교육대학원 집단의 교육과정

또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인식이 사범대학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

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 교육대학원생이 교사

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사범대 학생은

먼저 교직에 대한 적성과 흥미 등을 점검하는 것이 선

행되고 있다는 이선정과 신혜원(2008)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본 연구 결과는 교육대학원생

과 사범대학의 예비수학교사들은 미래에 이들이 직업으

로 갖게 될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처럼 학교 급과 학교의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교직 적·인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교원양성기관에

서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적 자질인 교직 적·인성을

선발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측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짧은 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자신

의 경험 축적에 의해 형성된 교직 적·인성은 쉽게 바

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정환 외,

2012).

또한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집단에 따라 예비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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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직 적·인성 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결과

들은 교원양성기관 현장에서 집단에 상관없이 교직 적·

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을 신장시키기 위한 시간 및 동기화시키기 위한 시

간들을 다른 영역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처럼 학교 급에 상관없이 인지적 영역에서 교직

적·인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즉각적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문제 상

황에서 이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전략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며, 교직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수행에 적

절히 적용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과제를 수행할 때

계획을 세워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반면에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중 교육대학

원 집단에서는 언어·의사소통력과 성실·책임감 영역이,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판단력, 봉사·희생·협동성, 창의·

응용력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교과관련 지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교육대학원

에 진학한 원생들은 대학생들보다 그들 스스로를 미래

의 학생들을 교육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적성과 인성

역량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언어·의사소통력(전경희, 조안

나, 2017)을 통해 학급운영, 수업관리, 학습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반면에 사범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교직적성과

흥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고 이를 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표출하며, 자기의 이익보다 상대방이나 국

가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양보할 줄 알고 베푸는

생활을 실천하는데 좀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언어·의사소통력과 성실·책임감 영역은 사범

대학에서, 그리고 판단력, 봉사·희생·협동성, 창의·응용

력 영역은 교육대학원 집단에서 해당 영역들을 개발하

도록 이 영역의 필요성을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씀으로써 교직 적·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데 사범대학에서는 학생들과 원활

히 소통하고, 이념과 사상, 의견이나 태도, 지식이나 사

실 등을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교직의 임무

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만 하

는 일을 촉진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

록 하는 자기목표설정, 자기관찰, 자기처벌과 같은 교육

내용(김진영, 이기종, 2013)을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변량 G-연구 분석결과, 교직 적·인성 검

사점수에 교직 적·인성 수준 차이가 문항 난이도 차이

보다 더 많이 반영된 하위영역은 집단에 상관없이 지

식·정보능력 영역, 그리고 교육대학원 집단에서는 판단

력, 계획성 소명감·교직관 영역, 그리고 사범대학 집단

에서는 심리적 안정성 영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대부분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영역

간 측정의 오차를 고려한 상관계수는 정적인 관계를 나

타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성 영역과 열정 영역은 교

육대학원 집단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사범대

학 집단에서는 상관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다변량 D-연구 분석결과, 대체로 교육대학원

에서는 인지적 영역의 계획성과 지식·정보능력 영역이,

그리고 사범대학 집단에서는 정의적 영역의 지도성과

심리적 안정성 영역의 의존도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위 영역 중 문제해결력·탐

구력 영역이 교육대학원 집단에서는 적정 수준의 신뢰

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범대학 집단에서

는 적정 수준의 신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문제해결력·탐구력 영역은 학교 급별에 따

라 측정의 동등성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

를 보였다. 또한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Cronbach’s 가

의존도계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 순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와 관련하여

서도 교육대학원에서는 계획성, 판단력, 문제해결력·탐

구력, 언어·의사소통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이,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심리적 안정성, 독립성·자주성, 공감·포

용력과 같은 정의적 능력에서 실질 가중치가 명목 가중

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직 적·인성 검사의 총

점에 해당하는 합성점수의 의존도계수와 Cronbach’s 

는 학교 급별에 상관없이 모두 0.93이상의 높은 신뢰도

가 산출됨으로써 교직 적·인성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부에서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에 동일하

게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안으로 보급하기 위해 정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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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교직 적·인성 검사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피험자가

어떤 학교 급별에 속해있는지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 요

인들에 의해 측정의 정확성 또는 측정 오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

(Li & Brennan, 2007; Powers & Brennan, 2009; Yin,

2005)과 일치한다. 따라서 측정 오차가 피험자 집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개입될 경우에 측정의 동등성이 위

배되는 결과가 초래(김성숙, 전경희, 2018; 김성연,

2018b)될 수 있으므로 교직 적·인성 검사를 개발,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에서 교과목 및 학교 급별 특성을 고

려한 측정학적 측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측정의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적

자료를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교직 적·인성 검사의 타당성을 확보함

으로써 예비수학교사들의 교직 적·인성 수준을 보다 정

확하고 신뢰롭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의 결과는 기존에 고전검사이론을 바탕으로 한

Cronbach’s 는 측정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으로써 신뢰도를 과대추정하다는 연구 결과들(Brennan,

2001a; Dunbar et al., 1992; Fyans, 1983; Shavelson et

al., 1993)과 일치한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신뢰도로 일

반화가능도 이론을 바탕으로 준거참조검사에 적합한 신

뢰도인 의존도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일반화가

능도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직 적·인성 검사의 하

위영역을 고정한 상태에서 학교 급별에 따라 교육대학

원과 사범대학 집단으로 나누어서 피험자와 문항만을

검사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따라

서 실제 교직 적·인성 검사점수에서 교육대학원과 사범

대학 간의 집단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분석에서 제외

되어 있다. 향후 교직 적·인성 검사를 연구하는 경우에

는 검사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 학교 급별을

나타내는 집단 효과 뿐만 아니라 각 학교 급별의 특성

과 피험자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별 문항 수에 비례하게 명목

가중치를 설정한 상태에서 실질 가중치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교직 적·인성 검사의 총점에 반영되는 명목 가

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여 그에 따른 의존도계수의 변화

를 확인함으로써 교직 적·인성 검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측정조건과 실

질 가중치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교직 적·인성 검사를 학교 급

별에 따라 교육대학원과 사범대학 예비수학교사에게 실

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측정의 동등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것으로, 교직 적·인성 검사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교직 적·인성 검사가 수행되어

야 할 전체 피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대상을 표집

하여 다변량 일반화가능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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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surement equivalence and to suggest application ways

in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test results for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betwee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a college of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cores of the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test of 36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enrolled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nd 111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a college of education by performing a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graduat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had a higher

level of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than that of colleg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based on the

total scores. In addition, graduat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had higher levels of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than those of colleg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except for a creativity·application domain

based on the sub-domain scores. Second, cognitive domains were measured more precisely but affective

domains were measured less precisely for graduat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than for college’s

pre-service mathematics teachers. Third, regardless of school levels, Cronbach’s  values, which might be

overestimated by applying the classical test theory, were higher than dependability coefficients. Fourth, this

study showed a somewhat negative result in ensuring the measurement equivalence for a problem

solving·exploration domain. However, regardless of school levels,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verall

measurement was generally reliable on composite scores.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methodologies’ approach can be useful for exploring the measurement equivalence

issu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test, how to apply a multivariate

generalizability analysis for detecting the measurement equivalence, and how to develop future research based

on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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