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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은세계수준의

전문성을목표로하여야한다

곽병선 본지발행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kwak@ kedi.re.kr

새로운 시 에 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부문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교

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의 역할도 더

욱 강조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수학

습자료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러한 요소를 활용하는 교원들의 능력과

사기 여하에 따라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기때문이다. 

이제우수교사의확보문제는우리교

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다가오는 지식기

반사회에서의 교원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고, 교직에 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가로서의 긍지

를가지고부단히자아혁신을위해노력하는자이어야한다. 

이러한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양성기관

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

원수급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교원의 질적 저하의 문제에 봉

착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체제의 목적형과 개방

형에 한논쟁으로번지고있다. 

양자는 그 나름 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의 초점

은교원수급의불균형에있는것이아니라, 교원의질적저하

에있다는것을분명히해야한다. 우수교원을확보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형과 개방형 체제를 어느 한 형태로 통합

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해 주는 체제

로 모색해 나간다면, 보다 수준 높은 교원을 양성할 수 있으

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체제의 일원화로 얻

을 수 있는 효율성보다 다원화에서 나오는 경쟁력과 질적 우

수성이 보다 가치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기때문이다.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기관의 질 관리 체제도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및 프로

그램에 한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일이 중요하

다. 동시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적극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은 중점적인 행∙재

정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양성기관으로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은 일반

학이나 타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의 활용이 가능해지려면, 평가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고 평가 결과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전문적 평가인

증기구가설치되어야할것이다. 

우수교사를 양성해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한

후에는 임용제도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우

수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용방법과 절차를 구

안할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어떠한 신체적∙정서적∙사회

적∙교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해야 하며, 동시에

수업능력 평가와 실기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임용하는 측

에서의 선발형태가 교사양성기관의 교육행태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을 산출하고 임용 계획을 수립하

는 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특성을 적용하는 선발기준

과 임용고사 방식을 스스로 구안하여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교원임용제도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일도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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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부 관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

간을 육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물결운동”은 교육, 교수방법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

을 해 주는“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이 특기적성과 발표 등

과 전부 관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

간을 육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는 한민국을 표하는수도이며, 따라서서울교육은한국교육의표본이자견인차라고합

니다. 우선한국교육을 표하는서울교육의현황을소개해주십시오. 

서울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학교는 2,311개교, 학생 수는

1,643,847명, 교사 수는 70,929명이고, 35,000여 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또한 11개 지역교육청에 산하기관

이 많이 있습니다. 17개 도서관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교육

원,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등5개사업소, 4개의평생학습관이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은 서울에만 있는 겁니다. 보건원은 병원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곳이죠. 그러나 시의회나 교육위원회나 국회에서 보면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기에 보건원의 필요성

에 해느끼질못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그럴때마다보건원은예방을위한서비스를하는곳이라고

말하곤합니다. 이외에도각종장학재단, 학술재단이있습니다. 이것이500여개가됩니다. 이렇게규모가큰

만큼문제발생소지도매우큽니다. 그래서항상준비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책임자이자 서울교육이라는 거 한 선박을 이끄시는 선장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교육감님이구상하시는서울교육의청사진과서울특별시교육청의경 은물론서울에산재한각급학교의지원

등에관해서도말 해주십시오. 

현재의서울교육에있어서제도적인면은중앙정부에서다루고우리는실무내용인교육과정과방법을개선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곳

입니다. 지금공교육이문제가되고있는것이다른게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너무나사교육에많은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유는 공교육의 내실, 교수학습방법, 여기에서 뒤쳐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새물결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교육, 교수방법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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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합니다. 그것이 특기적성과 발표 등과 전부 관련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창의

적∙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지원행정에노력하고있습니다. 이렇게계속추진하면공교육은살아납니다. 

현재 서울교육은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규수업시간에는 낮잠을

자면서학원이나보충수업에미루고있거든요. 좀시간이걸리더라도정규수업을살리는데초점을맞추고있

습니다. 정규수업만잘하면보충수업도필요없고강습소같은학원에도덜가게될겁니다. 다만타시∙도와

다른 점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류 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

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울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뒤떨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

다보면지방에도 향력을미칠것입니다. 

교육자치제는지방자치제와쌍두마차를이루는제도입니다.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과서울특별시, 그리고중앙정부

의역할관계가어떠냐에따라자치제도의성패는물론성과를결정한다고봅니다. 이에 한교육감님의고견을들려

주시지요. 

교육자치는 지방차지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개혁이 가장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제도라는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교육과정의 내

용과 방법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같은 부분에서 필

요이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교육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교장선생님마음 로하십시오’라고말합니다. 장학지도를안해주면오히려더발전합니다. 중앙정

부는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우리들이니까 그분들이 못하는 분야에서 자꾸 통제하려고

하지말고다지방자치단체에맡겨주면됩니다. 그러다보면제가보기에는훨씬더잘할거라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나오는 재정이 중앙에서 나오는 것보다 많습니다. 재정자립도면에서 서울이 앞서기 때문

에전입금이교부금보다훨씬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서울특별시에의존할수밖에없어요. 이점이타시∙

도와 다른 점이죠. 시와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담장문을 줄이면서 소공원화를 추진하고자

할때서울특별시에서추진하는나무심기와그내용이컴비네이션되니까학교담장을다트고공원화를합니

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특별시에서 줍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학교도 서울특별시와 함

께발전할수있다고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인프라의 정보화 노력과 정보통신교육 등에 역

점을두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정보화노력은특정한한분야의노력이라기보다는교육의제 역과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한다고봅니다. 이에관한서울특별시교육청이추진하고있는바를소개해주십시오. 

인프라구축에 해서하드웨어는거의100%에가깝게구축되었다고봅니다. 이것은아마선진국어디를

가도이렇게까지잘된곳은없을겁니다. 조그만한예입니다만, 교사1인당컴퓨터1 씩을보급하는나라는

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시∙도도 다 되어있죠.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IT를 ICT화하는 것입니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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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도 못하고 우리도 못합니다. 민간기업을 동원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프트

웨어 개발에 정부나 우리가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으로 개발을 하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인프라를 더

욱확고하게구축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동아리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창의력과 공동체적 인성,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시

키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일선학교에서는동아리활동지원문제등특기∙적성교육을활성화하는데어려

움을호소하고있고또한현실적으로 학진학을목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는우리나라교육현실에서는특기∙

적성교육을추진하기란여간어려운일이아닙니다. 이에 해말 해주시지요.   

지금까지 국∙ ∙수 중심의 지식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의 능력은 길러줄 수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갈

창의성 있는 인재를 키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잠재능력은 못 길러줍니다. 지금 현재 능력과

잠재능력으로 나누어 생각했을 때에 현재 능력은 지

적인 거니까 주로 나머지는 잠재능력의 역인데, 그

게 다 특기적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하면, 왼쪽날개를 과거 교육

의주안점인지적인걸로보고오른쪽날개를창의력

으로 보고,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특기∙적성 교

육을해야합니다. 퍼센트로따지자면제가생각하기

엔 20 : 80입니다. 80을 지금까지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의입시교육도그런방향으로유

도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이번에과학고등학교에서

하버드와MIT에들어간학생이있습니다. 전부육십

몇 명 중에서 63등한 아이 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

이는물리나수학을잘하는적성이있는아이 지요.

얼마 전에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도 내신 4등급이었

거든요. 그게바로우리가말하는특기∙적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기∙적성이라고 말하면 마치 딴따

라같이 보니까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아리 한마당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발표의 기회를 줘야되거든요. 처음에는

크게 안했습니다만 지금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기적성이라는 자체를 아주

적은 면으로 보지 마시고 양날개 중에서 80%에 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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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도라는 하드웨어는 정부에서 결정

하고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당되는 오른쪽 날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엘리

트교육을보편화단계에서생각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전국16개시∙도교육청가운데서울특별시교육청이처음으로‘ 흡연과의전쟁’을선포, 서울시내모든초∙중∙고

교를‘ 절 금연구역’으로 정해 교내흡연을 전면 금지시키고‘ 학교금연운동 추진팀’을 구성, 흡연예방과 관련된 각종

세부안을마련하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실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학교현장에서의교사와학생간의

관계의중요성을생각하여교사들이금연운동에솔선수범해야한다며가장먼저교육감님이금연하고계신걸로알고

있습니다. 정말결의가 단하신데요, 이에관해좀더자세히소개해주십시오.

제가 놀랐던 것은 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이 흡연을 한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흡연연령이 내려간다는

건굉장히위험한겁니다. 선진국에도이런경우는적습니다. 게다가여학생의흡연도늘어나고있습니다. 그

래서이정책을적극추진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계가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됩니

다. 아시다시피 흡연이 어렸을 때 시작되면 흡연은 곧 모든 비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흡연 그

다음단계는약물로곧넘어갑니다. 즉건강, 약물중독예방, 비행을예방하기위해서금연운동이반드시필요

한것입니다. 다만우리가하는방법중에두가지가다른거예요. 처벌하는것은2차적인문제이고교육을통

해서자진해서금연하도록해야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교원들부터 끊고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어 아이들이 보고 배우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

해 교육프로그램으로 금연운동의 확산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월 1일부터 우리교육청과

산하기관을절 금연구역으로지정하여교육청산하모든교직원들도금연운동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습

니다. 올해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금연건물로 지정되는 시 적 추세에 맞추어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통

하여 처벌이 아닌 예방과 치료 차원에서 학생 흡연을 근절시켜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

난해 10월 8일 결연식을 통해‘ 변호사 명예교

사제’를 공동 운 키로 합의하셨는데요, 이는

변호사를 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명예교사로 위

촉해 교권침해나 학내 분쟁 등과 관련한 법률

상담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교원

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진전상

황을 말 해 주십시오.  

법률에 한 생활화와 일반인들이 법률을

생활화하기가 어렵듯이 교사들도 법률을 몰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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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억울함을당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하여‘변호사명예교사제’를운 하게된것입니다. 현재까지126명

의명예변호사가있고현재276명이추가지원하는등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문제를 무엇인지 말 해

주십시오.

정규수업을 통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제 로 운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공교

육을정상화시킬수있도록교수학습방법의개선이이루어지는것이가장시급하고중요한문제라고봅니다.

아울러이러한과제들을원만하게해결하기위하여역할분담이라고할수있는, 중앙정부인교육인적자원부가수행할

일과서울특별시교육청이수행해야할일을구분하여말 해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획과 재정이라는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집중해야합니다. 한가지예로, 호주나뉴질랜드, 구라파에시찰단을보내서확인한바에따르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앞서 있지만 하드웨어는 우리만 못한 데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드웨어에

만계속신경쓰는데, 승부는소프트웨어에서봐야하거든요. 제가러시아의어느발레2연승우승학교에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

습니다. 우리로말하자면D급정도의시설이었죠. 그렇지만그학교는발레에있어서2연승을한학교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것은바로교육의소프트웨어에서승부가결정된것이란것을의미하는겁니다.  

요즈음 교원문제는 교육현안 중에서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교육개발』제132호의 특

집이‘ 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입니다. 서울 교육에서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원문제와 이에 한 교육감님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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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을 통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제 로

운 하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교수학

습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시급하

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의복안을듣고싶습니다. 

교원임용제도는 시∙도에 맡겨주면 좋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를들어지금초등교사문제는서울을전혀문제가없거든요. 중등은말할것도없지만, 거기다자율성을주

어서교육 학하고도협조해야하는것아닙니까? 시∙도별로자율성을갖고교육 학과협의하여임용할수

있도록교원임용제도를시∙도교육청에일임하 으면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부전공∙복수전공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교육 활성화를 위하

여 신규교사 임용시 TOEFL 600점 이상, TEPS 804점 이상, TOEIC 870 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게 가산

점을 부여하고, 이와 아울러 외국연수 및 홈스테이를 통하여 생활 어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려고 합니

다. 홈스테이도 학에서 하면 안 돼요. 직접 현지의 초∙중등 학교에 가서 4주씩 해야 돼요. 도시는 안 보

냅니다. 한국사람 없는 데로 보내야죠. 도시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한국인과 접하다가 끝나기 때문이죠. 이렇

게 해서 어만은 서울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생활 어는 모두 가능하도록 목표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학이 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도 변합니다. 거기에 초점

을둔겁니다.  

교육은학교에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닌만큼, 가정에서의부모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합니다. 그러나그만큼학

부모들의 교육욕구가 남달리 강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교육욕구와 기 를 공교육체제가

수용하고소화하기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의입장과교육감님의소견을말 해주십시오.

교육은학교에서만한다는의식을버려야합니다. 교육은부모와같이할때성공가능합니다. 그리고사회

가협조할때한걸음더나아갈수있는겁니다. 학교만이아니라가정∙사회가모두교육에참여하는학교공

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청에서는‘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을‘서울교육새물결운동’의 실천

과제로삼아운 하고있습니다. 현재서울에이운동의거점학교11개가있는데, 그곳학교들은학부모가교

육자료를만듭니다. 표적으로잠일초등학교같은경우는교장실이자료만드는장소로이용될정도로학부

모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에 교육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기관에서 선생님들의 연구결과가 교육 현장에

구체적으로어떻게반 되는지를말 해주십시오. 

우리청은 action research, 즉 현장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

현장보급을위한연구라고할수있습니다. 또이것이서울특별시교육청의정책으로연결됩니다. 예컨 , 첫

번째로 성교육의 경우 순결교육이라는 관념을 깨고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급했고, 두 번째로 건강교육 교

재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특히 건강교육 교재는 양호교사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

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지난해부터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청의 현

장연구를 통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교육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결과

도낳습니다.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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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금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국내 최고의 정부출연 교육전문연구기관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주요 교육연구기관과 교육방송(EBS)을 탄생시킨 모체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교

육감님께서한국교육개발원이수행해주었으면하고바라시는바가있다면, 말 해주시지요. 

제가 전에 한국교육개발원 자문위원도 했었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일도 많이 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교육

개발원은 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입안하는 산실이고,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이 모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기

회에 말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앙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해도, 독

자적으로 교육현장을 반 하는 연구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일찍부터 현장이 없는 교육학

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유명합니다. 국의 학에서는 교수방법 현장훈련이 없으면 부교수 승진이 안 된

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경험이 없는 교육학은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끊임없이

학교현장과접목된이론을개발하여보급할수있었으면합니다. 

바쁘신데도불구하고, 인터뷰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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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교에서만 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교육은 부모와 같이 할 때 성공 가능합니다. 그

리고사회가협조할때한걸음더나아갈수있는겁니다. 학교만이아니라가정∙사회가모두교

육에참여하는학교공동체를구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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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사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 / 안 / 칼 / 럼

프 롤 로 그

1. 표준화에서 맞춤화로

옛날50�60년 의어머니들은자녀들의재킷을손수손으로짜서자녀들의몸에꼭맞게만들어입혔다. 그

러다가 70년 부터는 시장에서 S, M, L, XL 등의 크기에 따라 자기 키나 몸의 치수에 맞는 옷을 골라 사 입게

되었다. 크기의표준에맞춘것이다. 이처럼산업사회의특징은표준화(Standardization)에있었다. 그러나정

보화시 의제조업은맞춤화(Customization)를지향하고있다. 다시맞춤시 가된것이다. 각개인에관한여

러 가지 사항을 컴퓨터로 입력하면 그에게만 꼭 맞는 제품이 생산되어 나오게 된다. 맞춤 양복, 맞춤 구두가 나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학습에 관한 현재의 패러다임은 아직도 산업 사회의 제조업처럼 표준화에 기초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같은 모양의 교복을 입고, 꼭 같은 내용의 검인정 교과서로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

생님에게꼭같은교과시간표에따라수업을시작하고또끝나는시간이똑같다. 공부를꽤나잘하는수학 재,

과학 재학생이나꽤나공부를못하는학습부진학생이나모두한반에모여같은내용을함께공부한다. 그래

서때로는 재학생이왕따가되기도하고, 부진학생이집단따돌림을당하기도한다. 수업시간의시작과끝, 교

과시간표, 숙제의양등모두가같은잣 로표준화하여교육하고있다. 그러나우리는모두잘알고있지않은

가? 학생들은학습능력이서로다르고, 학업속도가다르며, 학습흥미와욕구도각기다양하기때문에개인차

(Individual differences)에따른수업을해야한다고. 그런데왜교육의실제는우리가알고있는이론과생각

로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량 교육 또는 량 집단 학습이 기호논리학적 또는 경제학적 효율성에 따른 산

업 사회의 표준화 정책과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에 기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의 논리, 경 합리화의 논리와

교육의 논리가 서로 달라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깔끔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산만하기조차 할지라도 교육은

교육의논리에따라야한다. 표준화의원리는효율성에기초한것이라면맞춤화의원리는효과성을강조한것이

1450년 여름, 프러시아의 어느 시골마을 장간, 구텐베르그는 호미와 낫과 같은 농기구를 만들다 남은 쇳물로

심심하던 차에 자체 모양을 만들어 본다. 재미있다. 활자들을 굳혀서 잉크에 묻혀 종이에 찍어 보니 예쁜 씨들

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을 찍어서 돌리다보니 구텐베르그의 성경은 순식간에 널리 퍼져 나갔으며, 급기야는

종교개혁까지일으키게되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은신 중심의암흑의 중세를근세로바꾸어 놓은분수령이되었다. 이렇게해서 모든삶의패

러다임이바뀌게되었다. 

또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뀜에 따라 또 한 차례,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마

차를 타고 다니던 농경 사회와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니던 산업 사회의 삶의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산업

사회의삶의양식이한이백여년동안우리의삶의얼개를만들어왔다. 그것은산업사회의패러다임이었다.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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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의 적응

다. 교육 현장에서는 효과성(effectiveness)없는 효율성(efficiency)모델은 애시당초 의미가 없다. 아이들 성적

평가도 평균치(mean)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 규준(norm)에 따라 정상분포곡선

(normal curve) 내에서 그 성취수준을 따지는 것도 산업사회의 표준화 논리의 산물이다. 맞춤화의 패러다임에

서는 평가의 근거가 성취목표, 즉 준거(criterion)가 되어야 한다. 평균 점수가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달된목표가무엇이며, 몇개의목표가성취되었느냐하는것이관심의초점이되어야한다.   

2. 관료적 조직에서 팀 중심의 조직으로

관료적조직(bureaucratic organization)은계층적구조를지닌 규모의합리적관리조직이다. 규모란구

체적으로어느정도인가? Anthony Downs는“최고관리층의사람들이전조직구성원의절반이상을알수없

을 정도의 규모”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료적 조직의 속성은 법규에 의해 운 되고, 권한과 관할 범위가

명확하고, 계층구조로이루어졌으며, 공사구분이명확하고, 전문화, 문서화, 그리고구성원의전임직(full time

job)화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관료 조직은 량 생산과 량 집단 관리를 위한 전형적인 산업 사

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적 조직은 무능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기 쉽고, 목표와

수단간의 치현상을초래하고, 구성원을부속품화하고, 인간성을상실하며, 형식주의에빠지고, 무능력자들을

량으로 승진시키고, 할거주의가 팽배하고, 전시적 행정을 일삼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처능력이부족하며, 소극적인데다가권력을소수가독점하는폐단이속출하고있다. 특히교육현장과같은무

사안일( )이일반화된풍토에서는관료적조직이좀처럼변화할줄을모른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문가들 중심의 팀 조직(Team-based organiza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환경에서

도팀중심의조직으로바뀌어야한다. 학교교무실조직도학년담임교사조직(초등학교)으로, 담당교과교사조

직(중등학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중심으로 바뀌

1969년에미 국방성에서는자원을공유하고한군데에정보를모아두었을때생길수있는사고를미리 비하기

위해 UCLA, 스탠포드, 유타, 캘리포니아 학 등 4개 학에 소재한 4 의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 다. 이는

바로 ARPANET(Advance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World Wide

Web(WWW)이라는 오늘날의 Internet으로 발전하게 되 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지금도 빠르게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유통시장은 전자 상거래로, 사교육 시

장은 서서히 사이버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상당 부분의 삶의 모습이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장 둔감한 분야가 우리나라의

공교육분야이다. 국가교육의 정책당국자들도, 학교장들도, 교사들도, 교육연구에 종사하는사람들도변화에둔감하

기는매한가지다. 그러니교육은사회각분야에서가장뒤떨어져가고있는지도모른다. 

/ 허형(중앙 학교교수, hhu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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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한다. 관심분야의사람들과관련전문인력의협동적문제해결과정을중요시해야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연령에의한계층구조, 남녀별차이에의한조직형태등의폐단을없애야한다. 

3. 중앙 통제에서 책무성과 자율성 중심으로

산업 사회에서는 중앙의 통제탑이 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해 왔다(Centralized control). 교장이 모든 교사

들의행동을감시하고통제했으며, 지역교육청장이학교장을통제해왔고, 교육부가전국의교육조직을통제해

왔다. 이러한중앙통제적행태는산업사회의패러다임에서나온것이다. 그러나이러한중앙통제방식이방

한 조직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폐해가 크다. 중앙 통제 관리체계는 분권적 관리체제로 바뀌어야

하며, 각각의하위조직마다책무성을수반한자율성(Autonomy with accountability)을강조해야한다. 학교장

의자율성과책무성을강조해야한다. 자율과창의적활동을강조하되결과에 한책임을강하게물어야한다.

학교장은 또한 각 교사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야 한다. 교사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최 한 보장해야 한

다. 그래야 교육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교사에게 교육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교사의

교육열이불붙어야한다. 또한교사는학생에게교사의통제보다학생의자율과책임을강조하는교육을강화해

야할것이다. 이것이정보화사회의새로운패러다임인것이다.

4. 경쟁적 관계에서 협동적 관계로

우리는교육에서너무경쟁적관계를강조해왔다. 표준화에의한평가체제, 규준에따른비교우위의평가체

제가 구성원들의 상 적 경쟁 관계를 조장했다. 그러나 사회는 경쟁적, 립적 관계(Adversarial relationship)

보다협동적관계(Cooperative relationship)를 중요시해야한다. 우리 사회는집단공동체적힘이 약하고분열

되어 있다. 교육 환경에서 집단의 공동체적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 어느 교장이 잘했느냐를 강조하기보다는 어

느학교가우수한학교로모델이될수있느냐를평가해야한다. 교사의연구도개인연구보다는집단연구를장

려하고 학생의 평가도 누가 더 공부 잘 하나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느 조( )가, 어느 분단( )이 더 협동적으

로과제를잘수행했느냐를강조해서평가해야한다. 이세상어느일치고혼자잘해서되는일이있는가? 학교

현장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의 현상의 문제도 교육의 협동적 관계를 강조하다보면 자연스럽

게해결될것이다. 

5. 전제적 의사결정에서 분담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심 한 향을 미친

다. 독단적, 독재적, 전제적방식으로의사결정하는경우에생산성이저하됨은물론집단구성원의갈등과분열

까지조장된다. 그러나 다수의많은조직에서의사결정이분담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최고결정권자와소

수의참모들에의해서전제적방식으로의사결정(Autocratic decision making)이이루어진다. 집단구성원간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집단의 창의와 의견 수렴을 통한 분담적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이더욱효율적이면서도효과적이라는사실은조직의의사결정에관한많은연구의결과다. 지난해교

육부는초등학교교사충원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각교육 학총장들의의견을무시하고교육부의방안

을 고나가다가결국은좌절하고말았다. 교육 학총장협의회의의사결정을존중하고나서전문가집단의의

사결정을 통하여 그들의 결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분담적 의사 결정을 따랐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교사 충원의 문제, 초임교사 임용의 문제, 교사의 정년에 관한 문제, 제7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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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의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모두 교육부의 관료 조직의 발상과 전제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1970년의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통하는 시 가 아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시 의 패러다

임은협동적관계, 분담적의사결정과정을중요시한다.

6. 순응에서 진취로

학생은모든학교학습상황에서순응(compliance)하는것이미덕이며, 학생다운행동이었다. 학생들은모두

정해진자기자리에얌전하게앉아있어야하고, 조용해야하며, 그들에게질문하는내용에 하여 답해야했

다. 교사의명령에순응하고교사의지도에수동적으로따라야했다. 적어도산업사회의패러다임에서는학생은

그러해야했고, 학교환경은그틀을벗어나지않았다. 그러나정보화사회에서는순응이진취로변한다. 인터넷

을 통하여 학습과제를 스스로 찾고 정보를 자기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재단하고(customize), 재구성하고, 발표

하고, 분석하고, 요약하는 등 진취적(initiative)인 활동이 요청된다.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학생 행

동을격려하지못하거나익숙해하지못하는교사는교직을스스로떠날수밖에없을것이다. 

7. 일률성에서 다양성으로

산업 사회에서 학교 생활은 일률적인 속성을 지녔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공립이든 사립이든, 남학교든 여학

교든, 도회지의 학교든 시골의 학교든, 학생의 옷차림, 책가방, 교과서, 배우는 내용,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방학 기간과 방학 숙제마저도 모두가 똑같은 일률성(Conformity)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패러다임은다양성(Diversity)을강조한다. 우선교육과정의선택권이국가에서학생과학교, 지역교육

청으로넘어가고있다. 학교의종류도다양하게달라져야한다. 학생의필요와요구가다양하기때문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특수 목적고가 생겨날 것이고 자립형 고등학교가 증가할 것이다. 어느 학교가 어떤 교육과정을 어

떻게 운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교육체제는 이를 더욱 수용하고,

지원하게될것이다. 

8. 일방향의 의사소통에서 네트워킹으로

인터넷의 발달은 일방향의 의사소통(One-way communication)체제를 순식간에 네트워킹(Networking)

체제로 바꾸어 놓았다.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 교과 내용은 한 나라의 교과서 수준을 뛰어넘어 전 지구적 학습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격 교육, 사이버 학교의 기능이 확 될 것이다. 국정 교과서나 검인정 교과서

를고집하는경우에는지식의 양실조현상을초래하게될것이다. 다양한네트워킹으로정보를전달하고수신

하는방식을개발하고이를통하여정보와지식을교환하고, 재단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공급하는능력을개

발해야할것이다.   

정보화 시 의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교육의 모든 분야가 하루 빨리 이 새로운 문명사적 패러다임에 적응해

야한다. 교육이한발앞에서사회를리드해야하기때문이다. 

에 필 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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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학자들은 미래사회의 주요 변화로 지식정보의

급속한 팽창, 과학기술 특히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산업발달과 산업구조

의 고도화, 국가간 문호의 개방과 세계경제의 출현, 사

고의 다양화, 사회체제의 분화 등을 들고 있다. 미래사

회의이와같은변화는교육에 향을주어교육체제의

변화와발전이불가피할것이다. 그리고21세기의교육

은 교육내용과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에종사하는교원들의직무수행이한층곤란해질것이

며, 그에따른교원의전문화가필연적으로요망된다.

따라서교육부는그동안각종교육개혁정책을추진

하 으며, 특히「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교원의 전

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할수밖에없었다. 더욱이최근에는교육개혁을추

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

써초등교사의심각한부족사태를초래하고있으며, 부

족한 초등교사의 확보에 여념이 없다보니 교원의 전문

성에 한 고려가 미흡한 채 교원을 충원하고 있어, 교

육부가 표방하고 있는“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라

교사양성및임용체제의현주소와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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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양성 및 임용체제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

는정책을무색하게하고있는실정이다. 

이 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의 현

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여지식기반사회에서요구되는유

능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

는데있다. 

Ⅱ. 교사양성및임용체제의현실태

교원정책은크게는양성, 자격부여, 임용, 능력계발을위

한 현직교육, 그리고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 앙양 등

으로구분해볼수있으나, 이들중우수교원확보에서가

장 중요시되는 것은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이다. 다음에서

는 교사양성 및 임용체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자한다.

1. 교사양성체제

교사 양성 교육기관은 교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양호

교사, 사서교사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되며, 설

립주체에따라서는국립과사립으로구분된다. 

먼저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기관은 전문 가 91개로 4

년제 학 52개의 거의 두 배가 되며 설립별로는 11개교

를제외하고는 부분이사립교육기관이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 교육기관은 총 13개이나 11개 교육

학이 주가 되고, 교원 학 및 사립 사범 학 초등교육과

도각각1개씩있으며, 학생정원은정부의교원수급계획에

의해매년조정되고있다. 

중등학교교사양성교육기관은매우다양하다. 즉, 사범

학, 일반 학의 교육과, 일반 학의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 학원이 있다. 원래 일반 학의 교직과정은 사범

학이나 일반 학 교육과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교과목의

교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가된 교육기관이다. 사

범 학은 총 41개이며 이들 중 사립사범 학이 28개인데

학생 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 교육부가

사범 학 학생의 증원을 억제하고, 다른 학과 정원으로의

전환을권장한결과이다. 

한편, 일반 학의 교직과정 이수 학생 수는 교직과정 설

치 승인 당시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이지만 그 수는 사

범 학과 일반 학 교육과의 정원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

그리고 123개의 교육 학원은 중등교사 양성기능도 일

부 담당하기는 하지만 주로 현직교원들의 현직교육기능을

수행하고있다. 

최근 IMF체제로 인한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비교적 안

정적인 교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양

성기관 신입생 모집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경쟁

률이 높은 실정이다. 교사양성기관들은 적합한 교직희망

자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시험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학 교직과정의 경우 지원

자격으로 학업성적 평균이 B이상이고 정원의 10% 이내

인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발전종합방안에

의하면 교사양성 학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과 교육실습

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사양성기관과 초∙중등학교와의 협

력체제를 강화하며, 교 ∙사 생들의 학습부진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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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교육은 교육내용과 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교

육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직무 수행이 한층 곤란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교원의전문화가필연적으로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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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봉사 활동 실적을 학점화 또는 졸업 요건화 할

계획이라고한다.

현재교원의자격은법으로규정되어있으며, 교원의

자격검정은 무시험 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되나

부분의 자격검정이 무시험 검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시험보다는교육과훈련을중요시하기때문에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무시험검

정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교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구분되고있으며, 이러한구분은교원들의전문성심화

에따라그에상응하는 우를해주고그들의전문성을

더욱보장∙발전하도록유도∙촉진하기위함이다.

2. 교사임용체제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제도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에서교사로서의기본적능력과자질을갖추고있는교

직적격자를 선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교사양성 교육

과정운 에지 한 향을미치며, 일반인들의교사와

교직계에 한인식과평가에 향을준다는점에서매

우중요하다.

현행신규교사임용시험제도는교사자격증소지자를

상으로 제1차 필기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역에

한 시험이고,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실시되는 제2

차 전형은 논술고사, 일반면접, 실기면접( 어회화, 수

업실기능력, 컴퓨터 일반기초이론 필기시험)으로 구분

실시된다. 1차 선발은 시험결과와 학성적을 일정비

율로 합산하여 선발하며, 1차 시험에서 소요예정 임용

인원의일정배수를선발한다. 2차시험에합격하여임

용이 예정된 교원에게 일정 기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한

다. 그러나사립학교에임용되기를원하는경우는임용

고사없이임용된다. 오늘날점차로신규교사임용시험

에서 지필고사의 비중을 축소하고, 수업실기능력 평가

와면접평가를강화해나가고있다. 즉, 면접의비중을

폭 높여 교직에 한 사명감, 생활지도 능력 등 교직

적성과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면접

의현장성을높이기위하여면접시험위원중현직교사

의참여를확 하고있다.

Ⅲ. 교사양성및임용체제의주요문제점

1. 교사양성체제

교원정책에서가장중요한일중의하나는우수한교

사를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일인데 우리나라 교사

양성체제에서드러나는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초∙중등 교사 양성기관과 유치원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목표가 뚜렷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

되어 있지 않으며, 특색 없는 교육과정은 그 성격이

모호하고, 교육과정에 교육현장의 요구반 이 미흡하

여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교직전문성 신장에 적합치

않으며, 이로 인해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여되어있다.

둘째,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학 교육과정의 중핵적

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운 은 요식 절차

로인식되어등한시되는경향이있다. 부속학교가설치

되어있지않은교사양성 학이많을뿐만아니라교사

양성 학내에실습전담부서가없고, 교사양성기관교

수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교육실습이 형식적이며 비효

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셋째, 학생의 성적평가에서 지나치게 상위등급에 편

중된 상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교사양성 학의 학점에

한사회적공신력을추락시킬가능성이있으며, 또한

성적경고의 기준도 너무 낮아 성적경고제 자체가 별다

른구속력을갖지못하여유명무실한실정이다. 

넷째,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은 매우 미흡하여 교

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 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실

험∙실습설비, 학습자료와도서, 그리고교수진이갖추

어져 있지 않으며, 교사양성기관간에 상당한 양적∙질

적격차가있다. 특히교수확보율이저조하고교과교육

전공교수의확보가매우미흡하여, 사립사 와일반

학교직과정의경우강좌당학생수가과다하여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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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의문시된다. 

다섯째, 중등교사 양성기관과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지나친 다원화와 난립은 매년 유치원과 중등학교에 임용

가능한 인원보다 몇 배나 많은 예비교사를 양산해 냄으로

써 공급 과잉사태를 야기하고, 이것은 교원임용에 적체현

상을 낳고 교원의 양성 및 수급간 조절능력을 상실하게 하

며,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교직에 한 매력을 잃게 하

여교원의질적저하를초래하고있다.  

여섯째,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

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교원

양성기관 간에 각기 다른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긴

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현재 이들 기관간에는

역할과업무분담이불명료하고협조체제가미흡하다.

일곱째, 교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 자격부여 방식에

서 교사양성기관들 간의 질적 격차가 반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부여에서는 주로 소정의 학

점이수 여부만이 고려될 뿐 교원으로서 필요한 품성이나

올바른 교육관 등의 인성적 특성이나 실제 수업지도 능력

을갖추고있는지확인하기어렵다.

2. 교사임용체제

교사임용체제에서 드러나는 주요 문제로는 다음 몇 가

지를지적할수있다. 

첫째, 현행 교원임용제도하에서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고 관여함으로써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교원의 수요와 공급에 자율적으

로 처하기 어렵다. 물론 그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인사권이 시∙도 교

육청에 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

으로는 자율성 행사에 한 시∙도 교육청의 자신감 결여

가더큰원인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임용시험제도는 학성적을 일정비율 반 하고

있으나, 학성적 반 에 있어서 양성기관 간의 질적 격차

가 전혀 반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원양

성기관 입학당시의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

니라, 졸업 시에 교사자격증 부여기준이 교원양성기관마

다 다양하고, 양성기관 간의 질적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격검정의 과정에 반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고

사에서 학성적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반 하는 데는

문제가있다.

셋째, 2차임용시험에서시∙도교육청이주관하여실시

하는 면접, 수업실기 등의 평가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모호하고 편파적 판정의 오

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여 시행방법

과절차의객관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어려운실정이다.

넷째, 현행 임용시험제도는 양성제도, 자격제도, 교원수

급계획, 현직교육 등 다른 교원정책들과의 연계성을 제

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 임용제도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질적 통제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등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현행 임용시

험제도는그러한배제장치가없다. 

다섯째, 현행 임용제도는 임용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살

리기 어려워 우수교원의 도시 집중과 지역간 교육격차

의 심화 및 지방의 교원수급계획상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

다. 무리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지역여건이 낙후된 벽지 및

농어촌지역은그피해상황이더욱심각한실정이다.

Ⅳ. 교사양성및임용체제의개선방안

1. 교사양성체제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교사교육은 지식기반사회로 나아

가는데 있어서 교육의 다른 여러 부문 중에서도 최우선적

으로 관심과 배려의 상이 되어야 할 전략적 부문이기 때

문이다.

첫째, 교사양성교육체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양성교육기간을 지금보다

는더연장시켜나갈필요가있으며, 교사교육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교과교육을 철저히 지도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르는데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식기반사회에서 강조되는 창의성 및 정보화 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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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성, 정서, 도덕성 함양과

관련된 교과들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여건(교수, 실험∙

실습시설 설비, 부속학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과정이정상적으로운 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특히 교육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속 초∙중등학교

의 수를 절 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고, 교육실습의 표

준화된내용정립이필요하며, 아울러교육실습의기간

을6개월이상으로늘려야할것이다. 

셋째, 실습기간의연장도중요하나실습의실시방법

에 있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관

찰, 참가, 수업, 실무실습을구분하여실시할필요가있

다. 예컨 , 관찰실습은 가능한 한 교사양성기관 입학

초기에,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그리고

실무실습은4학년에실시하여학생들이점차로교직에

적응할수있는능력과태도를기르게한다. 

넷째, 교육실습전담지도교수제를도입∙운 함으로

써 교육실습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

습을관리하며, 교과를고려한개별화된실습지도와지

속적인평가를통한교육실습의개선이이루어지고, 또

한 교사양성 학과 학교 현장교사와의 협력체제를 구

축할수있어야한다.

다섯째, 교사양성 학 교수들에 한 현직교육을 활

성화하여이들의전문성이더욱계발되도록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교사교육에 있어서 씨앗 중의

씨앗의역할을수행하기때문이다.

여섯째, 초등학교 학급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교

육 학에서,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 학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사범 학이나 학원 수준에서 양성하고, 사범

학에서 양성하기 곤란한 교과에 한해 일반 학 교직

과정을 인가한다. 그리고 현재 주로 전문 학에서 양

성되는 유치원 교사는 교육연한을 연장하여 장기적으

로는 4년제 학에서 양성한 후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다.

중학교 교사는 사범 학에서 2개 이상의 교과 전공

을 권장하며, 복수전공의 경우 복수전공자격증을 부여

하고임용에서우 토록하며, 고등학교교사는사범

학이나 학원 수준에서 하나의 주전공을 필수로 하고

부전공이수를 권장하고, 고등학교 교사자격증과 부전

공자격증을함께부여한다.

또한교사양성 학간의학점교류를제도화하여복수

전공또는부전공자격취득의기회를확 한다. 교사자

격증 체제의 세분에 따른 인력관리에서의 경직성을 완

화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전공설

계에 의한 복수전공자격 또는 부전공자격 취득을 권장

하며, 복수전공자격과 부전공자격은 현행 교원자격검

정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자격증 표시과목 중 유사한 동

일계열로한정한다.

일곱째, 교사자격검정은 현행의 무시험 검정제를 더

욱 강화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특히 강조되

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성적 평가제에 한 재검토를

통해 상 평가의 적용을 보다 엄정히 하여 각 등급별

비율을 정상분포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평균평점이Co미만인자에 한성적경고제를강

화하며, 성적총평균평점이 Co이상인 자에게만 교사자

교사양성 교육체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 양성교육기간을 지금보다는 더 연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교사 교육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교과교육을 철저히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르는데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식기반사회에서 강조되는

창의성및정보화 처능력, 그리고사회적상호작용과인성, 정서, 도덕성함

양과관련된교과들에보다많은비중을두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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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부여한다.   

그리고 졸업자격을 획득하 다 하여도 학 재학기간

중 중요한 학칙 위반자나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

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상으로 하여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학별로 가칭“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 토록 한다.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 교생실

습 지도교사, 학생처 인사 등 학생에 직접 관련된 인사와

그 외에도 필요시에는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

할수있을것이다.

2. 교사임용체제

임용이란 포괄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으로는 조직의 결원

을 보충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

에서 부족되는 인원을 조직 외부로부터 보충하는 신규채

용은 인사행정의 핵심인데, 교원의 신규채용에서 특히 개

선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교사의 임용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

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자율성을 확 한다. 국가적 통일

성을 요하는 교사의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결정

한다하더라도, 교사임용은 그 지역의 학교교육 및 교사 수

급상의 필요와 요구 등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통적인 임용기준을 설정하고 공개전

형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임용권

자인교육감에게자율성을최 한보장한다.

둘째, 임용고사에 초∙중등 교사교육의 특수성을 반

하도록 교육 학졸업자의 1차 전형은 필기고사 신에 4

년 동안의 학 내신성적으로 치하고, 사범 학 및 기타

교사양성기관 졸업자에게는 필기고사를 실시하되, 성적의

반 비율은 학내신성적 60%, 필답고사 40%로 한다.

교사양성 학간에 나타날 수 있는 질적 격차 때문에 사범

학 및 기타 교사양성기관 졸업자에게는 부득이 필기고

사를 실시하나 교사교육기관 평가인증제가 정착되면 이들

에 한필답고사도폐지한다.

셋째, 면접고사를충실화한다. 면접내용, 면접방법, 면접

위원, 면접점수 등 면접시험 전반에 하여 객관성과 전문

성, 면접고사의 타당도와 면접위원간의 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접문항 개발에 한 전문적인 연구와 면

접위원들에 한 훈련, 그리고 심층적인 면접이 이루어질

수있도록충분한면접시간을확보한다.   

넷째, 지역 가산점 반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우수 교사

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방교육의 황폐화와 지역간의

교육격차 심화를 막기 위해 부여하고 있는 지역 가산점을

폭 강화하여 10% 내외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

으로결정하도록한다.

다섯째, 각 시∙도에 교육부의 관련 인사,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 학 총장,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

성되는“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하여 지역내의 교

원수급, 교원 임용 원칙 및 기준 설정, 전형기준과 교육과

정의 연계, 교육실습 관리 등의 사항에 해 심의하고 상

호협력토록한다.

Ⅴ. 결론

우리가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선진국의 열에합류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일이며, 우수

한 인적 자원은 우수한 교사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인재들을

교사양성 학에 유치하여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 을 통해

교사로 양성하고,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해 자격을 부여한

후철저한심사를거쳐교사로임용하여야한다.

그러나 우선은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 양성기관에 모여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학 학생에 한 장

학제도뿐만 아니라 현직교사에 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서 우수한 인재

들이 교직을 선호하게 하는 근원적인 유인체제가 강화되

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신규 교사양성과

자격검정 및 임용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 학의 교육과정, 교원수

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맥락에서검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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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말

교 에 근무한 지 벌써 9년이 되어 가고 있다. 93년

가을, 교 에 첫발을 내딛던 때 광주 교 에는 신규교

원 임용고사(*이하에서는 임용고사라고 한다) 거부 투

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의 학생 둘

이 산화했다.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한 정책은

‘얻음’과‘잃음’을 동시에 가져온다. 이 투쟁 과정을 지

켜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이‘다시 본 초등교

원 양성 및 임용 정책의 역사’ 다. 그 속에서 교육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한 헌법소원 결과를 분석

하여 임용고사가 필요가 없어 보이는 교 에 임용고사

를도입하게된배경을밝혔다. 

그 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임용 고사 제도를 이

번 기회를 빌어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생각해보게 되었

다. 이 은 깊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국회 도서관 소장 자료, 교 에 재직하면서 했

던 경험, 임용고사를 본 교 생과의 면담, 학급경 연

구소 홈페이지의 임용고사 코너에 실린 , 전교조 홈

페이지에 실린 등을 토 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내생각을엮은것이다. 

교 의 경우는 임용고사가 실시되면서 학교 도서관

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많은 에서도 교원 준비 교육

기관의 면학 분위기 제고를 임용고사의 긍정적 효과로

들고 있다. 또한 교 가 과거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광주 교

의 경우는 2002년 교육과정 개편시‘수요자 중심 교

육과정’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와

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임용고사도 기

여한바가있을것이다. 

반면 임용고사는 교원 준비 교육 기관의 학원화 경

향, 지식 위주의 학습 행태 조장, 지나친 경쟁심 유발,

예비교사의 심리적 부담 가중, 양성과 임용 분리에 따

른문제점등을가져오고있다는비판이있다. 

제도가 갖는 득실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 가령

임용고사 경쟁률의 변화는 득실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초등과 중등의 임용고사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에서는 공통된 문제점에 해서는 공통적으

로 언급을 하고, 초등과 중등이 차이를 보이는 점에

해서는 각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을 모색하는 방식

을취한다.

Ⅱ. 임용고사문제점근원

임용고사 문제점을 밝히기 전에 먼저 현행 임용 고

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교원 신규 채용의 공개 전형

개요는‘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688호)’에 나타나 있다. ‘제7조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시험은 필기,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

는데 필기는 서술적 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고, 실기는 예∙체능 과목 등 실기 시험이 필요

한 경우에 실시하며, 면접은 교원으로서의 적성∙교

직관∙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고 되어 있다. 2002

신규교원임용고사의합리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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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원 임용고사의 합리성 제고 방안�

년도 초등 임용 고사의 구조를 보면 1차는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점),  논술(20점, 시험은 1차 때 보지만 점수

는 2차에 반 ), 내신, 지역가산점(1�5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는 면접, 수업지도안 실기, 어, 컴퓨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학과 교육과정, 논술의 점수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지역 간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는 1차는 교육학(30점), 교육과정(70

점), 내신(10점), 지역가산점(5점), 2차는 수업실기(10

점), 면접(15점), 컴퓨터(5점), 어듣기(10점), 논술

(20점)이고, 광주의 경우는 어 듣기는 토익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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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

인다. 타당성 문제는 교육학이나 교과교육학 자체의 지적 취약성,

그리고이상적인교사가갖추어야할자질과능력에 한교육계혹

은사회적합의도출의어려움등에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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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점부터 50점 간격으로 1점 부여, 700점부터 5점

만점)하고, 컴퓨터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 10점을 부

과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등의 경우는

1차는 교육학(30점), 전공(70점)이고 실기교사의 경

우는 교육학(30점), 전공이론(30점), 실기(40점)이

며, 2차는 면접, 논술, 컴퓨터 실기, 수업 실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에 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을 먼저 분석하

여 안을 제시하고, 임용고사 분야별 문제점을 정리하

여합리화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타당성문제의근원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다. 만일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결국은

교사적격자를선발하는데실패하고말것이다. 

물론 타당성 결여의 정도에 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

이가 존재한다. 신광호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 신규

채용 임용 고사의 경우 학부모와 교육행정가는 현행 임

용 고사가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지닌 유능한 교사

를 선발하는 데 적절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사 또한 이들보다는 낮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생과 교육연구기관은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

용고사가 초등교사의 자질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관련 집단은 긍정적인

응답을, 교 의 교수와 학생은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연구 결과는 현행 임용고사의 타

당성에 한 집단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현행 임용고사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아니다.

임용고사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의 문제는 쉽게 해결

되기 어려워 보인다. 타당성 문제는 교육학이나 교과교

육학 자체의 지적 취약성, 그리고 이상적인 교사가 갖

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한 교육계 혹은 사회적 합

의도출의어려움등에기인한다. 

전문직의 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변호사나 의사 등

의 경우는 법학이나 의학 등 체계화된 지식 체계를 갖

추고 있다. 의학의 경우, 지적 기초 측정을 위한 시험을

고안해 내기 이전에 벌써 실제로 적용되는 지적 기초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사 교육의 경우에는

학의 안팎 어디에도 교사가 획득해야 할 지식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적 기초에 한 합

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한 시험 제도를 만드

는것은‘말앞에다가마차를다는것’과같은것이다. 

지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한 기준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은 본

질적으로 그 목적에 해 교육자 사이에서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신체나 이미 주어진 법을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며 다양한 사회

집단의 리인 역할을 하는 직업이어서 교사가 갖추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질과 능력에 한 기준 마련이

쉽지가 않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용고사도 제도를 만들었던 집

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한 기

준에 의거해 구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타당성의 문제

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

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

고, 그에 따른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

한 후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적 기초와

이상적인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

게 되면 학급 경 및 생활 지도 등 교직 수행에서 중요

하면서도 잘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능력에 한 평가도

포함되게될것이다.

2.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문제의근원

현행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문제의 뿌리는 임용과 양성의 분리, 임

3.4 >>28



�신규 교원 임용고사의 합리성 제고 방안�

용고사 담당 상설 기구 부재, 그리고 임용고사 동시 실시

라는 현실적 한계에 기인한다. 현재는 양성과 임용이 완전

히 분리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임용 기준, 절차 등을 독자

적으로 만들어 수행하고 있다. 임용고사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양성 기관과의 협의마저 이루어지

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양성 기관과

임용 기관간의 긴 한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들이

양성 과정과 임용 과정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광역 교육

청에 임용기관의 관계자, 교원 준비 교육기관의 교수, 일

선학교 교사,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규교사 임용위

원회를 설치하여 임용고사 및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된 제

반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교사 임용고사의 동시 실시라는 상황도

임용고사의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뿐만 아니라 타당성에

향을 미치고 있다. 설령 이상적인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능력을 검증하

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경기도처

럼 1,000명이 넘는 교사를 한꺼번에 뽑는 상황에서는 그렇

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의사고시나 사법고시의 경

우는 합격자들이 인턴 및 레지던트, 사법 연수원 과정을 통

해 실무 습득 과정을 밟지만 교원 임용고사의 경우는 합격

후 합격자가 곧바로 자기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실

제 상황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신뢰성, 공

정성, 객관성에 해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직에도

인턴 과정을 도입한다면 이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다른차원의문제와결부되어있으므로논외로한다. 

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객관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필고사를 택하게 된다. 지필고사 위주

의 임용고사는 기존 인식 체계에 한 복속 강요, 기 설정

된 내용에 한 반복적 암기학습,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구상을 펼치는 능력 배양의 어려움 등 심각한 문제

점을 가지고 있으나 신규 교사를 동시에 뽑는 규모 임용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결국 객관성이 더 중시될 수밖

에없기때문에피하기어려울것이다.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기

시험 비중을 축소하고 학 성적 반 비율과 실기 능력 측

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시 신뢰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커질 것이다. 신

광호에 따르면 지필고사 성적을 학 성적으로 체하는

방안에 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는데 수혜기관에 비해 공급 기관의 긍정적 반응 비율이 더

낮았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신규 임용의

경우 서울 지역 졸업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도 신

규임용부터 학성적 반 점수를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

기로 했다. 학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반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필고사를 학 성적으로 체

하는방안도한계를갖게된다. 

교원 임용고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

가 보면 (http://www.gnue.ac.kr/~ class) 수험생들이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

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 내용이나 평가 기

준, 출제 위원, 면접관, 채점 위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평가 참여자를 상으로 한 연

수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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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용고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문제의

뿌리는 임용과 양성의 분리, 임용고사 담당 상설 기구 부재, 그리고 임용

고사 동시 실시라는 현실적 한계에 기인한다. 현재는 양성과 임용이 완전

히 분리되어 있고, 임용권자는 임용 기준, 절차 등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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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용고사합리화방안

1. 초∙중등임용고사공통의문제점과해결방안

가. 교육학의문제점

현재 교육학은 객관식으로 60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교육학은 아직도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교사의 자

질을평가하고자 할때에는 그 응용 학문적 성격이 강조

되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임용고사에 포함되어야 할

역에 한 합의가 어렵다. 즉, 교육학 역 시험이 바

로‘말 앞에 마차를 다는 형상’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교육학 역에 한 학문적인 논쟁을 분석하는 것은 이

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수험생들의 견해를 통해 교육

학의문제점을간단히분석해보겠다.

현 중등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에 회의를 느껴 나름

로 연구한 결과를 올렸다며 당시 강원 학교 교육학과

4학년이던 최도연은 교육학 시험 준비 과정을 다음과

같이밝히고있다.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 역을 60문항의 4지선다형 객관

식문제로출제하여누가하나라도더많이맞추었는가를가리

는것이왜중요한지이해할수없다. 이것은암기력테스트아

니면찍기테스트밖에되지않는다. 덕분에예비교사들은교육

학이라고하는‘암기과목’을두달동안의임용고시학원이론

수업을 통해 정리하고 문제풀이반을 수강하거나, 문제은행식

의문제집을풀면서실력을쌓는쉬운방법을택하고있다.

이러한 교육학 시험에 한 문제는 실제로 임용고시

학원에 가보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 변별력을 얻기

위해 조사 하나, 용어 하나 하나에 집중한 교육학 문제

들을 풀고, 적중률이 높다고 소문난 강사의 예상 문제

와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듣고 있는 수

백 명의 예비교사들을 보면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

다. 사범 학에서나 또는 교직과정에서 3�4년간 교육

학을 배우면서도 그 내용들은 임용고시 합격에는 아무

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하등정신능력만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밑줄 긋고 별표 치며, 수없이 암송

하고 써가며 외우는 것이 교육학 시험 준비의 전부다. 

교원 임용고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임용

고사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학 내용에 한 교육학계와

교육계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 로 교육학 문제 은행을 만들어

가야할것으로보인다. 

나. 면접고사

면접 점수는 (1) 면접관의 특성, (2) 수험생의 학교

생활및성적배경, 그리고(3) 수험생의외모나풍기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갑이라는 시험관

은 다른 시험관보다 더 후하게 면접 점수를 주어 갑에

게 면접을 받은 수험생은 다른 시험관에게 받은 경우보

다 전반적으로 면접 점수가 좋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그리고 임용고사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응시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시

험관들이 왜 출신 지역을 버리고 이 지역에 응시하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한다. 또한 면접관 나름 로

외모나 인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벗어날 경우 면접 점수를 좋지 않게 주는 경우도 발생

한다. 또한 짧은 시간에 면접을 실시해야 하므로 원하

는것을제 로평가하기도어렵다.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신광호는 교원 준비 교육

기관에 학생 기록부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짧은 시

간에 응시자 개개인에 한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4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학생

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학교나 교

수의 평가에 너무 얽매이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도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 학생 기록부 개발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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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임용고사와관련된문제점과합리성제고방안

중등과 비교할 때 초등의 경우는 교과교육학에 한 문

제점은 별로 지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과 교육학 분야는

생략하고그이외분야에 한분석에초점을맞춘다.

가. 실기

예체능 실기, 수업실기 능력 평가 등은 유능한 교원으로

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요한 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1회 평가로

는 정확한 능력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분야 평가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안으로 신광호는 교원 준비 교육 기관에서 받은 성적 중에

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 역(예체능, 실습 등)에

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안에

해서는 수혜기관이나 공급기관 모두 이에 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교육 실습의 결과를 임용시험의 수업 실기로 체하고 있

다고 한다. 예체능과 관련해서는 요구되는 기본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 이러한 평가 역

에 한 능력 향상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예체

능과 특정 과목 교과담임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지역은

일반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예체능 실기 부담은 줄이고 다

른평가비중을높일수도있을것이다.  

나. 정보화및 어능력등의반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등 시 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임용고사에 적극 반 하는 방안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긍정적인인식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향

후이러한 역들에 한자질과능력이보다객관적으로검

증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컴퓨

터와 어회화능력의경우교육청에따라서는소정의자격

증이있을경우가산점을부여하거나시험을면제하고있다.

이 분야에 해서는 교원 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거나 졸업 자격에 포

함시키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중등임용고사와관련된문제점과합리성제고방안

중등의 경우는 1차 시험과목이 교육학과 전공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소위 전공이 무엇인가에 해 견해차가 커서

이 분야 시험의 타당성에 한 문제 제기가 심각한 수준이

다. 또한 임용 고사 경쟁률이 높아서 각종 부작용이 더 심

하게드러나고있다. 

가. 교과교육학(전공)

학문 역을 전공이라고 부르고 있는 중등교원교육 기관

이많은것에서드러나듯이중등의경우는교과교육학분야

의타당성에 한문제제기가많이되고있다. 이삼형에따

르면 1997년도와 1998년도 국어과 임용 시험의 경우 임용

시험 문제는 지식 역에 치중하고 있고, 지식 중에서도 교

과 지식에 치중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역에 치중되어

있다. 수학과의 경우도 출제자에 따라 수학 역별 문항 비

율이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른교과임

용고사의경우도유사한문제를안고있을것으로보인다. 

중등의 경우도 교과교육학을 확립하여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교육학에 관한 지식, 통합적인 지식

구조, 학습체제, 교수 방법 등에 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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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등 시 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임용고사에 적극

반 하는 방안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매우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역들에 한자질과 능력이 보

다객관적으로검증될수있도록평가방법을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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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에 초

점을 둔 평가는 인턴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임용고사

후 1년 정도의 연수를 거치게 하는 경우에 더 타당한 방

법이될것이다. 

나. 중등교원교육의시험장화

초등과 달리 중등의 경우는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극

심하기 때문에 중등교원 준비 교육이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중등교원 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임용고사가 일치

하지 않는 분야가 많고, 분야는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학에서 배운 것과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것이 서로 다

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임용고사에 매달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

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비율 또한 낮아 교원 준비 교육

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임용고사가 가져온 직접적인 폐해라기보다는 과도한

수준의 경쟁률이 가져온 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의사나 판사(변호사)와 달리 시험 직후 바로 임

직하는 교직의 경우는 교원 준비 교육이 제 로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 타당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원 준비 교육

제도개선을통해서해결해야할것이다.

다. 사립학교교원신규채용의문제

중등학교의 경우는 사립의 비율이 더 높은데 사립학

교는 사립학교법 제52조의 2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 또

는 사립학교 경 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면에서 공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에 비

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으나 평가과정 및 결과가 감추어진 채

음성적인 채용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

실이라고 한다. 중등 교원 임용고사와 관련해서는 사

립 학교 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고사 혹은 절차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교조는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사

립교원임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

원회 구성이나 운 이 전교조의 주장 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교조의 주장은 사립의 경우에도 신규

채용 제도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기타임용고사관련문제점과개선방안

그 외 임용고사와 관련된 문제로는 교원 준비 교육과

임용고사와의 관계와 임용고사의 교직 전문성 신장에

의 기여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심각한 것이 임용고사와 관련된 사교육비 문

제가 있다. 여기서는 교원 준비 교육과의 관계, 사교육

비문제에관해서만논의를하겠다.

1. 교원준비교육과임용고사와의관계

교원준비교육과임용고사의관계라는차원에서볼때

초등의 경우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화과정이다. 현재

전국 교 는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11�12개 과로 나누

어 초등 각과를 전공하는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심화과

정에서 이수하는 학점은 학에 따라 다르지만 20학점

이상이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점 체계는 임용고사에

전혀 반 되고 있지 못하다. 교원 준비 교육기관과 임용

기관이 만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초등 신규 채용의 경쟁률이

과거처럼높아지면교 교육의파행운 이불가피해지

고그피해는교 생과초등학생이입게될것이다.

교 에비해사 는외견상별로문제가없어보인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전공’시험(교과교육학)이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그 괴리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 사 박승

재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과학교육 프로그램은 사 각

과 프로그램 개정과 임용고사의‘전공’시험의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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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위한변화의좋은지침이될것으로생각된다. 

임용고사는 교원 준비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자기 교육청 신규 교사 임용

기준과 내용을 적어도 4년 전에 제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관점에서 볼 때 학급경 , 특수교육,

혹은 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신규교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임용고사 응시 시

해당 과목 이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하거나 아

니면 이 과목을 시험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전남, 경남, 강원도 등의 경우에는 도서벽지

가 많으므로 그러한 교육청의 경우는 도서벽지 교육 관련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교육청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정 분야에 해서만 차이가 인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교사 임용 기준과 내용을 결정

할 때 교원 준비 교육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타당한

결론에도달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  임용고사 비를위한사교육비

초등과 중등 임용고사를 치 거나 준비중인 학생들은 임

용고사 비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한다. 2002

년도 초등 임용고사를 치른 학생이 학원비로만 들인 돈이

77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학생에 따르면 자신뿐

만 아니라 부분의 교 생이 그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 경쟁률이 아주 낮아서 거의 합격하는 초등도

이러한데 중등은 더 심각할 것은 뻔하다. 중등의 경우

1999년도 현재 보통 방학을 이용해 전공 교과와 교육학 모

두를 학원에서 수강하려면 약 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구나 부분의 예비교사들이 전공 교과든 교육학

이든, 약 두 번 이상의 학원 수강을 한다고 하니 그 비용은

상당한수준에이르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인기 있는 직종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경쟁이 치열

할 경우 시험 준비 기관이 번성하게 되고, 이를 위한 사교

육비 지출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다만 교원 신규

채용 임용고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미래 교

사들이 사용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보다 생산

적으로되게유도하는길이무엇일까하는것이다. 

Ⅴ. 맺는말

이상으로 교원 임용고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

를 가져오는 원인, 그리고 나름 로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한 사

안이 많았는데 이는 짧은 지면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간단

히해결될수없는수준의문제이고, 필자의능력한계때문

이다. 신많은문제를다시고민해볼기회를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교원을 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가 많은,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다 합리적

인 임용고사 제도를 마련하여 임용고사가 유능한 인재를 지

속적으로 교직으로 유인하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

란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원교육학회, 교육학회 등의 학회지

에 최근 10여 년 간 발표된 논문에서는 교원 임용고사를 심

도있게다룬논문을찾을수없었다. 학회차원에서도임용

고사문제를심도있게다루어볼때가된것같다. 

3.4 >>33

우리나라는아직까지교원을하고자하는유능한인재가많은, 행

복한상황에놓여있다. 보다합리적인임용고사제도를마련하여

임용고사가유능한인재를지속적으로교직으로유인하는역할도

함께할수있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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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탐색

되는 가운데 유능한 교원의 확보와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

성 신장을 위한 질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교사의 자질과 능력 요건은 무엇

이며,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교육과정은 어

떻게 개선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

하기 위한 임용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에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신규 교사 임용단계에서도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야 한

다는 논의가 촉구되면서 임용 고사의 전형 과정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형 과정에서는 수업 실기를 평가할 수 있

는 전형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수업을 잘 하는 우수 교사를

선발해야한다는지적이높다. 

본 고에서는 신규 임용 교사의 수업 실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논의 전개를

위하여 신규 교사 임용 단계에서 수업 실기 능력 평가가

실시되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고, 수업 실기 능력을 제고

하기위한다양한개선방안에관하여제안하고자한다.

2. 교사전문성의평가요소로부각되는
수업실기능력

수업 활동은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 직무 중의 하나

이다. 수업 활동의 효과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질 높은 수업 활동을 위한 교사 개인의 전문

적 능력이 요구된다. 수업 활동에서의 교사 전문성은

체로 ① 기초∙기본적 지식과 기술, ② 교수 전략상 필요

한 교수 기술, ③ 정보 기술 활용 능력이 관련된다(이러

한 능력은 OECD가 1994년‘교사 질’을 개념화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기초적 및 기본적 지식과 기술에서는 가르칠 교과 내용

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재 분석 및 개발 능력, 수업

구성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교수 전략상 필요한 교수

기술에서는 교과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

여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탐구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보 기술 활용 능력에서는 정보통신 기

술을교수전략으로통합하는능력이강조된다.  

이와 같이 수업 활동에서는 교수 학습 활동의 효과를 높

이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 전

략을 구안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 개인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여 수업 전략을 구안하고

다양한 교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교사의 기본 직무 중의

하나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잘 훈

련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게 기 되는 다양한 능

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수업을 잘 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중시한다. 일부 수업을 잘하는 일부 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모든 수업 활동을 잘 할 수 있기를 기

하며전문적인수업활동능력을갖출것을요구한다.

수업 활동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단기간에 속성으로 길

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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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동은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 직무 중의 하나이다. 수업 활동의 효

과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질 높은 수업 활동을 위한

교사 개인의 전문적 능력이 요구된다. 수업 활동에서의 교사 전문성은

체로 ① 기초∙기본적 지식과 기술, ② 교수 전략상 필요한 교수 기술, ③

정보기술활용능력이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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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과 경험적 활동을 통하여 길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 실기 이론에 한 이해를 토 로 학교 현

장에서 실제로 수업해 볼 수 있는 실습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교사 지망생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

미에서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 실습 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충분한 기간을 갖고 현장과 연계된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양성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는 요구가 높다. 1개월 정도만으로 교육실습을 마치

는 현행 양성기관의 운 은 문제가 있으며, 수업 활동

에 한 충분한 실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업 후

곧바로 교사의 신분으로 임용됨으로써 수업 활동의 전

문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양성기관에서 배우는

입장에 있던 학생들이 졸업 후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

으로 교단에 섰을 때 자신 있게 수업을 지도할 수 있

어야 하고, 교실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 을

때일지라도 소신 있게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은 몇 번의

수업 실기 경험만으로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4년

동안의 양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업 실기 능력을 배

양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

야 한다.

수업 실기 능력을 교사 임용 단계에서부터 평가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

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하

나로“교원 임용고사에서 2차 시험은 임용 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되, 수업 실기 등 종합적인 평

가자료를 활용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1996년에 제안되었고, 1999년에는 시∙도교육청 평

가에 평가 지표로 설정되면서 수업 실기 능력이 평가

되기시작하 다.

수업 신규 임용에서의 수업 실기 능력 평가는 신규

임용 교사들의 수업 지도 방법 및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원 양성교육과정에서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교육실습 운

을 보다 내실화하고 엄정한 평가제도를 확립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교원 임용고사에서 수업 실기 능력 평가를 실시하면

서부터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수업 실기 능력을 키우

는 교육적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수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수업 실기 능력은 교사 개인에게 기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됨과 동시에 교직이 전문직임을 입증

하고자할때중요한평가요소가되고있다.

3. 신규 임용에서의 수업 실기
능력 평가 실태

수업 실기 능력 평가는 교원 임용고사 1차 시험합격

자 가운데 2차 시험 응시자를 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차 임용고사의 전형 방법은 각 시∙도별로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논술고사와 면접 고사, 수업

실기를 포함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수업 실시

능력 평가 방법은 체로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 시

연, 첨단수업매체활용능력평가로구분된다. 

이 가운데 수업 시연은 학습지도안을 사용하여 실제

수업을해보는것으로교사개인의수업을위한준비도

수업 시연은 학습지도안을 사용하여 실제 수업을 해보는 것으로

교사 개인의 수업을 위한 준비도 이외에 학생들과 의사 소통하는

기술과 목소리, 표정 및 몸짓, 동기 유발 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어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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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원 임용에서의 수업 실기 능력 제고 방안�

이외에 학생들과 의사 소통

하는 기술과 목소리, 표정

및 몸짓, 동기 유발 방식 등

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평가

할 수 있어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방법이다. 

수업 시연은 학습지도안

작성을 토 로 실시되어야

하지만, 학습지도안 작성과

수업 시연을 동시에 실시하

는 지역은 드물다. 광주의

경우 학습지도안을 작성하

는 데 60분을 할애하고, 작

성한 학습 지도안을 활용하

여 1시간 분량의 학습지도

안을 20분 동안에 시연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평가 시간

이 너무 많이 걸리고 관리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학습지도안만 작성하기

도 하고, 수업 장면을 사전

에 비디오로 녹화한 후 비

디오를 보면서 평가하기도

하며, 면접 시험에서 5�6

분 정도 짧게 시연을 해보

게하는지역도있다. 

다음의 <표 1>은 초등 교

원의 임용 시험 과정에서

적용되는 평가 방법과 배점

에 관한 지역 사례를 제시

한 것이다. 체로 1차에서

는 교육학과 초등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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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등 교원 임용 시험 평가 방법 및 배점

<표 2> 제주도의 초등학교 교수∙학습지도안 평가 요소 및 배점

자료: 최희선외5인(2000), p.17의내용재구성

제주도(2001), 시∙도교육청평가자료

구 분 평가 방법

서울특별시

교육학

초등교육과정

실기시험

논술

일반면접

실기면접

교육학

초등교육과정

논술

수업실기능력시험

일반면접

실기시험

교육학

초등교육과정

논술(필기)

면접

수업실기능력

실기

교육학

초등교육과정

논술

면접

수업실기

교육학

초등교육과정

논술

면접

수업능력평가

실기시험

평가 배경

30점

70점

20점

20점

15점

18점

30점

70점

20점

10점

15점

10점

30점

70점

20점

20점

20점

25점

30점

70점

20점

10점

10점

30점

70점

20점

10점

40점

30점

반 기준

음악, 미술, 체육, 수업실시능력각5점

교직교양및교육과정분야에서출제

교원으로서의적성, 교직관, 인성등

어, 수업실기능력, 컴퓨터기초이론

교수학습지도계획및방법

교직적성과인성적자질, 수업실기능력

컴퓨터활용

교직교양및교육과정분야

교직적성및교직관, 인격및소양

수업지도안작성및수업실연

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각5점

교직교양및교육과정분야

교원으로서의적성, 교직관, 인성등

학교육실습점수반

교직교양및교육과정분야

교원으로서의적성, 교직관, 소양및자질

본시지도안작성, 부분수업시연과질의응답

음악, 미술, 체육, 어, 정보활용능력각6점

1차

2차

평가 요소

교과의 특성 및 학년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학습 목표가 진술되었는가?

학습지도 단계별 교사의 발문 제시가 적절한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도록 계속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매체 활용이 적절하고 다양한가?

교과 특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고 있는가?

평가의 기법 및 과정이 적절하고 다양한가?

전 체

반 기준

4점

4점

4점

4점

5점

4점

25점

광주광역시

1차

2차

강원도

1차

2차

제주도

1차

2차

경상북도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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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국사)과 수업 시연 평가 기준

제주도(2001), 시∙도교육청평가자료

구 분

선생님에 한

이미지

교사의 특성

수업 진행

평가 요소
점 수

1.0 0.8 0.6 0.4 0.2

1. 어조가 단조롭지 않다

2. 적절한 시선, 열정이 있고, 손동작이 자연스럽다

3. 교과목에 한 사전 연구가 철저하다.

4.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유머 감각이 있다

6. 교수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료하다

7. 수업 목표가 학생들에게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고 적절하다

8. 학습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쉽게 제시된다

9. 학습의 각 부분들이 적정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관계 지워져 있다

10. 수업중 학생의 능력 차이에 한 배려를 하고 있다

<표 4> 제주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 수업 능력 평가 요소 및 채점 기준

제주도(2001), 시∙도교육청평가자료

구 분

평가요소

배점(15점만점) 5점 10점

평가기준

수업 시연배경 설명

학습의 전개 수업 과정 학습방법의 적절성 교사∙아동의 상호작용 학습자료 기교재 투입과정소계 소계

본시의 수업 목표

에 따른 동기유발,

목표인지, 학습 활

동 안내가 잘 되어

있는가?

2.5�1점

① 수업 목표에 따

라 동기 유발과 목

표가 잘 인지되었

는가?

② 학습 내용(문

제) 해결에 맞는

학습 활동 안내가

잘되었는가?

수업 과정은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하

여 최적하게 전개

되어있는가?

2.5�1점

① 수업 전개 과정

은 목표 달성에 적

합한가?

② 수업 과정(순

서)이 계열화되어

조직되었는가?

주어진 학습 내

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택

하고있는가?

3�1점

① 선수 학습 상

기 및 동기유발

은적절한가?

② 학습 목표 인

지는 잘되었는

가?

③ 문제 해결 방

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

④ 학습목표 도

달 여부를 확인

하고있는가?

학습의 전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

호간에 상호작

용이 극 화되

도록 발문, 안내

되고있는가?

4�1.5점

① 교사의 발문

은적절한가?

②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은활발한가?

③ 아동활동에

한 긍정적인

보상, 강화가 되

고있는가?

④ 학습자 중심

(조사, 탐구, 창

의력)으로 학습

이 전개되고 있

는가?

학습 내용에 관

련된 정보, 자료

등의 매체의 특

성에 따라 실용

성 있게 제시하

고있는가?

3�1점

① 기교재의 특

성에 맞게 사용

되고있는가?

② 학습자료 및

기교재는 수업

목표 도달에 도

움이 되도록 적

절하게 활용되

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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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에서는 논술과 일반면접을

공통적으로 치르고 있다. 수업 실기 능력은 교수 학습지

도안 작성으로 체하는 경우,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시

연하는 경우, 학교육실습 점수를 반 하는 경우로 다양

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활동에서교사와학생간의상호작용이매우중시되

면서 신규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는 우수한 수업 능력

을 갖춘 교사를 선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수업 실기 능력

을 제 로 평가하는 지역은 드물다. 수업 시연 시간은 6분

정도로짧게배정된지역도있고, 현장의수업단위와동일

하게 45분으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으나 20�30분인 경우

가 일반적이다. 실기 능력 평가 방법에 배정된 점수를 보

면, 학습지도안 작성은 5�20점의 분포로 나타나고 있고,

수업 실기는 5�10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 실기에

한배정점수가낮은편이다.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위원 수는 3~6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교장, 교감, 교사, 장학관, 학교운 위원, 수업연구

회 입상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평교사를 포함하는 경

우도 있으나 체로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장 교사의 참여 비율은 적다. 수업 능력에서는 현

장 교사만큼 훌륭한 평가자가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평교사의참여비율이적은것은문제이다. 

다음의 <표 2>는 교수∙학습지도안의 평가 요소와 배

점 기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표 3>은 중등교사

수업 시연에 한 평가 기준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표 4>는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연에 한 평가 기준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모두 제주도 사례를 제시하 다.

제주도는 수업 실기 능력 평가의 기준과 요소 등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시연 장면이나

평가자 구성 등에서도 내실 있게 운 한 사례로 평가되어

제시하 다.

수업 실기 능력 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어 회화

나 정보화 실기 능력 평가는 비교적 실시 비율이 높고,

예∙체능 교과나 어 교과의 경우 교과에서 특별히 요구

하는 실기 능력은 평가되고 있으나 국어나 수학, 사회교과

와 같이 일반 교과에서도 수업 시연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지역은 드문 실정에 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로 10개 교과

를 설정하여 운 하고 있으면서 이들 교과를 담당할 교사

의수업실기능력을평가하는노력은미흡하다. 

더욱이 교원 부족 사태로 인하여 신규 교사를 확보하기

에도 역부족인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상 임용고사 응시자가 미달되고 있어 공개전형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여 수업 시연을 도입하지 않아도 선발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임용 단계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전형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라면 수업 실기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는 데에 보다

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수업 시연은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에 임할 때 학생들과

직면하면서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용 전에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정이다. 더욱이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과 학생의 학습 결과에 한 피드백까지 종

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교사의 언어 표현 능력, 음성

의 크기 및 성 의 결함, 표준말 사용 능력, 다양한 기자재

활용 능력, 자기 표현의 예절 등 정상적인 수업을 수행하

기 위한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이 수업 시연 평가를 통해서

반드시검증되어야만한다.    

교사의 수업 실기 능력 평가는 수업 자료 선정 및 조직,

단원 수업 준비, 동기 유발, 학생 경험 활용, 다양한 교수

기법의 활용, 정확하고 고상한 언어사용과 적절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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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실기 능력 평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어 회화나 정보화 실기 능력 평

가는비교적실시비율이높고, 예∙체능교과나 어교과의경우교과에서특

별히 요구하는 실기 능력은 평가되고 있으나 국어나 수학, 사회교과와 같이 일

반교과에서도수업시연을충실하게실시하는지역은드문실정에있다.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성
과
정

특
�
별
�
기
�
획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성
과
정
’

수업 평가, 학습 동기 자극 자료 제시, 간단 명료한 사

고 전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향후 수업

실기 능력 평가 계획에서 수업 시연의 평가 비중을 더

욱 높이고 평가팀 구성 방식과 평가 장소의 개선 등의

측면에서개선이요구된다.

4. 신규교사의수업실기능력제고방안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 임용되는 신규 교

사의 수업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신규 교사의 수업

실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 교사의 수업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의관리체제가필요하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임용고사의 2차 전

형 단계에서 수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실기 능력

평가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응시자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업 실기 능력을 평가하

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후보자 1명당 20분씩 수업

을 시연하는 일정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몇 백 명

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업 실기 평가가 예체능교과와

같이 실기가 중시되는 교과에만 적용된다거나 수업지

도안만 작성하여 평가하는 정도로 추진되고 있어 수업

실기능력이제 로평가되고있다고보기어렵다.

수업 실기 능력 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평가 기준과 방법

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국가 수준의 지침

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 실기 능력에 관하여 평가∙

인증하여야 한다는 이른바‘수업실기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 세부 운 방안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실기 평가는 모든 지역

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교과를 상

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 인증제가 조

속히추진되기를기 한다.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함에 있어 평가를 관리

하는 전담 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국가 수

준에서 특정 전담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시∙

도별 재량에 의하여 특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 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된다.

학교를 지정하여 운 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평가 활동에 수반되는 적지 않은 부담을 고려한다면,

학교를 지정하여 운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수업 실기를 평가하는 평가자

구성 방식과 평가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도 발전적 논

의가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수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업 능력 평

가 기준과 준거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합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앞서 제안한 수업실기평

가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도 하다.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

인지, 교사는 이를 위하여 어떠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평가 기준은 또한 교수 전략에 향을 미치는 여러 환

경 및 기술적 향을 반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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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실기 능력 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구속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국

가 수준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 실기 능력에 관하여 평가∙인

증하여야한다는이른바‘수업실기평가인증제’를도입해야한다는요구

도높아세부운 방안에관한검토가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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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은 교사 직무 분석에 한 결과를 토 로 설정

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교사 직무 분석 결과를 토 로 교

사의 직무 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역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건은 무엇인지

안내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업 실기 능력 평가

기준은 바로 이러한 수업 활동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기

본역할과자질을토 로구체화되어야한다.

셋째, 수업 실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업 시연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평가 배점도 폭 늘려야 한다.

수업 시연은 전체 평가 배점의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수업 실기 능력은 수업 시연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가능하다. 즉 교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과 수업 기술이 모두 수업 시연 단계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운 가능하다. 학습지도안 작성의

질, 수업 활동의 질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

업 시연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준비도에 얼마나 적절히

부응하고 예기치 못한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융통성 있게

응하는가의다양한측면에서확인할수있다.

넷째, 수업 실기 능력 평가자는 현장 교원 중심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50% 이상은 현장 교사로 구성해

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별로 새롭

게 시도되는 수업 기술이 있을 수 있다. 교사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 출신이어야 하는가에 관

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수준에서 수업 우수 교사로 인

정받은 교사를 인력 풀로 구축하여 평가자로 활용하는 경

우에는 다른 지역의 교사도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을 가능

성이열려있다고본다.

다섯째, 수업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장소의 환경은 현장

의 교실 환경과 동일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교

단 선진화로 인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평가 장소에서 기자재가 설비되

어 있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적인 교실의 모습을 갖추고 그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가 장소의 환경 개선

은 교사 양성기관의 시설∙설비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

쳐 양성 기관에서도 수업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는방향으로개선될것이다.

여섯째, 신규 임용 교사의 수업 실기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실습 기회를 주어야

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로부터 제 로 지도를 받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성교육과정에서의 실

습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임용 단계에

서도 임용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직무 연수 과정에서 수업 실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연계운 되어야한다.

현재 임용 전 연수는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의 형태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소속감을

줄 수는 있어도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하

지 못하고 있다. 배정 예정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

도 전무하다. 임용 전 연수는 일정 기간 동안 배정 예정학

교에서 실습을 받고 학생의 특성과 요구 등에 관하여 파악

하고 교과 협의회에 참여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교과 협의

회를 통하여 교재 연구 및 제작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사가 연구 개발하는 노력

과 자세를 배우는 유익한 절차가 될 것이고, 적절한 사회

화과정도가능하다. 

현재 교사의 연수 활동을 위하여 교사 교수∙학습센터

(Teacher Learning Resource Center)의 설치∙운 을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설치되면 이 곳에서도 신규 임용

교사에 한 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재를 개발

하고 제작하는 등 수업 활동에 관련한 연수 과정을 실시하

도록한다.

일곱째, 신규 교사의 수업 실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양성기관에서 수업 활동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교육과

정이 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업 기술을 실습하고 자신

의 수업 행동에 관하여 평가를 받는 과정이 비중 있게 편

성되어야 한다. 양성 교육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은 것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4학년 수업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

을 개설하여 학교현장 교사를 초빙하여 수업 활동 지도를

받도록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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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말

최근 정부는 단위 학교가 지식

기반사회의특징에부합할수있

도록교육과정상의교육내용및

방법 등에 해 자율적 운 의

권한을 확 하고 있다. 특히 지

식기반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

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처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안∙실

현되고 있다. 단위학교는 사회적 요구

에 부응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 등을 수용∙

반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의

하나가 계약제 교원의 임용정책이다. 이 제도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원수급의 원활한 운 을 도모하

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 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교직사회의 개방화 정책

의 일환으로 교원수급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기존의 교원 인력으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부합하

는 교육 내용을 제 로 소화할 인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 하기가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점을 고

려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제 교원의 임용정책이 제안되었다

고여겨진다.  

그러나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해 일선 교원들은 계약

제 교원을 달가워하지 않고 부정적 견해가 상당한 것이 작

금의 현실이다. 현장 교원들은 계약제 임용이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나아가 교원 신분상의 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교원 인력 구성 변화를 통하여 교직

의전문성과질관리에상당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계

약제 교원의 임용이 불가피하게

확 될 수밖에 없다면, 계약제

교원의질관리를도모하기위

해서는 계약제 교원의 법적

근거, 신분상 지위, 역할과 직

무기준정립, 연수체제정비등

의준비가요청된다.

따라서이 에서는계약제교원

임용정책과 관련하여 등장 배경은 무

엇이고, 계약제교원임용의현황과문제점

은 무엇인지를 진단∙분석하며, 계약제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Ⅱ. 계약제교원의등장배경

계약제 교원의 필요성은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

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 다. 이에 한 논의는 시

조류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기능이 변모

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것으로 교육 체제 변화에 따른 교

육정책차원과제7차교육과정도입에따른초∙중등학교

의 교육과정 운 에 탄력적으로 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

후 상당한 논란을 거치다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교원 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인 안이 구안∙제시되었다. 즉, 계약제

교원의 임용 문제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부각되었고, 여기에성공적인제7차교육과정운 을위해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 개선’이 제시되었다. 이는 교육과

계약제교원의임용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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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활한 운 과 정규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

교장이임용하는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등계약제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바꾸고, 시∙도교육청은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 방안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

다. 또한현행교원정원산정방식은정규교원과계약제교원

간에차이가없도록하며정규교원1인은계약제교원1인으

로동등하게취급하기로설정하기도하 다.

이와 같은 계약제 교원의 등장 배경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초∙중등학교의 계약제 교원 임용 확 현상은 정부가 교원

정년을 일시 단축함으로써 발생한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한정책측면이고려되어나타난결과이기도하다. 즉,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의

문제는 교육 개혁의 여파로 교직 사회의 불만이 증폭되자 교

원의사기진작차원에서마련된것이아닌, 부족한교원을일

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 취지가 변질되기도 하

다. 

이러한 교원수급 해결 책의 하나로 등장한 계약제 교원

정책에 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각종 교원단체들은 학교장이

임용하는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등계약제교원활

용 정책이 정규 교원의 직무 수행상 직무강도를 강화하게 되

고 나아가 정규교원조차도 계약제화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심한 반 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

다. 또한최근정부가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해여타기관에

의 파견근무 및 장기 연수와 해외 근무기회 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계약

제교원의 체근무가불가피한실정이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교원들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 확 에

해 달가워하지 않는 정서가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은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교원 신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잦은 교원 이동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인식이 강하다. 초∙중등

교원의 법정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약제 교원

으로 충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교원수급 및 재정적인 측

면에서 효과를 얻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교원 인력 구성 변화를 통하여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

리에상당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여겨진다. 

Ⅲ. 계약제교원의현황과문제점

계약제 교원이란 정규 교원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임용권

자와의 계약을 맺고 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를 말한

다. 계약제 교원의 유형은 기간제 교사와 산학겸임교사, 강사

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평가위

원회의 자체평가보고서(2001)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계약제

교원 수는 2001년 7월 기준으로 1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유형별 비율은 기간제 교사 44.6%, 강사

40.7%, 산학겸임교사 14.7%로 나타났으며, 기간제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초등교과를 담당하게 하는 초등교과 전담교사, 퇴직 교사를

일정 기간 초빙하게 하는 초빙계약교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에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교과 전담교사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평가위

원회의자체평가보고서(2001)에의하면, 교원정원 비계약

제 교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8.2%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하고있다. 특히시∙도별교원정원 비계약제교원의비율

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 지역에서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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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기 시작하 다. 이에 한 논의는 시 조류의 급격한 변동에 따

른교사의역할과기능이변모되면서나타난불가피한것으로교육체제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차원과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초∙중등학

교의교육과정운 에탄력적으로 응하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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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전(10.3%), 울산(9.6%) 순으로, 도지역에서

는 강원(21.9%), 충남(14.5%), 충북(13.4%) 순으로 높

은비율을보이고있다. 

계약제 교원의 현황은 법적 근거와 사유, 임용 기간, 신

분상 지위, 보수 수준, 복지후생, 직무 등으로 구분하여 간

략하게살펴보기로한다. 

첫째, 계약제 교원 임용의 법적 근거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교사의법적근거는교육공무원법제32조제

1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유 발생 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그

사유는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

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교

원이 파견∙연수∙정직∙직

위해제∙휴가 등으로 한달

이상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

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교원이었던 자의 지식

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원이 퇴직하여 신

규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 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임용 상자가없어신규채용을할 수없는때, 파

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

게된때이다.

둘째,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이다. 즉,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1년이내로하며필요한경우3년의범위안에

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제 교원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계약제 교원의 신분상 혜택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에 국한된다. 또한 기간제 교원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

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간제 교원

이 정규 교원과 다른 점은 정규 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

무원법상의 신분 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퇴직교원 계

약임용제를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의 임용이 될 수 없

다는것이다.

넷째, 계약제교원의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의규

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다음의 단서 조항

을 적용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의기간제교원에 하여는제8조(초임호봉의획정) 규정

에 의하여 산정된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

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교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

호봉을 넘지 못한다.

또한 계약직 교원은 계

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최초 호봉을

고정급으로 한다. 아울러 공무

원 수당 규정에 기간제 교원에

한수당지급제한또는금지규정

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을지급토록한다는것이다.

다섯째, 계약제 교원의 복지후생은 퇴직금과 의료보험

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근속연수가1년이상에해당되는경우에퇴직금지

급 상자에 해당된다. 의료보험 적용 여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임시직 등의 공무원에게 해당

되는혜택을동일하게부여받는다.

여섯째, 계약제 교원의 직무는 체로 교과 협의, 수업

지도, 생활지도, 교무회의 등 일반적인 직무는 정규 교사

와 차별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담

임 업무는 맡지 않고 부담임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며 수업,

교과 협의회, 교내∙외 생활 지도, 주번 활동 등 전임 교사

의 업무를 인수하여 학교 교육 및 운 에 참여한다. 그러

나 학교 운 에 참여하는 범위는 제한적인데, 학교 운 위

그러나 초∙중등학교 교원들은 계약제 교원의 임

용 확 에 해 달가워하지 않는 정서가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교직 사회의 안정을 해치

고, 교원 신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잦은 교원 이동으로 교육의 질 저

하를가져올것이라고우려하는인식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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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질 관리�

원회나 교원 단체활동에 참여하거나 책임이 따르는 직무 수

행은제한을받고있다.

계약제 교원 임용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초∙중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이 임용, 운 되고 있으나 이들에 한 명확한 규

정이마련되지않고있어계약제교원의정체성이모호한실정

이다. 특히 학 교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제11조 2)에 계

약제임용에관한규정을두어계약제임용의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및성과약정등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토록

하고있는것과비교해볼때커다란 조를이루고있다. 

둘째, 계약제 교원의 임용이 교육의 질 관리로 연계되고 있

는가 하는 점이다. 계약제 교원은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제 교원의 배치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 수

급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 인력이 절 부족하고, 그나마 부분의

계약제 교원들은 특별시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즉

각적인 충원이 매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다.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결원 책 인력의 확보에 모

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일에만 열중하기도 하여 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 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한 것

으로 알려지기도 하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계약제 교원을 이미 퇴직한 교원들 중에서 1

�2년이 경과한 고령 교원들로 충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 다.

셋째, 계약제 교원과 기존 정규 교원들간의 원만한 협조관

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규교원들은 현실적

으로 퇴직한 교원이 다시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연금과

임금을 동시에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중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 상의 책임 있는 업무

를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호간 부조화를 야기하

고 있다. 학교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과

별 또는 학년별 교원들간의 원활한 협력과정이 필수적인데,

동료 교원들간의 부조화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 활동을 저

해하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넷째, 계약제 교원의 직무가 불분명하다. 계약제 교원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 특정 교과만 담당하기 때문에 동학년의 교

과협의회에 한 참여도가 미흡하고 학생의 생활지도에 한

인식도 높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특히 초등학교

의 계약제 교원들이 부족한 교원인력 때문에 퇴직한 고령교

원이거나 교육경력이 부족한 교원들로 임용됨으로써 학부모

들의 교육요구를 반 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한 학습지도,

체육, 음악, 미술등예체능교과의특기지도, 컴퓨터교육등

을만족시키지못하여비난의 상이되기도한다.

다섯째,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짧아 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기어렵다. 계약제교원들은 체로1년단위로학교

장과 계약하여 임용된 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수업 결손이 생겨 학

생의수업활동에안정성과일관성을유지하기가어렵다. 

여섯째, 계약제 교원의 직무 수행 태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계약제 교원의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여 일

정 기간만 지나면 근무기간이 끝난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

에 적당히 근무하면 된다는 나태한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자칫 학교 수업활동에 한 준비 소홀과 학습

지도 방법에의 타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교원에

비해 잦은 교원 교체로 인해 수업활동의 연속성을 침해할 가

능성이 높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는 다른 신분상 조건

때문에 동일한 교원으로서의 동질성을 갖기가 쉽지 않아 학

교구성원들간의소속감형성에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일곱째, 계약제 교원 임용의 확 는 정규 교원의 근무조건

침해로이어진다는것이다. 즉, 계약제교원의증가는정규교

원의 직무수행상 직무강도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정규교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될 수 있

다. 아울러일부단위학교에서는비용절감을위해정규교사

를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 교사를 남용하여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교육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어렵다.

여덟째, 계약제 교원의 임용 비율이 시도간, 학교간 격차가

심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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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의 자체평

가보고서(2001)에 의하면, 교원정원 비 계약제 교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8.2%에 해당되지만 시∙도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계약

제 교원의 임용 비율에 한 상한선이 마련되어야 학생의

학습권침해를방지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여겨진다.

아홉째,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과 직무 평가기준이 미

흡하여 질 관리가 어렵다. 교직사회에서 정규 교원들의 전

문성 신장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심한 것이 바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한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 볼

때, 정규 교원의 직무수행에 한 평가기준이 미흡한 실정

에서 계약제 교원이 제 로 평가되는데는 원천적으로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계약제 교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의 주체는 학교장이 되지만, 학교장을 계약제로 초

빙할 경우에는 학교운 위원장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 계

약제 교원의 평가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수업

활동 진행에 있어서의 전문성 수준이 우려된다. 학교장이

부족한 결원을 위해 계약제 교원을 충원했더라도 당초에

는 충분히 담당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 하지

만 단기간의 근무 기간에 어느 정도 학교교육과정 운 에

참여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인가하는것을확실히담보하기어렵다. 

Ⅳ. 계약제교원의질관리를위한쟁점과과제

계약제 교원 임용의 필요성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7차교육과정의탄력적운 과교원인력의효율적배치

등을 위해 일정 비율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

한 계약제 교원 임용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교직사회에 미

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병존한다. 계약제 교원

임용의 긍정적 효과는 교직 사회의 개방화 추세 속에서 교

육과정의 탄력적 운 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일조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에 계약제 교원 임용의 부정적

효과는 계약제 교원에 관한 역할과 직무가 명확하지도 못

하고 신분이나 보수, 복지후생 등에서 정규교원에 비해 열

악한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교육의 질을 스스로 유지, 발

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계약제

교원도 사회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유형의 교원으로 존재하

고 그들도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교직 사회의 엄연한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계약제 교

원의 질 향상을 위한 쟁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교원

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는길이아닌가한다.

첫째, 계약제 교원 임용의 법적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

야 한다. 계약제 교원이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로 구분되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일정 부분 전담

하고있는인원이27,000여명이이르고있다. 이러한현실

에 비춰볼 때 이들에 한 법적 규정이 불비하다는 것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처하지 못하는 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계약제 교원의 일

부인 기간제 교사에 한 근거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

무원임용령에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원

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2에 계약제 임용에 관

한 규정을 두어 계약제 교원 임용의 근무 기간, 급여, 근무

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토록

하고 있는 것과 비된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

도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그들의

역할과 기능 등 직무수행에 있어서 나름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할것으로여겨진다.

둘째, 계약제 교원 임용의 배치기준 및 직무 규정이 명

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계약제 교원 임용은 금년부터 제7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2�3학년 단계에서

수행되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제 운 과 특별 및 재량활동

운 에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 교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교원

에 한 배치기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 로 확보할 수 없는 시스템이 불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제7차교육과정운 의특성을반 하여학교급별, 학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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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유형별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은 교원 자신들이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

함과 동시에 교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좌표가 된다. 그러므로 교원의 직무수행기

준의 내용에는 직무수행 역과 내용, 평가방식, 직무수행능

력 제고를 위한 연수, 주당 수업시수, 근무시수, 초과근무 내

용, 업무 보고 등을 반 해야 한다. 계약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

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계약제 교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운 을

목적으로 임용되는 것인 만큼 학교운 에 관련된 직무 역은

정규교원과 구별됨이 없이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계약 임

용의 요건이 근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무 역별로 담당하기

곤란한 업무내용에 한 세부 기준과 지침은 지역 및 학교실

정에맞게운 할수있도록해야한다. 따라서계약제교원은

수업지도 역과 학생지도 역은 기본 업무로 담당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직 교원은 정규 교사와 공통적으로 담

당해야 할 역과 정규교사와 긴 한 협력 하에 담당해야 할

역, 그리고 담당할 수 없는 역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

시할필요가있다.

셋째,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제를 도입∙운 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

학교에 계약제 교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교원의 자격 기준이

나 전문성 신장 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향을 배제하기 어렵

다. 그러나 계약제 교원의 임용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교원

인력 운 의 탄력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되는 것인 만큼

교원정원 비 일정 비율(10% 정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상

한선의법제화가요구된다. 

넷째, 계약제 교원 임용의 자격 기준, 임용 기간, 유인 체제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계약직 교원 임용 자

격 기준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고령,

허약 체질, 질병, 무경력자, 활동부자유자 등 상당수의 교직

부적격자가 계약제 교사로 임용되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학

교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자격 기준을 상세

히규정할필요가있다. 

또한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이 현행 최장 3년으로 한정하

고 있는데 이를 탄력적으로 운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약제 교원이 3년간 학교교육과정 운

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할 경우에는 우수한 교육인력 확보

차원에서 유인가를 제공하여 또다시 근무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한다. 더욱이계약제교원이3년간교육과정운 에

참여하여 그의 직무수행 능력에 한 전문성 등을 엄격한 평

가기준에 의해 검증 받았다면 정규 교원으로의 임용이 가능

하도록별도의유인체제를구비하는것이필요하다.

다섯째, 계약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체제가 강

화되어야 한다. 계약직 교원은 단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므로

교육과정 운 에 한 책임감 및 난이도가 높은 직무수행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르게 된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은 학

기 중간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 파

악도 제 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다른 교사와의 평

균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제 교원에게 상치 과목을

맡기는 것은 계약제 임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

라 계약제 교원의 업무부담과 증가와 함께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계약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는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계약제 교원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질

적수준을유지∙개발할필요가있다.

Ⅴ. 맺는말

단위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효율

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는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불가

피한 면이 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요구가 실

현되기 위해서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 될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학교에 계약제 교원을 임용

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려 한다면, 일선 교원

은 물론 학부모들이 계약제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의심하지

않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

록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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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말

늘 들어오던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먼 이국 땅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여름방학이건 겨울방학이건 방학 때만

되면 미국의 비교적 큰 공항에서는 배낭을 짊어지고 혼자

서여행을하는어린한국학생들을쉽게접할수있다. 소

위 어학연수 또는 조기 유학을 떠나온 학생들이다. 때문

에 미국의 웬만큼 큰 도시에 있는 어 학원에는 한국인

학생들로만 반 편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 조금 사

업 수완도 있고, 교육 문제에 비교적 밝은 한인 교포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어학원을 설립∙

운 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교민 사회

에서는 교육 비즈니스가 불경기 없는 호황 업종으로 등장

하고있다. 

미국L.A. 일원에서만한인초∙중등학생 상학습학

원이400여곳에이른다는통계이다. 모든업종이불황을

겪고 있는 요즈음의 미국에서 한인 교육 비즈니스만은 예

외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한인 학원 수가 최소 연 10%씩

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그 많은 어학원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의

운 자들을 만나보면 한결 같이 한국 교육의 현재 형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한국의 교육제도 전반을 무너져

내린 제도의 전형인 듯 비웃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하지

만 자신들이 운 하는 어학원의 형편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들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솔직

하게시인한다. 

과 포장된 세 학원만 믿고 어연수나 조기유학을

떠나 보내는 고국의 부모들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전문적

책도 없이 그저 학생 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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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의 학원들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에는 공교육 제도가 없느

냐고 물어오기까지 한다. 일년에 수백 명씩 미국의 학에 방

문 교수(많은 교수들은 구태여 교환교수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기를 고집하기도 한다)로 잠깐 다녀가는 지식인들도

자신의 귀국 전에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들이 운

하는 어학원이나, 정규 학교 이외의 소규모 각종 학교는 계

속증가할전망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기관이 가지는 시설 미비, 교육과정의

부족,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로 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교

사진의확보방안이무엇보다어려운문제로 두되고있다. 

미국 사회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국의 학생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제 로 된 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미

국의 학에서 어 교육, 그것도 외국인에게 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교사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의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있다. 설사그러한능력을갖춘교사를안다고하여도정

규 학교가 아닌 어학원에서 채용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비

용을필요로하고, 또한어느정도의기간동안채용이보장되

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계 어학원을 운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교사진을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을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이 운 하는 어학원의

수준을비교적높게평가하지못하고있다.

한편,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식상한 문제로 국내의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교육 개혁이라는 화두

는 외국의 경우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

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할 교육의 원한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년 들어 이제까지의 교육의 기조를 근본적

으로 바꾸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시도가 범정부적으로 시작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교육 개혁의 시작은

우선 교사들에게서 그 출발점을 찾고 있다. 학생들에 한 태

도에서부터학습방법, 학습시간의연장등거의 부분의요

구는교사들에게또다른역할을맡아줄것을요구한다. 

미국의 교육 개혁은 어떤 당에서 정권을 잡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 근본 배경에는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265억 달러라는 천문학

적 정부예산의 교육비 지출 요구가 의회를 통과하 고, 연방

차원의 교육비 20% 증액 지원을 포함하여 특정한 학년을

상으로 하는 구체적 교육과정 목표의 설정, 빈번한 전국 규모

의 평가체제 구축, 교육에 한 지방 정부의 재량권 확 등

다양한방안을포함하고있기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교사들의 책무성에 해 가

혹하다고 할만큼의 요구가 지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3�8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과 읽기에 한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고 판단되는 학교에 해서는 연방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

도록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업능력이 별로 향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할

수있는강력한정책을실시한다는것이다. 

전 세계에서 직능별 구성원의 권한이 가장 막강하고, 직업

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미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개혁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 개혁안에 반 한다는 목소리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막강하다는 미국의

NEA와 같은 교원 단체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러한 조치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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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적어도 교직 사회 전체가 한결 같이‘내 탓이다’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가 온 것이다. 정

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잘못

된정책중에서가장잘못하고있는정책역시바로교원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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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집회를 가진다는 보도도 전혀 없다. 자신들의 조

그마한 이익에 반하는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질 기미만 보

여도 학교 현장을 버리고 거리로 뛰어 나가는 한국의 형

편과비교하면너무나거리가먼나라의일이다.

Ⅱ. 교사교육의중요성

언제나 이야기되는 말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교육의 질에 작용하는 수많은 변인들이

있지만, 역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 문제이

다. 한국의 총체적으로 잘못된 교육 문제가 모두 교사 때

문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리고 많은 교육 관

계자들은 잘못된 여러 교육 정책을 손가락질 하지만, 여

전히교사의책임이없다고할수는없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교사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교사

들을 돕기는커녕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제 로 된 교육

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교사들의 항변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육의 잘못된 현실이 교사들에

게전혀책임이없다고발뺌을할수있는지묻지않을수

없다. 정책의 잘못은 잘못 로 지적해야 하겠지만, 수많

은 학생들이 교사 없이 빈 교실을 지키며 배우겠다는 의

지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겠다는 교육

학의 재학생 본인들이 발령을 받고 임용되기까지 누구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결코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조금많은 연금을받기위해 시간계산을하며, 일찍 교

직을 접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만 있

지, 한꺼번에 교직을 버릴 경우 많은 학생들이 희생될 것

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정부의 정책만을 탓

한다고 잘 하는 일이라고 동조할 수 없다. 제 로 된 평가

체제 없이 누가 더 노력하건 아랑곳하지않은 채, 단일 호

봉제에 의한 똑같은 평점을 받고, 똑같은 봉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장의 모

순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눈부시게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외국어를 가르

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새

로운 지식혁명의 시 에 컴퓨터의 용도가 어떻게 된다는

점을 짐작도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자라나는 학

생들의 능력 신장을 가로막고, devided children을 양산

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정

년까지는 자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는 교

사들을 무조건 옹호할 수가 없다.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교직의 책무성 때문에 고민하며, 매 시간을 아껴가

며, 노력하는 교사들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적어도교직사회전체가한결같이‘내탓이다’라는인식

하에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가 온

것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인적자원

부의 여러 잘못된 정책 중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

역시 바로 교원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교원임용 체제와

양성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

고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어 한

세기에 다가가고 있고, 수많은 새로운 교육정책들이 실험

하듯이 시행되었지만, 교사와 관련한 정책만은 시 가 바

뀌어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도 변화하지 못한 채, 과거

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예 변화 자체가 불가

능한것처럼제자리걸음을하고있다. 

여러 정권에 걸쳐서 수 십년 동안 교원에 한 획기적

인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겠다는 변죽만 울린 채 오늘

이 시간까지 교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교원 양성

정책을 비롯한 종합적인 교원 정책을 입안 발표할 것이라

는 장담과 함께 지역별 공청회까지 끝낸 방안은 이 시간

까지 그 내용이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없다. 분명한 사실

은 지금과 같은 교원양성 제도와 종합적인 교원 관련 시

스템을 가지고는 한국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많은 교육의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고, 결국에는 한국 교육에 결정적인 위해를

초래하게된다는것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일고 있는 각종 교육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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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눈 여겨 보아야할 목이 있다. 

일본 전국의 101개 국립 학 중에서 학 스스로 통폐합

작업을 벌리고 있는 학이 70여 개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 중 31개 학은 이미 15개 학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

으며, 특별히 교사 공급과잉 상태 속에 있는 교육 학과

사범 학간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여

간사이 지방에서는 오사카, 교토,

효고, 나라 등 네 곳의 전통 있

는 형 사범∙교육 학이 통

합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형편에서 교육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못할때어떤결과가초래될것인가하는점은자명하다.

결국 더욱 첨예하게 벌어질 국제간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

에없고, 우리에게는미래가없게될것이다.

Ⅲ. 한국교사교육의문제점

일반적으로 교사를 제 로 양성하고 교육 일선 현장에서

제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다음

의네가지 역에서의고려가따라야한다고알려져있다. 우

수인재확보, 질높은양성체제, 합리적임용방안마련, 그리

고지속적인현직연수등이그것들이다. 

우선 우수한 교사 지망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

이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해마다 학 입학

철이되면온나라가입시열풍으로정신이없게된다. 모두가

원하는 학의, 바라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

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

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국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고교 졸업자

들은 불과 두세 가지의 특정 학 특정 전공으로만 몰려드는

것이다. 자연계열의 지원자는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은 도외

시 한 채, 의사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되고, 문과 계열의 지원자

들은 법관이 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범 학 지원자들의 지

적 수준은 상 적으로 떨어져서, 전국의 학에서는 내신성

적3등급이하의수험생들만이지원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해가 갈수록 지속되고 있어서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사 지망자들의 질은 해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

고, 결국 그들에게서 지도 받는 학생들의 학습력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밖에 없

게 된다. 한국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지

만, 해마다떨어지는교사지망자

들의 질이 그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교직으로의 유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

로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질 높은 지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결국 과거 1990년 헌법 재판소의 국립 사범

학 졸업생들의 의무 발령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통하여

그해결방안이분명하게밝혀진것으로되었지만, 그판결이

전과이후의교직지망자들의수준을통하여볼때, 그것이오

히려 우리 교육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교사양성 방안에서 교사 지원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 임용제의 장점을 주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보다 넓고 많은 자원 속에서 우수한 인재를 골라

뽑을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

지만 이는 교직 유인 체제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인

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현

와 같은 개방적 사회 체제 속에서 교원의 개방 임용이 아닌

목적형 양성 체제가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

리로 남는다. 하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떠한 제도가 보다 국가 이

익에 부합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한 해답은 자명하다. 만

약 완전한 의미의 목적형 양성체제의 운 이 불가능하다면,

두 가지 방안의 절충식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초등학교 교원의 양성 기관인 교육 학은 목적형 학으

로 묶어둔 채, 중등교사의 양성 기관인 사범 학만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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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으로의유인구조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지만, 결국 질 높은 지

원자들을 모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

되지않고는이문제를해결할방법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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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체제로 유지해야 하는 분

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한

진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양성체제의

확보 및 유지도 우

수한 교사의 확

보를 위하여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46개

국∙사립 사범 학과 11개의 국립 교육 학은 여전히 많

은문제를안고있다. 

우선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응할 수 없는 체제인 셈이다. 아울러 교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적정하게 운 되어야 하는 교육과정

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범 학의 경

우에는 미래의 학생 수에 비하여 적정 규모로 양성해야

하는 교원의 수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양성하

고 있어서 중복 양산되는 교사의 수가 넘치는 것은 물론,

과거 학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으로 별다른 시설의 보완

없이 인가를 남발하여온 사범 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

국 종합 학 내의 사범 학들은 그 특성이 무시된 채, 거

의 똑같은 형태의 학과가 중복 설치∙운 되고 있다. 아

울러 특정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과 설치를 허가하지 않아

서 절 적으로 필요한 교사의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

다. 학에 따라서는 사범 학의 규모가 지나치게 세하

여 교사양성 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 하기

에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중등교사 자격자의 수가 절

적으로 많다는 문제 때문에 국립 학의 학생 수를 터무니

없이 감소시켜 학과 운 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자연

감소된 교수의 채용을 기피하여온 때문에 부분의 사범

학에서는 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 이 불가능한 형편

이다. 이러한 형편은 비단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 학

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

학의경우는그정도가더욱심한형편이다. 

사범 학이 부분 종합 학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우

선 필요한 강좌나 교수의 경우 종합 학 내의 다른 학

교수로 체할수 있

는 여력이 있으나, 교

육 학의 경우는 그마저

여의치못한형편이다. 

현 적인 교사의 특성을 거

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사 자

격자들의 폭넓은 학문적 경험과 체

험적 경륜을 요구한다. 인터넷을 열기

만 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의

홍수 속에서 학생들을 폭넓게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기

르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폭넓은 경험을 쌓아야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학 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폭

넓은 경험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

이다. 

현재 국내의 교사 양성 체제와 더불어 사범 학과 교육

학의 통합이냐 또는 현행 제도의 유지냐 아니면, 제3의

방법으로 교원 학과 같은 체제로의 변화냐 하는 문제는

교사 양성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따지기 이전에 각각의 이

해 관계에 따른 기득권 싸움 같은 모양을 띄고 있지만, 한

국 교육의 교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단

순하게 덮어두는 것보다는 이제는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하여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어느 쪽의 눈치만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감이있다. 

크게는 한국의 학생들의 발달 관계를 면 히 살펴서 학

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고 그

에 따른 교사 양성의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교원 양성 기관의 효율적 운 을 위하여 가장 합

리적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원 양성 기관

의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교사 양성의 표준적인

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다음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교원 임용과 관련한 문

제이다. 

현행의 제도는 초등교원이건, 중등교원이건 개방 임용

을 원칙으로 하여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중등교원 자

양성과정을 표준화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특

성을 찾아낸 후 그러한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지

필 검사뿐만 아니라 면접, 실제 수업활동의 관

찰, 기록물의분석, 포트폴리오의분석등다양

한준거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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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 소지자들을 상으로 하는 임용고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단지 초등교사 자격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서 비교

적 선발의 가능성이 높으나 중등교사의 경우는 자격증 소지

자의수가워낙많아서실제임용되기가쉽지않다. 그러나교

원의 자질 면에서 살펴 볼 때에 실제 임용고사의 내용이나 방

법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한 지필 검사를 통하여 교사 임용자를 선발하는 것이 가

능하며 합리적이냐 하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사의 지식과 능력에 관한 관점은 너무 다양하다. 결과적으

로교사가무엇을알필요가있으며, 무엇을할필요가있다는

말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이

고 무한적이며 예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정도로

다양하다. 

몇가지의유형으로나누어보아도, 개인발달적인관점, 연

구 지향적인 관점, 직무 분석적 관점, 그리고 직업적 관점 등

이있다. 이렇게다양한능력을가지는교사의임용과정을무

시한 채, 단지 지필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선발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보완되어

야한다. 

우선 양성과정을 표준화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특성을 찾

아낸 후 그러한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지필 검사뿐만 아니라 면접, 실제 수업

활동의관찰, 기록물의분석, 포트폴리오의분석등다양한준

거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직교사의 연수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현재 한국 교사연수교육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현직 연수 기관으로서의 교육 학원 교

육의 질적 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에서는

단순하게 수의 문제에만 매달려 전국 36만여 교사들의 연수

를 위하여 담당 연수 기관의 수를 늘리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수 기관의 질적 관리는 도외시한

채, 원하는 학에는 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교육 학원의 인가를 허용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여러

학에서는 교원 연수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그를 위하여 교

육을 담당할 전임교원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교

육 학원을 개설하고 학위증을 남발하는 형편이다.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교육 학원의 질 관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교원

연수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후회를 할 수밖

에없다.

Ⅳ. 맺는말

한국의 학교 교육을 놓고 지금과 같이 비관적인 견해가 팽

배해 있었던 때가 없었다. 일부에서는“교실 붕괴”, “학교 붕

괴”라는 말을 예사롭게 하고 있고, 학원 교육보다 못한 학교

교육이라는 말을 손쉽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결과의 원

인에는물론여러가지가있겠지만, 그중교사문제도결코무

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교사는 결정적으

로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

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사교육은 이와 같이 중요한 교육

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시되고 있고,

국가 교육정책에서도 무시당하고 있다. 우선 교사 양성을 위

한 표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사를 양성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도 결여되어 있

는형편이다. 

한편에서는 교사양성 교육의 변화가 필연적이라는 관점에

서 그 변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

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에서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힌 교원 양성 체제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표

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여러 번에 걸쳐 제시하 던 방안도

제 로추진하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다른 여러 선진국

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사교육 방안의 개선 의지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교육을 이 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국민 모두를 일깨우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객관적인 관점에

서 제 로 된 교원 양성체제의 개선과 양성 방안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과감하게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

은 더 이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을 살

필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 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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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학교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좌우하는 것에는 수많은 요

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수많은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작 교

육개혁의 바탕이 되는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연수 및

승진 등을 포함한 교원정책에 해서는 상 적으로 소홀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방안에 하여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하지못했었다. 

최근에정부에서는‘교직발전종합방안’을발표하고, ‘교

원 양성기관에 한 평가’를 통하여 교원 양성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 으나, 현행 양

성체제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에는한계가있다. 연구자는현행교원양성제도가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근원적

으로 해소하고, 교원의 자질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학부 수준이 아

닌 학원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첫

째, 우리나라의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

점을 살펴보고, 둘째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양성기

관에 한 평가인정제도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터 말하면 이러한 방안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그 이유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현행교원양성체제가안고있는근본적

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 학원수준에서의

교원양성방안의필요성과정책 안을제시하고자한다. 

Ⅰ. 현행교원양성체제의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는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의 양성이 엄

격히분리되어있다. 초등교원의 부분은종합 학과분

리된교육 학교에서양성되고있다. 이에비하여중등교

원은 종합 학교 내의 사범 학과 교직과정을 통하여 양

성되고있다. 먼저초등교원양성체제의문제점을간략히

살펴보자.

가. 초등교원양성체제의문제점

초등교사의 양성은 유아교

사나 중등교사 양성과는 달리

오로지 초등교원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목적형’

학인 12개 교육 학(한국

교원 학포함)에서독점적으

로 이루어진다. 교육 학 중

심의 현행 초등교원 양성체제

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양성과 수요인원이 균형을 이

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성
과
정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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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
획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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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수준의

교원양성제도도입의필요성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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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등교원 인원은 항상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거나 남았다. 초등교원이 부족하면 임시교원

양성소 등을 통하여 제 로 교육받지 못한 교원들을 초등교

사로 발령하게 되어 교원의 자질이 저하된다. 다른 한편 교육

학에서 초등교사를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양성하면, 교

육 학졸업생들의사회적진출이막히게된다. 

둘째로 교육 학은 종합 학교에 비하여 상 적으로 도서

관이나 컴퓨터 등의 교육시설도 열악하고, 교수 수도 매우 적

어서폭넓은교양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고,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와의 관련성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경험도 쌓지 못하게 된다. 전국의 부분의 교육 학교

가 한 학과에 3�9명 씩 총 60여명에서 80명의 교수로 구성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주교육 학은 부분 학과의 교수 수

가 2명 정도로 총 25명의 교수가 교양과목을 비롯하여 모든

과목을 학4년동안학생들을가르치고지도하고있다. 

셋째는 교육 학생들은 종합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는

달리 학생활을 통하여 여러 학문분야를 배우고 익히며, 앞

으로 기업, 법조계, 과학기술계, 문화계 등의 다양한 직업 분

야에 종사하게 될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 못한

다. 이로인하여교직이외의다양한직업세계를폭넓게이해

하고, 장차 자신들이 종사하게 될 교직의 특성, 장점과 단점

등을 다른 직업과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가지지못한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이러

한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중학교 교육과

연계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추어 교원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양성체제에는 이 점이 고

려되지않고있다.

나. 중등교원양성체제의현황과문제점

중등교원은 주로 사범 학과 일반 학의 교직과정 그리고

일부는 교육 학원에서 양성된다. 중등교원 양성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비교원에게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제 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장 중요한 원인은 양성 인원과 임용 인원 간의 불균형 때문

이다. 중등교원은 사범 학, 교직과정, 교육 학원 등을 통

하여 해마다 40,000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으나, 임용되는

인원은 5,000여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사범 학 등을 졸

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범 학

에는 입학할 당시부터 교직 이외의 다른 직업으로 진출하고

자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교직 진

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Ⅱ. 정부의교원양성기관의평가인증제도

그 동안 정부도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제도의 개혁을 위하

여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제안하 다. 문민정부 시절의 교

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 로 교

원양성기관에 한평가인정제를도입할것을제안하 다. 

현재교원양성의주된임무를담당하고있는교 와사 는그규

모의 세성과교육과정및지원시설등의측면에서여러가지문제점

을지니고있다. 또한과도한양성으로인해교사가될수있는보장이

희박하기때문에우수한젊은이들이...사 의진학을기피하고있다.

교원양성기관에 한평가인정제의도입을통하여교사로서갖추

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과 학생지

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제 로 배울 수 있도록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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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우수한 학은 중점적인 행∙

재정 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양성기관으로 육성해 가도록 하며, 그

렇지 못한 학은 일반 학으로 전환하거나 타 분야 직업진출을 위

한기관으로전환시켜나가도록권장”할것을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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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나아가야한다( 통령자문교육개혁위

원회, 1996;18).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평가결과가 우수한 학은 중

점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질 높은 양성기관으로 육

성해 가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학은 일반 학으로 전

환하거나 타 분야 직업진출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시켜 나

가도록권장”할것을제안하 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 1

년 동안 교원 양성기관에 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평가지

표, 평가 역, 시행방안등의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 다.

1998년에 사범 학을, 1999년에는 교육 학을, 2001년

에는 교육 학원을 계속하여

평가하 으나 교육부는 평

가결과에 하여 아무런

조치를취하지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

는2001년7월에

발표한“21세

기 지식기반사회에 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또

다시‘교원 양성기관에 한 평가인증제’를 통하여 양성

기관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하 다. 그러나 정부

의평가인증제도는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가지고있다.

첫째로 평가인증제를 통해서는 앞서 살펴 본 현행 초등

과 중등의 교원 양성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

을 개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 학 중심의 교원

양성제도는 해방 이후 이제까지 때로는 초등교원의 부족

을, 때로는 공급의 과잉을 초래하 다. 중등교원은 교원

양성 인원의 과다로 사명감과 전문성 등이 부족한 교원들

을양산하 다. 

둘째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양성기관에 한 비교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진다고 할지라도 평가 상기관에서 그 결과를 기꺼이 받

아들여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받은 기관들이 스스로 교원

양성기관을 폐쇄하거나 정원을 조정하여 양성인원을 없

애거나줄일지에 해서는매우회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하여 양성기관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는

1998년에 사범 학과 그 이후에 교육 학과 교육 학원

등에 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원래의 방침 혹은 약속과

는 달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다음에 실

시되는‘평가인증제’는 1998년에 실시된‘평가인정제’와

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며, 과거와는 달리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러나 사범 학 등의 양성기관에서는 과거에도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수 차례에 걸쳐 발표하 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방침에 하

여 그다지 신뢰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양성

기관에 한 평가를 실시

한다고 할지라도 소기의 성

과를거두기는어려울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시행하고 구상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보다는,

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방안을 통하여 교원 양성체

제를개혁해야한다. 

Ⅲ. 학원수준에서의교원양성방안의
필요성과정책 안

학원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원 설치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중등교사 양성과정이 양성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배

출되는 교사의 질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교사양성기관에 한 평

가와 예산지원을 통해 교사양성과정을 개선해나가고자

하 지만, 현재까지 이에 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효과는 회의적일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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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이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훈련과정이 필수적이다. 오

늘날 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의사와 판검

사는이들직업을얻는데소요되는기간이다른직업

과비교하여상 적으로길다는점과무관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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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국립 학을 제외하고 학교간에 뚜렷한 차별성이 보이

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에 따른 제재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 중등교사양성기관을 국립으

로 전환하거나 획일적인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 하도록

학측에강요할수도없기때문이다. 

둘째, 교원전문 학원 설립은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

장 설득력 있는 책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이

전문직으로인정을받을수있기위해서는장기간의훈련과정

이필수적이다. 훈련과정이길면길수록전문직으로서의위치

는 공고해지게 된다. 오늘날 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

는 의사와 판검사는 이들 직업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다

른직업과비교하여상 적으로길다는점과무관하지않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으로 학원과정의 설치가 필

요하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도꾸준히제기되고있다.

미국에서 학원수준

의 교사양성교육의

필요성에 한 주장이 처음 제기된 때는 1970년 초이며

1980년 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신시내티

학의 교육학부장인 Hendrick Gideonse는 교과내용에 한

충분한 이해와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기 위

해서는 4년간의 학부교육과정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최소한

고등학교졸업후6년간의훈련과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바

있다. Dale Scannell은“4년간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가 기 하고 필요로 하는 성취 수준으로 학생들을 이끌

수 있는 교사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데, 그가 보기에 4년제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너무 많은 교과

목이 피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의 교사들이 필요로 하

는것을준비시키는데는부적절하다는것이다.

이처럼 학부수준에서의 교사양성과정에 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198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교사교육의 체계

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가수준의 연구와 보고서가 계속 나

오게 된다. 그 중 가장 표적인 것이 카네기 포럼의「준비된

국가 : 21세기를 위한 교사」와 홈스 그룹의「미래의 교사」이

다. 이들 두 보고서는 교육학 학사과정을 없애고 신에 학

원 단계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학원 중심의 교사양성

체제를제안하고있다. 

셋째로 교원전문 학원의 설치는 학부모의 교육 수준이 급

격히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도 매우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학부모가 교사와 같은 수준의 학교육

을 받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경

우 교사의 권위는 상 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된

다. 교육통계는 우리나라가 점차로 고학력사회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진학률이 70%를 넘어섰고, 인구

10,000명당 박사학위소지자 수가 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44%에 달한다는 통계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학

력사회로 나아갈수록 교사는 일반인들보다 상위 단계의 교육

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위 단계에서의

교사 교육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고할수있다.

넷째는 교사양성과정의 다양화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과정은 선진

국과 비교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운 되고 있다. 여기서 폐쇄

적이란 교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

는 창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미이다. 우

리의 경우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 나 사 에 진학해

야한다. 인문 나자연 등다른학문전공자들이교직을선

택하고자 하여도 이들 중 몇몇만 교직과목 수강을 허용 받을

뿐이다. 사회생활을한후뒤늦게교사가되고자하는경우교

나 사 로 재입학하거나 편입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교사양성기관에서 운 하는 교사양성과정도 매우 단순

하여교 는4년간의과정을통한초등학교교사양성과정만

을, 사 는 4년 간의 과정을 통한 중등교사 양성과정만을 운

하고 있다. 한국교원 와 이화여 처럼 초등과 중등을 함

께 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

로 여기에서도 교사 희망자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다양하게

하는양성과정을운 하고있지는못하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교사양성과정이 매우 다원화되어 있

다. 학부과정이라고하더라도2년제, 3년제, 4년제과정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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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문 학원은 학의 다양한 전공자들과 사회

적경험이많은전문직종사자들을교직으로끌어들

임으로 교직의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ㆍ전문화할 수

있다는점에서그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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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심지어 통신과정으로 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학원 과정의 경우에도 1년 과정과 2년 과정이 있으며,

학습자의 이전학습경험에 따라서는 6개월이라는 단기과

정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국의 경우 교사양성과정은

아홉가지가 되며, 미국의 경우에도 학부와 학원수준에

서 다양하게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선진국이 이처럼 다

양한 교사양성과정을 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연령적으

로나 사전학습경험면으로나 다양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교직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질

있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커진다고 생

각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교원전문 학원은 학의다양한전공자들

과사회적경험이많은전문직종사자들을교직으로끌어

들임으로 교직의 인적 구성원을 다양화ㆍ전문화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교직은 다른 직업

과 비교하여 사회적 신분이나 보수 면에서 비교적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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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교육전문 학원 운 모형의 장단점 비교

2+4

모형

복합

모형

�학부 교양교육 2년 이

후 4년간 교사 전문교

육실시

�4년제, 6년제및4+2

년제를복합운

�6년 과정 이수자에게

는 석사학위와 1급 정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

고고교교사로임용

�모집단위광역화등 학구조조정방향과갈등

야기(구조조정효과미미)

�다양한과정의운 에따른혼란의가능성

�수급조절효과미약

�새로운학제의도입에따른혼란

- 학부3학년에서학생을선발함에따라타 학

(학과)의학사운 에혼란야기

�우수학생유치의어려움

자료: 황규호(2000), 학원수준에서의교원양성방안,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교육학회.

모 형 기 본 성 격 장 점 단 점

�교원양성교육기간연장에따른교사지위향상

및전문성신장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장점 유지 가능(특히

교육 학)

�현행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현행 교원 양성 교

육과정의문제점해결가능

- 실습기간연장

- 교과교육학및일반교육학강화

�교원양성교육기간연장에따른교사지위향상

및전문성신장

�현행 양성체제의 구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함으

로써체제변화에 한적응용이

�학생의전공선택권강화

�사범교육의 특성화 유지 가능(연계과목운 ,

교직사명감교육등)

�통합교과 담당교사 양성 및 복수전공∙부전공

교사양성용이

� 학원 수준의 교원양성교육에 따른 교사의 사

회적지위향상

�교직에 한학생의선택기회확

�소수정예의 교사 양성 교육에 의한 교사 수급

문제완화

�현행 양성체제의 구조의 기본 골격을 유지함으

로써체제변화에 한적응용이

�교원양성과정의유연성및개방성증진

�학생의다양한진로선택권강화

�고교심화선택과목담당교원전문성신장

�교원양성 교육기간을

6년으로연장

6년제

모형

�교육기간의단순연장으로구조조정의효과미흡

�사회적비용의증가

�6년 과정 이수 후 임용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졸업생불만고조

�학부수준의사범 학폐지에따른반발가능

�교과내용과 교과교육의 연계성 및 통합성 저하

우려

�통합교과담당교사양성곤란

�복수전공∙부전공교사양성곤란

�교직사명감약화우려

�4년제 학부교육 이후

2년간 교원 양성 전문

교육실시

4+2

모형



� 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안�

않은편이다. 그러나사회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중에는교

직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교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의외

로많다. 이들이교직에서중시여기는것은보수나사회적지

위와같은외형적인조건이아니다. 교직만이자신의삶에보

람과 의미,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교직에 한분명한정체성, 사명감을갖고

있기때문에교직생활에헌신할가능성이많다. 동시에이들

사회경험자들은 실생활을 통해 얻은 살아 있는 지식을 소유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 진로지도에

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직업종사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교과목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교과선택 폭도 넓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적배경을갖고있는서로다른연령층의교사집단구성

은현재의보수적인교직문화를개혁하는데도도움이될것

이다. 다양한사회경험자들의교직유입은크게보면교직과

다른직업세계와의유기적인연결을가능하게하므로교육의

활동을사회전반으로확산시키는데도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필요에따라논의된 학원수준의교원양성의구체

적방안은4가지모형으로정리될수있다. 첫번째안은6년제

(또는 5년제) 교원 양성교육체제로, 일부 우수 교원 양성기관

의교육기간을현재의4년에서6년(5년)으로연장하고졸업자

에게 석사학위를 부여(5년제의 경우는 석사학위를 부여하지

않음)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2+4년제 교원 양성교육체

제로 일반 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2학년말에 선발하여 4년의

교육전문 학원과정을실시하는방안이다. 세번째안은4+2

년제 교원 양성교육체제로 교직을 희망하는 학부생이 3�4학

년 중 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의 전문 학원 과정을

두는방안이다. 마지막으로네번째안은복합형교원양성교육

체제인데, 현행의 4년제 사범 학체제와 1안의 6년제 전문

학원체제및3안의4+2체제를병행하는방안이다. 이상의안

에 한장단점을비교, 정리해보면<표Ⅳ-1>과같다.  

그런데 첫 번째 안의 경우, 기존의 사범 학의 기한을 단순

히 연장한 효과 이상을 기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 그리

고 두 번째 안의 경우는 학제상의 혼란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강한 설득력을 얻었다. 따라서 세 번째 안과 네 번째 안이 현

실적인안으로부각되었는데, 네번째안의경우는먼저세번

째 안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안이므로, 실제 논의의 초

점은 세 번째 안으로 모아졌다. 이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세번째안을중심으로정책제안을하게되었다. 

4+2체제의장점은첫째, 보다심도있는교원양성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

실습의강화등교육현장과연계된교원교육을가능케한다.

셋째, 교직 희망자가 보다 성숙한 시점에서 자신의 적성을 고

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직업에 한 자긍심을 높인다. 다섯째, 교원 양성

의 회임 기간이 종전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교원

수급변동에보다신축적으로 응할수있다.

맺는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들을 탐색하

다. 교원의양성제도는구조적으로매우심각한문제점들을안

고있다. 그러나해방이후정부는문제가생길때마다임시방

편적으로해결하는데에만주력하여왔다. 문제의근원을파헤

쳐서이를원천적으로해결하기위한노력을하지않았다. 

많은학자들이우리는농경사회와산업사회를거쳐지식기

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란 달

리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

는 능력과 자질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

이다. 이사회에서는과거어느때보다교육의역할이강조된

다. 교육을통하여급속도로발전해가는사회를이끌고나갈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자질

과능력이우수해야한다. 미국, 국, 프랑스등세계각국들

이 앞다투어 교원 양성정책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의 구

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도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위해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다. 이 에서는교원양

성의 질적 수준을 드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원 수준에

서의교원양성의필요성과방안들을탐색하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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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한국교원 학교교수, mooah@cc.knue.ac.kr)

Ⅰ. 서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무한 경쟁 시

를 맞이한 세계 각국은 새로운 레니엄 시 를 주

도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인 명제로 삼

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선진국들은 각 분야의 구조와 기구를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

으며, 특히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인

식으로교육개혁에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 나라 역시 21세기 국제화∙개방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시설의 확충과 첨단화 및 교육과정

의 개편, 교육 재정의 확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규

모가 점점 확 되고 교육의 내용이 전문화, 다양화됨

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우수 교원의 확보, 개발 및 유

치에는 소홀하 다. 물론 지금까지 수 차례의 교육개

혁이 실시되고, 그 때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한

논의는 있어 왔다. 그러나 교원의 양성, 자격, 임용 및

연수 등과 관련된 실질적 교원 정책 마련에는 상 적

으로소극적이었음을부인할수없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21

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비하는“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좀 더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후 추

진할 과제로“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을 제시하

다. 이 안은 현직 교원과 교육행정가의 전문성 신장

을 위하여 교과교육 및 교육행정 전공“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 개설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교육전문박

사학위”과정을“교원전문 학원(가칭)”에 개설하는

방안과 기존의 교육 학원을“교육전문 학원(가칭)”

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되, 학

위의 질적인 수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하

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두된“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 도입”은 교원의 자질 향상으로 무한경

쟁시 를 비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현실

적인 처 방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를 개

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한 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재고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에서 필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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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박사학위(Ed. D.)과정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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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전문성과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 방안의 필요

성을 탐색하여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 방안에 한

논의를하고자한다.

Ⅱ.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도입

최근 교육 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교원의 자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

안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논의를 교원양성

교육체제 면에서 볼 때, 부분의 교원양성기관이 교원으

로서의 자질과 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양

성하는 데 적합한 시설 설비, 교수진 등을 제 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

등이 부실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국가 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정보화의 확산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 요구를

수렴하지못하는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우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다양한 각도에

서 제안되어 왔고 또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개선안 중에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어서

한 가지 방안만을 추진했을 경우 기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교원 정책 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교원의 능력과 자

질 및 전문성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되어야한다.

1. 교원의전문성

전문성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이 가지게 되는 고유

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문직의 일

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직은 전문화된 지식

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전문지식과 기술은 학 수준 이

상의 고등교육기관의 과정에서 전문적 준비교육과 계속

적이고도 집중적인 현직훈련을 통해서 획득, 연마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장기간의 현직훈련을 통해서 획득될 성질

의 것이다. ② 전문직은 해당 전문직의 보전과 사회에

한 봉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은 일정 수준 이

상의 성취 표준(achievement standard)을 설정하고 있

다. ④ 전문직은 과업 수행의 활동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

을 요구하며 동시에 책임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기준에 하여 교직이 전문직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오늘에 있

어서는교직의전문성은어느정도인정된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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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이미 산업화, 분업화 시 와 함께 전문

가 시 에 살고 있으며, 교육도 역시 교육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분 수긍

하고 있다. 교사도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육 전문가

로서 학교 사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교수-학습방법의 변화이다. 단순한 내용을 가

르치는 주입식의 교육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사는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을 연구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할수있도록지도방법을전환하여야한다.

둘째, 지식 역의 다양성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폭

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고, 그

렇다고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학습의 효

과를 기 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교사에게는 교육

적인 바탕 위에서 학습자에게 지식을 안내하고 가르

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들은 전

공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수학습 방법, 학생지

도 등에 한 기본적 지식과 이론을 숙지하여 실제에

적용하고, 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계에 야기되는 문제들을

구명하고, 자료를 탐색하며, 가능한 해결방책을 수립

하는지적기술의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교육 업무의 다양화이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전에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 준비

도, 수용력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김종철은 교원의

전문적인 능력을“① 건전한 교육철학의 수립, ② 교

직에 한 올바른 태도와 감정, 특히 소속감과 안정감

의 확립, ③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의 습득, 특히 학습

지도 방법과 생활지도 방법의 개선, ④ 교육문제에

한올바른인식의확 ”라고제시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원의 전문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인 학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인

장학사(관), 연구사(관)에게 변화하는 시 에서 교사

들을 관리∙지도∙조언하기 위해 부단한 연수와 상위

학위취득이절실히요청된다.

학교행정가로서의 교장은 내적으로는 학교 경

의 책임자이며, 외적으로는 학교를 표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 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의 지도자이

고, 학교교육의 지원자이다. 이는 단순한 지원자가 아

닌 이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식견을 근거로 하는 전

문적인학교교육지원자임을말한다.

경 자로서 학교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조장하

고 지원하며,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교내 장학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하며,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신

장하여 교사들의 교수 활동, 학생 생활지도, 상담 활

동 등 교육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

습 활동을 조장하도록 교풍 확립과 학습 분위기 조성

에 힘써야 한다. 교사들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상위 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학부모들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장도 학교 행정가, 학교 경

자로서 지도력을 원만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단한연수및상위학위자격을취득할필요가있다.

2.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도입의필요성

최근에는 법학이나 의학 등 다른 전문직 관련분야

에서도 전문 학원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교

원 양성 교육을 위한 전문 학원 도입방안이 관심의

상이 되고 있다. 학원 수준에서 교원양성교육의

필요성은 교원양성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교직의 개방성 증진

등 매우 다양한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학원 교육은 학문적 자질 함양을 위주

로 하는 과정과 실용적 계속 교육을 위주로 하는 과정

으로 별할 수 있도록 학원 학위과정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학원 학위과정의 이원화는 우리 현실

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학문연구의 수월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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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위과정을 이원화하여 교

육목적과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을 달리함으로써 학위를

취득하고 활용하게 될 역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원화는 곧

학원 교육의 생산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원의 자

질,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도입은 지식기반 사

회에 적합한 교원 양성의 필요와 더불어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학원

수준에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에 알맞은 교육프로그램

을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지식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음 세 의 교육을 담당하

는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이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일반연수

와 교육 학원의 재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교육

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교장

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경 자와 교육전문직에게 석∙박

사 학위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지식 역의

다양성, 교육업무의 다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전문

적인 역할이 더욱 더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 실제로 일선

현장에는 전문성을 갖춘 학위소지자가 필요하다. 현행 4

년 간의 교원양성교육과정만으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

법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정보화 분야와 외

국어 분야의 능력 양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원 수준

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교육전문 박사과정까지 교

육을 할 수 있다면 시 가 요구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충

분히갖출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따른 교원 우 의 필

요이다. 교원이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원의 사

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사회로 특

징지어지는 현 사회에서 4년 간의 학사 학위 과정만을

이수한 교사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는 예전에 비해 떨어지

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 시 에 걸맞은 교원의 학력이 최

소한 석사 학위소지자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의사회적지위와위상을높일필요가있다.

셋째, 교직의 개방성이다. 교원 양성을 학원 수준에

서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교직으로 유입함으로

써 예비 교원의 폭을 확 하고 교과 관련 지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교직의 개방성과 아울러 전문성 신장에도 상당

히도움이될것이다.

3.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도입방안

학교관리자와 현장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교직

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은 교육

행정, 관리측면에있어전문성의신장뿐만아니라교육과

정과 실제수업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가지의 양성 형태를 제시하고 있

다. 첫째는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을 교원전문 학원(가

칭)에 개설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기존의 교육 학원을

교육전문 학원(가칭)으로개편또는신설하는방안이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도입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고려된 도입방안의 형태는 제1안으로 현

행 특수 학원으로 되어 있는 교육 학원을 교육전문

3.4 >>63

학원 수준에서 교원양성교육의 필요성은 교원양성 교육기간

연장을 통한 교원자질 향상,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교직의

개방성증진등매우다양한문제의식을배경으로하여논의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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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으로 개편하여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

고 일반 학원의 박사학위과정(Ph. D.)과정과 분리

하여 운 하는 체제이다. 제2안은 현행 교육 학원과

일반 학원의 학위과정을 통폐합하여 단일의 교육전

문 학원에서 Ph. D.와 Ed. D. 두 개의 학위과정을

운 하는 체제이고, 제3안은 법학, 의학 등의 분야에

서 논의되고 있는 유형으로 교육전문 학원에서 교사

를 양성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는 체제

이다. 제4안은 통합된 교원양성체제가 수립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연구여건이 구

비된 우수한 교육 학원 또는 일반 학원에 실험적으

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 한 후 문제

점 및 보완점 등을 확인하여 설치하는 방법 등을 들

수있다.

이들 4가지 유형 중 현 단계에서 제1안은 비교적 설

치와 운 이 용이하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기

존 교육 학원의 계속교육기능과 교육행정가와 교단

교사의 전문성신장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들이 선호하고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제1안은 현행 교육 학원의 부실 운 이 되풀이

될 위험성과 학위과정 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학

문적 수준이 저하되어 교육전문박사학위소지자를 경

시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개설에 해서는 부분

찬성하고 있으나 이 과정의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점도있다. 우선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위과정운 의 느슨함에서 오는 학위의 질

관리의어려움, 학위남발의문제이다.

둘째,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이 현장 중심이 아닌 학

문 중심으로 운 될 경우와 학위가 승진이나 교육전문

직으로의 전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현장에

서의교육활동이소홀히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셋째, 논의되고 있는 교원전문 학원과 교육전문박

사학위과정에 한 주도면 한 구체적 책 없이 개

설할 경우에 교육전문박사학위에 한 권위와 공신력

이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 

넷째, 교사 개인으로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도

한 시간과 경비의 소모로 교육활동을 경시하거나 경

제적부담을가질수있다는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

박사학위과정은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 및

그에 따른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개방성

의효과를기 할수있다.

앞으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개설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양성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개설

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개설을 위한 기본방

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은 교원전문 학원 제

도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

리는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과 일반학위과정과의 차

별성만을 중시하고 연계성과 통합성에 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미국 학의 경우 부분이 교원

과 교육행정가인 교육학박사학위과정 학생과 일반학

위과정을 분리 운 하지 않고 통합 운 함으로써 교

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하고 공동 수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교육학박사학위과정 학생과 일반학

위과정을 분리 운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

해야할필요가있다.

둘째,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질적 수준에 한

우려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전임교

수를 확보하고 적정수의 학위과정학생을 선발하며 전

용강의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의 전용시설이 확보되

어야 하며, 엄정한 평가, 적정 수준의 학점 취득, 학위

수여 요건의 강화에 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이 학문과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학위과정임을 감안한

다면 박사학위과정의 질 제고와 교원들의 전문성 신

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학위취득의 용

이성이나 행정 편의성 차원에서 교육전문박사학위과

정을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교육전문박사학

위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일제(최소 1년 의무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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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근무 제도의 확 방안

이나‘교직종합발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율연수 휴직제의 도입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Ⅲ. 결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변되는 현 사회는 지적 자

산의 규모가 국가와 개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보화∙세

계화 시 로 특징지어진다. 이 시 에는 경쟁력 있는 국

가와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국

가의 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 교원은 교육의 발

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세계의 많

은 나라들이 우수한 교사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여러 가

지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의 마련 없이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는 것

처럼 우수한 교원의 확보 없이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는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원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시 적으로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교

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양성은 교육기간의

연장을 통한 교원 자질 향상,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교직의개방성증진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교직종합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은 학교관리자와 현직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

행정, 관리 측면에 있어 전문성의 신장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과 실제 수업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양성의 형태는 교육전문박사

학위과정을 교원전문 학원(가칭)에 개설하는 방안과 기

존의 교육 학원을 교육전문 학원(가칭)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는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에 관한 안들 중에서 현행 특수

학원으로 되어있는 교육 학원을 교육전문 학원으로

개편하여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일반 학원

의 박사학위과정과는 분리 운 하는 체제가 선호되고 있

다. 그러나,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도입은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 교원 우 , 교직의 개방성과 사회적

권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

과를 기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개

설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양성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개설되어야 바람직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

하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은 교원전문 학원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질적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건 강화, 박사학위과정의 질 제고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라는관점에서기본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의 성패는 교육의 질 확보에 있

다. 기존의 교육 학원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 질에 하여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매우 높

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석사학위의 양적 팽창에만 관심

을 기울이고 질적인 통제에 한 노력과 투자가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교육전문박

사학위과정은 학위과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

행초기부터엄격하게견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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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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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언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는 것은 교육계의 중

요한과제이다. 특히지식을창출하고활용하는기능이

강조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원의 기능은 더욱 중요

시되고 있다. 교원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취도를

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미국에서는교원의임용과양성에 해많은문제제

기가 있어 왔다. 교원에 한 사회적 지위와 처우가 타

직종에비해높지않기때문에우수한교원을선발하여

임용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 머물도록 하기란 쉽

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은 학

생들이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여러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용된 초임교사들도 자기

계발을하여우수한교원이되도록많은정책을실행하

고 있다. 특히 1998년에 제정된 고등교육법 Title Ⅱ

(Title Ⅱ, Higher Education Act: Oct, 1998)는 연방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성과를

연방교육부와연방의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원 양성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

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의 책임은 주 정부에 있다. 주 정

부의 독자적인 정책에 따라 교원양성과 임용기준을 설

정하고양성기관을승인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주마

다 다양한 양성과정과 임용기준이 있다. 따라서 50개

주의모든제도를기술하기에는한계가있다. 본고에서

는50개주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양성과정과임용체

제를기술하고보다상세한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특

정한주나 학의사례를소개하고자한다.

2. 교원양성과정
교원을양성하는과정은 체로둘로구분된다. 하나

는 전통적으로 학에서 양성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

는정규 학과정이외에서양성하는과정이다. 이를구

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가. 학의교원양성과정

전통적으로 교원은 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교원을

양성하는 학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정

부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양성하는 학은 전문 학

(community college), 단과 학(college), 교육 학

(college of education), 종합 학(university)이다. 

체로 전문 학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교사를, 나머지

학에서는초등교사와중등교사를양성하고있다.

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입학, 초∙중등교

사 양성 프로그램, 교생실습, 교원자격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먼저교사양성기관에입학하는방법은 학의

학부과정을 마친 후 다시 학부과정의 교사교육 프로그

램에 지원하거나, 학원 과정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일정한 자격

을 요구한다. 입학시험이나 면접 등은 없고 학의 성

적이 일정 수준(예 : Iowa주- GPA 2.7)이상이어야 하

며 많은 주에서 PRAXISⅠ(Academic Skills

Assessments) 결과 제출을 필수로 하고 있다

(PRAXIS는 예비교사에 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시험

으로Ⅰ은학문적소양, Ⅱ는전공소양, Ⅲ은학급경

소양을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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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한 학생들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프로그

램은교양교육(liberal arts), 교육학(pedagogy), 교과교육

(subject areas), 교생실습(field experience)이다. 초등교

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개론, 교수법, 학의 교양과정

(liberal arts)을 배워야 하고 이외에 어, 음

악, 미술, 역사, 수학, 과학, 사회, 특수

교육 중에 하나의 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교육학

개론, 교수법 외에 어, 외국

어, 수학, 음악, 과학, 사회 등

에서 전공과정을 이수해야 한

다. 교원자격증을취득하기위

해 체로 이와 같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에 따라서

는 초등교사자격증을 K-6(아이

오아주), K-5, 6-8(미시간주), 중등

교사자격증을 7-12(아이오아주, 미시

간주)로 구분하여 부여하고 있다. K-6는 유

치원에서초등학교6학년까지가르칠수있는자격증

이고 6-8은 6학년에서 8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이다. 이와 같이 주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차이가 있다. 동

일한7-12 자격증이라도아이오아주에서는음악과미술교

사에게 K-6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음악과 미

술 교사는 초등학교를 지원해 줄 필요가 많기 때문에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이를이수하도록하고있다. 

교사교육과정에서 수행하는 교생실습은 주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체로 실습기간은 8주에서 2학기까지 다양하

다. 보편적으로12�15주동안교생실습을하게한다.

교원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취득하는 자격증은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체로 예비교원자격증(provisional

certificate)과 전문교원자격증(professional education

certificate)이다. 예비교원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미시간

주의 경우 6년이며 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문교원자격

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전

문교원자격증은 유효 기간이 5년이며

이를 갱신하기 위해 상위의 학위과

정이나 18학점의 연구를 수행해

야 한다.

나. 학외의교원양성과정

학 외의 양성과정은 정

확히 양성과정이라기보다 부

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한 과

정이다. 체로 세 가지로 구분

되는데 이들은 학입학전 프로그

램(precolligiate program), 유사자격

자 의 정 규 교 사 전 환 프 로 그 램

(paraeducator-to-teacher program), 경력전환프로

그램(program from mid-career changers)이다.

학입학전 프로그램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

육에 한경험을제공함으로써미래에교직을선택하도록

하는프로그램이다. 정확히말해교원양성프로그램은아니

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이다.

1990년의 연구에서 초임교사의 반 이상이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결정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했다는 사실이 이 프

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에

게제공하는 학입학전프로그램은미래교사모임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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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방법은 학의 학부과정을 마친 후 다시

학부과정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학원 과정의 교사

교육프로그램에지원하여입학하는방법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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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활동, 교사도우미 활동, 교사교육에 한연

구프로젝트등이다. 이런활동을통해교사에 한

좋은이미지를심어주는것이다.

유사자격자의정규교사전환프로그램은부족한교

원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학교에서 교

사도우미(teacher aide, teacher assistant)로활동하

는사람은교육에 해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으

며기회가주어졌을경우교육에성실하게임할의지

를갖고있다. 따라서이들이교원교육프로그램을이

수할 경우 좋은 교사, 헌신적인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차원에서이들에게 학의교원교육프로

그램을이수하게하여자격증을취득하도록하는것

이유사자격자의정규교사전환프로그램이다.

경력전환프로그램은다른직종에근무하는사람

을 교직으로 직종을 바꾸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표적으로 퇴역군인들이 그 상이 되는데 퇴역한

군인들에게 일정한 과정을 밟아 교사가 되도록 하

는 것이다. 이외에도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교

원이되게하는사례등다양한경우가있다.

3. 교원의임용체제
교원의 임용은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권한이

다. 학교구에서는 현재 교원의 현황, 학생수의 변

동, 학교구의경 방침, 교원의수급전망에따라인

력수급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교원을 채용

하게 된다.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은 학교구에 따라

다르나 체로 다음의 과정을 밟는다. ① 채용분야

를선정하고, ②채용기준을결정하여, ③모집광고

를 내고, ④ 지원자를 접수하며, ⑤ 면접후보자를

선발하여. ⑥면접을한다. ⑦이력서및경력, 학력

등을 점검하여 ⑧ 적임자를 선발하고 ⑨ 이들에게

선발되었음을 통지하고 ⑩ 동시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통지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 교원이나 행정직원이 선발

되며 이를 선발하는 선발위원은 교원, 학부모, 행정

가, 노동조합원, 지역사회지도자, 학의 표들이다.

교원자격증을 받고 신규교원으로 임용되면 이들

의 자질개선을 위한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 신규

교사평가 및 지원 콘소시움(INTASC-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교사교육인증국가위원회(NCAT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를 중심으로 신규교사나 재직 교사들을

평가한다. 평가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점차

많은 주에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너스를 주

어평가를받도록유도하고있다. 이와별도로주별

로 교원자격에 한 임기를 설정하여 교원들이 자

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이오아주의 경

우 시보교사는 2년, 정규교사는 5년, 수석교사는 5

년의유효기간을설정하고있다. 

4. 결어
미국의교원양성과임용은주나학교구에따라다

양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양성은 주로 학에서, 임용은 학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220만

명의 신규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엄청난 교원이 필

요하고 또 이들이 미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역군

을양성해내는중요한책무를지고있기때문에교

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등교육법

을통해연방정부에서교원양성에관여를하고있으

며채용된교원들에게도평가나인증을통해자신의

능력을계발하도록장려하고있다. 강제적으로모든

교원들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지는 않지만,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혜택을 주어 그 방

향으로 따라 오게 하고 있다. 교원의 중요성은 교육

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

가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교원에서 비롯

됨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역이다.

어렵고힘든과정이지만다양한정책과노력을통해

우수한교원을확보하려는많은노력을한다는점에

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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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효선(국회의원보좌관, lycee7@dreamwiz.com)

�프랑스 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

Ⅰ. 들어가며
최근 세계 각국의 교육 동향을 살펴보면 교원 양성

및 임용체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한 경쟁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교육

의 수월성(excellence) 제고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 교원 체제 전반을 개혁하는 데

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전

에는 교원 양성이 학부나 사범 학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학원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

향으로 개혁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본고는

학원 수준에서 교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의 교사교육 학원을 살펴보고 한국의 교원 임용 및

양성체제에줄수있는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Ⅱ. 프랑스의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 
교사교육 학원(IUFM, Instituts Universitaires de

Formation des Maitres)을 중심으로

1. IUFM의특성과기능

프랑스의 교원 양성은 IUFM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 IUFM은 교육의 각 부문에 걸친 프랑스의 규모

의교육개혁법안인「1989년교육법」에의거하여설치

된 학원 수준의 국립교사교육기관으로서 프랑스 전

역에각학구별(academie)로31개에이른다. 

프랑스 교원양성체제 개혁의 특징은 IUFM이 기존

교원양성체제를 모두 체∙흡수하고 단일 체제에서

모든 학교 수준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점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상으로 학원 수준의 전문 교원

교육과 국가의 엄정한 질적 관리를 통해 교원의 전문

성을강화한다는점이다. 

IUFM의 기능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고도의 전

문적 교사 훈련, 각종 교원 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일반, 기술, 직업 고교) 교사, 특수교사

등의 임용고사 준비 교육, 임용고사에 합격한 수습 교

원의 초기 직업 교육, 현직 교원의 계속 교육 및 교육

연구 활동 증진, 사명감 있는 교사 양성, 교직 진출에

한안내와지도를도모하는것이다.

프랑스의 교원 양성 체제는 학 또는 그랑제꼴에

서 연마한 일반 교양과전공 분야의학문적 능력과소

양이 IUFM에서의 전문적 교사 훈련을 통해 실제 교

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인간적∙기술적으로

발현될수있도록하는데역점을둔다.

2. 프랑스의교원양성및임용체제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는데는 학이나

그랑제꼴에서의 교양 및 전공교육(3년) ⇒ IUFM 1

년차과정(선택) ⇒교원임용고사⇒IUFM 2년차과

정(의무) ⇒ 교원자격취득 및 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최소한5년이상의교육기간을요한다. 교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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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교사 지망생은 IUFM 2년차에 등

록하여 전문교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프랑스

교원양성및임용체제의기본도식은〔그림1]과같다. 

3. IUFM의입학조건및교육과정

1) 입학조건

IUFM 1년차의입학은초∙중등교사를희망하는학사

학위(licence) 이상 소지자이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

합국 국적 소유자를 상으로 한다. IUFM 입학을 위한

시험은 IUFM마다 자율적으로 실시되는데 서류전형만으

로 들어가거나 간단한 국어 및 수학 선다형 시험과 면접

이주어진다.

최근 젊은 층의 교원 기피 현상에 따른 극심한 교원수

급난으로 2001년 2월 27일 프랑스 작크 랑(Jack Lang)

교육부장관은 IUFM 입학 문호를 보다 개방하고 교원선

발고사의전형날짜를학구별로3�4일정도의차이를두

고 실시하도록 하여 지원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

는개혁안을발표함으로써교직진출을유도하고있다. 

2) 교수진

IUFM의 교수진은 거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자로만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범 학이나 교육 학원의 교수진과

매우 다르다. IUFM 교수진의 프로필을 보면 교사교육이

얼마나 현장과 연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수진들에

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초∙중등교사, 장학사, 박사학위

를 가진 IUFM 또는 학 소속 교수들로 다양하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IUFM 교수로 기용함은 상당히 시

사적이다.

프랑스의교원양성및임용체제의기본도식

바깔로레아취득후5년이상의교육(Bac+5)

교원 자격 부여∙임용

IUFM 2년차 전문교사교육(의무)

아그레가시옹(AGREGATION)

[그림 1]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의 기본 도식

교원임용고사(CONCOURS)

고등사범학교(ENS)4년차:THESE박사과정

CRPE

초등교사

학사학위과정(LICENCE)

학부 교양과정 2년차 (DEUG)

학부 교양과정 1년차 (DEUG)

바깔로레아(BACCALAUREAT)

CAPES

중등일반

교사

CAPES

중등체육

교사

CAPES

중등기술

교사

CAPLP2

직업고교

교사

고등사범학교(ENS)3년차:DEA(아그레가시옹 준비시작)

고등사범학교(ENS)2년차:MAITRISE(CAPES, CAPET)

고등사범학교(ENS)1년차:LICENCE

고등사범학교(ENS)선발고사

그랑제꼴 준비반(CPGE) 2년차

그랑제꼴 준비반(CPGE) 1년차

교원임용고사(CONCOURS)

IUFM 1년차

전문교사교육(선택)
개인적 준비

석사과정

(MAITRISE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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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IUFM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및 교육방법과 실습에 역

점을 두며, 학생들은 1차년도부터 늘 현장과 긴 히 연결된

다. 학교 현장에 한 분위기를 익히는 감성 연수, 관찰 연

수, 동반 연수, 책임 연수 등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이루

어지며 IUFM에서의 2년 교육기간 중 1/3은 연수 및 그에

한 준비와 분석으로, 나머지 2/3은 교과교육과 교양교육

으로구성된다. 

IUFM 1년차 교육은 선택이며, 개인적으로 혹은 학, 고

등사범학교에서도 교원임용고사 준비가 가능하다. 교육과

정은 교과교육 및 실습, 임용고사를 비한 교육으로 구성

되며 1차년도가 끝나면 등록시 선택했던 임용고사를 보게

된다. 

IUFM 2년차 교육은 임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교직 희망자

에게 의무적이며 수습교사 신분으로서 급여를 받는다. 교육

과정은현장책임연수, 연수논문작성, 모둠교육으로구성되

어있다. 

4. 교원임용과정

□초등교원(유치원및초등학교) 임용과정

IUFM 2차년도전문교사교육을마치면, 연수동안행했던

과제 및 실습, IUFM 수업, 논문 등에 한 평가를 거쳐 소속

학구의 초등교원으로 임용된다. 「1989년 교육법」에 의한 교

육개혁 이후 초등교원은 종래의‘Instituteurs’에서

‘Professeurs des Ecoles’(PE)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

PE는 공무원 신분으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서 2�11세

아동을가르치게된다.

□중등교원임용과정

초등교사와 마찬가지로 IUFM 2차년도 전문 교사 교육을

마치면, 연수동안행했던과제및실습, IUFM 수업, 논문등

에 한평가를거쳐중등교원으로임용된다. 

그런데 학구별로 조직되는 초등교원 임용고사와는 달리,

중등교원 임용고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는 국가고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

한 자리 수에 따라 임용되며 공무원 신분으로서 프랑스 전역

에서근무할수있다. 

Ⅲ. 프랑스교원양성및임용체제가주는
시사점

1) 국가적차원에서교사교육의엄정한질관리

학사학위소지자 이상을 상으로 학원 수준의 국립교원

양성기관에서 교과교육론, 교육방법과 현장 실습에 역점을

둔 전문교사교육을 통해 모든 학교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며

교원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에게

도 학원 수준의 전문교사교육을 부과한다는 점은 유아교육

발전에중요한시사점을준다.

2) 교원양성및임용체제간긴 한연계성과협조체제

프랑스의 교원 양성 및 임용 체제는 교사를 양성하고 선

발∙임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도적 장치, 즉 전문교사교육

기관(IUFM), 전공교육기관 ( 학 및 고등사범학교 등), 국

가교원임용고사, 그리고 교육현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도 상호 접히 연결되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총체적∙기

능적역할을수행하는, 투명하고공신력있는교원양성및임

용체제의모델이되고있다는점에서시사적이다. 

3) 합리적인교원양성및임용∙수급정책

교원임용고사에 한 준비는 IUFM 1년차에서 준비하든,

개인적으로 준비하든 완전 자율에 맡기었다가, 일단 임용고

사에 합격한 교원지망자에 해서는 IUFM 2년차에서 수습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가 전문교사교육과 임용의 책임

을 진다는 점은 합리적인 교원 수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의미가있다.

4) 교육현장과의긴 한연계성

IUFM 교육과정의 1/3이상이 현장 연수 중심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교육 실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부과하며,

IUFM 교수진 역시 박사학위를 소지한 학교수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초∙중등학교 교사와 장학

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교사지망자를 교육현장과 긴 히

연결해주는역할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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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일본은 교육조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993년부터‘제6

차 공립의무제학교 교직원배치계획’과‘제5차 공립고등학

교 학급편제 및 교직원배치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교원배치계획을 실천함으로써 학교

교육은교원의충분한질을담보로하는교육발전을기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교수-학습활동능력을 함양

하는것외에도생활지도, 장학활동, 그리고국제화및정보

화에적극 처할수있는능력등을겸비해야만했다. 

2. 교원양성.자격제도의변화
1) 교원자격제도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 전의 패전 직후 설치하 던

‘교육쇄신위원회’를통해사범학교중심의폐쇄적인교원양

성제도를 개혁하는 건의서를 미군정청에 제출하 다. 미군

정청은이를받아들여1949년9월1일‘교육직원면허법’을

제정∙시행하 는데, 바로 이 교원면허법이 현재까지 일본

교육면허법의기본이되고있다. 이는현행면허법에서도교

육직원의 면허 기준을 정하고 교육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

기 위한 목적에서, (1) 전문직제의 확립 (2) 철저한 면허장

주의(3) 학에서의교원양성(4) 면허의개방성과합리성

(5) 현직교육의존중등의원칙으로계승되고있다. 

현행 개정법(1988년)은 학 졸업자 중에서 특별한 상황

에 한해 각각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허장을취득한사람이교원이될수있도록하고있다. 이

는 학 졸업 이상의 교원 자격자 확보를 통해 전문적인 교

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한편으로교원상호간평등, 협력, 등, 공동의관계를

형성하는교육풍토조성에역행하고자칫학력위주의교직

사회를형성할수있다는논란도제기되고있다. 

또한 일본은 교원면허법 개정을 통해 사회인으로서 유용

한인재를교원으로활용하는체제를갖추고있다. 특별면허

제도를활용하여일본의각교육위원회및각급학교는사회

각계에서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인재집단을확보하고있

다. 이를 통해 1994년 이후부터는 학교 교직원이 담당하기

가어려운교육활동, 주로고등학교의간호, 외국어회화, 체

육실기 등을 중심으로 특별면허장 소지자를 비상근강사 등

으로활용하는제도를실시하고있다. 

2) 교원양성제도

일본은‘개방성’의원칙아래일반 학과교원양성 학에

서교직과정을운 하고있다. 2000년3월에 학의교직과

정 등을 졸업하고 교원면허장을 취득한 학생은 약 13만 여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교원으로 취직한 자는 략 13.5%

다. 

일본정부는1998년교원양성과정과관련된교육직원면

허법의일부조항을개정하 다. 이에따르면모든학교급별

로 학원 석사과정 수료 정도의 전수 면허장을 개설하고,

면허기준의 폭수정및사회인초빙제중심의특별비상근

강사제도를창설하는것등의개선방안이있었다. 또한교원

으로서의 사명감, 특기, 개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는교원을양성할목적으로교육과정도개편하 다. 

그래서 교직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이 사회적인 요

구를 반 하여 자체적으로 편성∙운 할 수 있는 선택이수

방식을 채택하 다. 그로 인해서, 교직과정에서 교사-학생

간의접촉및학교교육활동경험을미리숙지할수있는‘교

직에 관한 과목’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교직에 관한 과

목’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의의 등을 강조하는‘교사론’,

일본의교원양성및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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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고령화 등 국가 복지와 교육을 연계시키는‘종합연

습’, 이지메 예방 등을 위한‘생활지도와 카운셀링’, 그리고 학

생 지도상의 과제가 많은 중학교 교육실습활동 강화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정비되었다. 교직과정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은

법령으로개정한이후2000년도입학생들의교직이수과정부터

전면적으로적용하고있다. 

3. 교원채용제도의변화
1) 선고를통한교원임용

1990년 이전까지일본교원은임명권자인교육위원회의교

육장이실시하는선고(공개선발) 제도를통해채용되었다. 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일정한 기

준에 기초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평정,

현장평정, 필기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을

선고를통해채용하는것은교원의자격이교육직원면허장을통

해공증되었다는측면을반 하는것이다. 또한이는교원이전

문적인지식과함께인격적인요소를겸비해야하며, 단순한경

쟁시험으로는 이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선고권자를

인사위원회가 아닌 임명권자 중의 한 기관인 교육장으로 하는

것도교육의전문성을배려한때문이라고할수있다.  

현재 선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문부 신의 승인을

통해 임명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각 현에서는 문부성의

지도 아래 교원채용선고시험으로서 필기시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최근에는필기시험위주의폐단을막기위하여소

논문, 실기, 체력, 적성검사등을추가하고있으며, 클럽활동, 봉

사활동등의경험을중시하는등선고방법을다양하게추진하고

있다.  

교원채용은우수한능력과자질을가진교사로성장할수있

는 잠재력을 가진 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을 목표

로하고있다. 법적인측면에서도교원채용에있어서모든국민

을평등하게취급하고사상, 신조등을이유로하여차별적인

우를 할 수 없으며, 연고정실주의를 배격하고 조합활동을 한다

고해서불이익처분을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교원

을채용하는과정에서평등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선

고채용과정을될수있는 로공개하고, 교원양성교육에관계

하는 학관계자 혹은 학교현장의 표자 등을 참가시키는 등

민주적인제도를모색하고자노력하고있다. 

2) 채용방식

현재 일본 교원의 채용 방식은 체로 조건부 채용, 임시 임

용, 기한부임용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조건부채용은교

원 임용 절차에 있어서 정식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도적 단계로

서 사실상 정규 임용으로 가는 중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6개월 또는 1년 기간의 초년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하는 근무 성

적을평가하여정식교원으로인정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임시임용은인사위원회규정에따라‘긴급한경우’, ‘임시직

무에 관련된 경우’, ‘ 임용후보자 명부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

는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시 임용은 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한부 임

용은법에따라정년퇴직후의재임용을기한부로하고있는것

을의미한다. 그러나실제로는정년퇴직후의재임용경우이외

에도여러가지상황에이를적용하고있다. 기한부임용은인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임시 임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개월 제한 혹은 1회에 한한다

는갱신제한조항에구속되지않기때문에정식으로채용한교

원과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4. 을맺으며
일본의교원은“(국가또는국민) 전체에 한봉사자”라는관

점에입각하여복무하도록헌법등의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

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육 봉사를 하는

직종이라는개념이적용되고있다. 최근일본전체적으로고령화

를상징으로하는복지사회의단계에들어서면서가정과역할을

분담하는학교 리인으로교원을인식하는경향이커지고있다. 

말하자면, 교원은 학교 교육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인성및생활지도를책임지는카운셀러, 미래정보화∙국제화를

이끌어나갈교육선도자로서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

학의 교직 이수 커리큘럼도 향후 교원의 중요한 역할을 미리

비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교원채용방식도

교원으로서의개성, 소신, 적성등을검증할수있는다양한방식

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는 필답고사 위주의 선발에 초점을 맞추

고있는우리나라의교원양성및채용과정개선에도많은시사

점을주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의교원양성및채용과정에

서중시하고있는교원의인성및적성검증은우리교육에서도

구체적으로논증, 적용해야할과제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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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일의전통적교사상과양성

독일의 교사교육은 두 가지 사상에 의한 전통을 지닌

다. 즉, 초등 교원에게는 페스탈로찌의 교육적 사랑이, 중

등 교원에게는 훔볼트의 지성이 강조된다. 전자의 경우는

어린이들에 한 지극한 사랑이 그들의 이해와 돌봄에 의

해서, 즉 교육자의 사랑과 솔선 수범에 의해 실천되며, 후

자에게는 높은 이상과 훈련된 학문에서 나오는 교사의 이

성적인 인도와 진리의 해석에 의하여 교육이 실천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초등 교원에게는 부드럽고 세 하

며 친근감이 있는 교사상이 요구되고, 후자의 중등 교원

에게는 예리한 이성과 논리적 사고, 명쾌한 언변과 사리

판단의 지적인 교사상이 요구된다. 이것이 독일 교직관의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독일의 교사 교

육은세계여러나라의거의모든교사교육체제를 5가지

의 모델로 운 하고 있다(H. I. λ. Y. Ⅱ 모델). 김나지움

교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도 교육학 시험을 의무화 한

것은(pro fakultate dozendi) 훔볼트의업적이다.   

교육 정책과 행정이 주에 의해서 운 되는 독일은 주

별로 독특한 모델을 설정하여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

론과 실제의 통합형 교사양성이라고 하는 교사교육 모델

은 반드시 1∙2차 국가 시험을 합격해야 정교사 자격증

을 취득하게 되는데, 1차 국가교사 자격 시험을 위하여

학을 다녀야 하고(독일에서는 학을 다니는 과정 이

외에 교사가 되는 과정이 없음), 시험전형에 의하여 1차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므로 우리처럼 학을 졸업하

면 되는 무시험 전형이 아니다. 우리의 학처럼 정해진

코스를 모두 이수하고(학점제도가 아님) 국가시험 볼 자

격을 갖춘 다음 국가시험 신청을 해야 시험자격을 얻는

것이다. 2차 국가 시험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각 지역에

학교구역별로 개설되어 있는 실습 겸 세미나 과정(이 과

정을 지역세미나, Bezirkssemniar라 하며, 10학년까

지 담당하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다니는 과정을 준비복

무(Vorbereitungsdienst)라 하고, 김나지움 교사가

되기 위한 지역세미나 과정은 상급과정으로서 우리말로

는 사법관 시보라는 의미의 Referendar라 함)에서 24개

월간(소수의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과정에서 18

개월간의 2차 국가시험 준비과정을 운 하기도 함) 실습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 학급 수업운 (주당 13시간)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수업 준비와 운 및 수업평가에

한 토론 학습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졸업시에 졸업논문

을 작성하여 평가받고 최종적으로 2차 국가시험을 치러

합격해야정교사가된다. 

2차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준비 과정인 지역세미나에서

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지도 교사는 교수가 아니며 주 교육

부에서 임명한 교사양성 담당 교사로서 개는 모두 박사

학위를소지하고있으며, 이들은모두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들이고국가의교육감독권을행사하는인사들이다. 지

역세미나는 학이 아닌 교사 양성기관으로서 철저한 실

제-현장중심의교사양성기관이다. 이를모델로응용하여

최근 국에서도정규 학졸업자를선발하여 학이아닌

학교현장에서교사를양성하는과정을운 하고있다. 이

를 국에서는현장중심교사양성방법이라한다.    

5가지교사교육모델이란가장이상적인교사를양성하

기 위하여 이러한 2차 단계를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혹

은 혼합하면서 두 가지 국가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하도

록하는과정을말한다. 독일의모든교사는2개의교과를

전공해야하는데그학습비중은1:1이므로제1 또는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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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교원임용체제와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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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라 하지 않는다. 두 과목이 모두 교과수업 과목이거나

또는 한 과목은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이고 다른 한 과목은 직

업 과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업 과목을 한 과목 공부한다

면 이 과목에 해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고, 다만 생

산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그 전공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 독일

의 학교수는특히이공계열의경우반드시생산회사에서5

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하다. 학교에서만 가르

친교사는생산현장경력이없으므로 학교수가될수없다.

반 로 현장 경력만 있는 사람은 학이나 현장 연구소에서

반드시 연구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론과 실제 통합

형교사양성또는교수양성과정이다. 

독일의 학이 지니는 특징 중의 하나는 칼 야스퍼스의

학의 이상에 알맞은“ 학 교육 과정의 이론”을 설정하고 있

으며, 모든 학의교육과정이이원칙에서벗어나지않고있

다. 이러한이상을실현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학생

들의 학교육수학능력이다. 학교육을소화시킬수있는

능력이 없으면, 설사 학에 들어온다 하여도 견디어 내지 못

하도록 학교육 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교사 교육 과

정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다. 연방과 각 주

교사교육법이제정∙운 되고있다.  

Ⅱ. 임용제도

독일학교교사의임용은2가지형태가있다. 국가공무원으

로서의 교사임용과 계약직 교사로서 임용되는 유형을 말한

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

국가 공무원의 임용과정과 같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

잡하다. 계약직 교사의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수와 후생복

지 및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므로 이 계약에 따르지만, 국가공

무원으로서의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보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공무원 자격에 한 심사를 받아

하자가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국가공무원으로

서의 교사와 계약직 교사간에는 우와 근무 조건에서 큰 차

이는 없으나 국가공무원인 경우 책임과 자율성이 주어지는

신 후생복지 등의 직접적인 혜택은 오히려 계약직보다 못

하다. 질병으로 의사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치

료비를 자신이 선불하고 국가에 신청하여 75%만 지원 받게

된다. 그래도 독일의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계약직 교사는 그 신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으므로 결코 불리한 신분이

아니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모든 교사는 학교단위로 공개전형 과정을 통하여 임용 후

보자로 선정된다. 모집 공고는 전국에 일간지를 통해 공표되

고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심사 받는다. 평교사나 교장 임용을

위하여 학교단위에 인사위원회가 임시로 결성되어 운 된다.

시 교육청의 인사담당 국가공무원, 임용될 학교의 교장과 동

일 교과의 교사 소수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교장임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주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인사가 참여)

모집에응모한후보자를 상으로서류전형으로3배수를1차

로뽑고, 이들을집단면접을통하여평점하고, 수업운 을하

여 평가하여 종합점수의 다 득점자 순위를 정하여 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개 1순위자가 임명된다. 교장의 경우에

는서류심사에의하여1차로선별하고, 후보자를초청하여교

원전체회의를 주재하여 평가받고, 학교경 에 관한 공개 토

론과개인적학교경 철학을발표하게하여평가를받아2인

을 교육부에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한다. 학교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교장 후보자가 교육부내에서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한 심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 교육부는 이를 학교인사위원회

로 반환하여 재심토록 한다. 인사위원회에 교직 단체나 학부

모는참여하지않는다.  

신규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업운 과

학생평가 능력 및 학생들의 반응이다. 독일 학교의 교장은 교

과 교사이다. 교장 자격증 제도가 없으나 개 박사학위 소지

자들이 임용된다. 교장도 일정시간을 수업한다. 교육행정학

이 없는 독일에서는 학교법과 교육관련 규정들이 모두 법학

자들에 의하여 제정된다. 학교 교육은 법률의 상이므로 학

교운 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은 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원

된다. 학생들의 소풍, 견학은 물론 교사들의 일일 회의 및 워

크샵에 소요되는 재원도 모두 주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사립

학교도 같다. 독일의 사립학교는 소수에 불과하여 고등학교

까지 전체 학생수의 약 3% 정도이며, 학은 전문 학이 하

나, 종합의과 학이하나있다. 

3.4 >>75



/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jogu@kedi.re.kr)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성
과
정

특
�
별
�
기
�
획

‘
교
원
임
용
체
제
와
양
성
과
정
’

1. 신규임용제도
중국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

다. 하나는 임명제로서 상급 교육행정 부문이 교육발전

계획에 근거해서 통일적으로 사범계 학교 졸업생을 학교

에 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사의

인사 문제, 예를 들면 승진, 전보, 퇴직, 상벌 등을 교육행

정 부문이 통일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 교

사 임용의 자주권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국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일반적인 교사 임

용방법의하나라고볼수있다.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교사 초빙제인데 이

제도는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사 임용 방

법으로서 이 방법을 채택하는 학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

다. 이 초빙제는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교사를 초빙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약하거나 다른 학교를 찾아가는 방

법으로서 능력 위주의 인사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속에서탄생한제도이다. 

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방법으

로 리교사제가 있는데 이것에는 장기 임용과 단기 임용

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외에도 겸임교사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장이 학교 경 의 필요에 의해서 겸임

교사를청해서수업을하도록하는경우이다. 

이러한 몇 가지 교사임용방법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초빙제이다. 이 초빙제는 능력 위주의 인사 제도의

확립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써 이미 그 성과가 부분적이나

마나타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초빙제는교장혹은현급(우리나라의시군에해당) 이

상의 교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상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

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임명 상 교사에게 임명서를 발

급한다.

소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 임용에 있어서 초빙제를 실

시하든 임명제를 실시하든 모든 교사의 임용은 반드시 교

사직무평가심의위원회의 정치사상, 전공지식 수준, 교육

이나교수능력, 업무성적, 직책이행능력등방면에 한

평가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또 상응한 직무에 필요

한 조건을 구비하여야만 학교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또는 임명을 할 수가 있다. 초빙 혹

은 임명된 교사의 임기는 계약제로서 1�3년이며 연속해

서초빙하거나연임할수있다.

<중국 교사 초빙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절차>

①준비작업 단위학교는교사를초빙하기위한준비작업을하

게되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가) 학교의구체적인정황분석으로서재직교사의근무평정결과,

계약기간이만료되는교사의근무평정결과

나) 교사들의업무집행상황

다) 계속적으로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

부, 예를들면연령, 건강상황, 업무수준등이그 상이된다.

이와 함께, 초빙 교사의 업무 분장, 초빙 업무의 구체적인 절

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단위 학

교스스로준비를해야만하는것들이다.

②초빙원칙

가) 교사는용인단위( )의교장, 원장혹은상급교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초빙하는 형식을 취한다. 간부급 교사의 초

빙은상급교육행정부문에서초빙을주관한다. 

중국의교원임용체제와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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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빙 상은 단위의 당정 책임자 혹은 당정 지도하의 초빙 위원회

에서 결정하며, 교사임용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초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빙 상은 일반적으로 정규

전일제 학졸업생으로서견습기간이만료되고심사에합격한초

빙내역에 상응한 자격을 가진 사람과 교사직무임용조건에 따라서

평가심의를통하여승진에상응한교사자격을가진사람등이그

상이되고있다.

다) 초빙된교사의1회임기는일반적으로1�3년이나5년을넘지못

하도록하고있다.

③초빙절차

가) 초빙 상의 의견을 듣는다. 교사가 어떤 특정한 교사자격 직급을

취득한후초빙할것인지말것인지의결정권은해당단위의책임

자에게 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초빙하겠다고 결

정한이후의결정권은초빙을받는 상자에게있다.

나) 약정서를 채택한다. 단위의 책임자와 초빙 상자 쌍방이 약정서

를 쓴다. 이 약정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초빙인원이이행할직책과완성해야할임직기간의목표,

피초빙인원이임기내의권리와의무, 사직과해임의조건, 쌍방계

약불이행시중재할단위(일반적으로해당단위의상급기관) 등.

초빙계약은 단위의 책임자 즉 학교장과 피초빙인원간에 약정서에

서명을하게되면발효된다.

다) 초빙증서를발급한다. 초빙증서는전문인원이초빙을받았다는증

명문건으로서초빙권을가진단위의책임자(교장)가발급한다. 이

초빙증서에는초빙기간, 보수등이기록되어있다.

라) 초빙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초빙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초빙

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초빙인원으로 하여금 초빙 기

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문건은 학교

의간부회의에서심의를거쳐통과여부를결정하게된다. 이초빙

기간의 목표는 학교간부회의에서 통과된 후 전공기술당안에 포함

시켜 보관되며, 피초빙인원의 재임 기간 직무 심사의 중요한 근거

가되고있다. 

2. 교원양성제도
중국에서는 특정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교사 양성기관

을 설치∙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사범학교 즉 사범

학이나 사범학원, 사범전과학교(전문 학 수준의 사범학교로

서 주로 초∙중급학교 교사를 양성함)에서는 일반중등학교의

교사 양성을 책임지고 있으며, 중등사범학교에서는 소학교

교사의 양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범 학(사범학원),

사범전과학교, 중등사범학교는 중국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가

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사범학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유

아교사 양성을 위한 유아사범학교, 특수교사 양성을 위한 특

수사범학교, 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사범학원, 소수

민족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양하기 위한 민족사범학교, 중

등직업기술학교와 직업훈련기구의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직업기술사범학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범계통

학교의 설립은 교사 양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

이러한 중국 사범계통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은 비교적 다

양하고,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발 방

법을가지고있다. 

우선 중국에서는 사범계통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범

학의 학생선발시 우선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것이무슨뜻인가하면중국에4단계의전형단계가있는데그

중에서1차전형은국가중점 학즉우수한 학중심으로입

학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모든 사범 학에 해서 이

러한 1차 전형에 학생선발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또 사범 학들이 우수한 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

도록지원하고있다.

한편 학생선발의 방법 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채

용되고 있는데 그 한가지는“배양과 선택”을 서로 결합한 방

식이다. 이 방법은 련시가 1988년부터 적용해 온 방법으로

서 련시는 전체 시에 소속된 6개소의 중점 고급중학교와 3

개소의보통고급중학교에18개의고등사범학교예비반을설

립하 다. 이런 예비반에 입학할 학생의 성적은 반드시 중점

고급중학교 학생의 중등 혹은 중등이상의 수준에 달하도록

하 다. 이와함께, 사상, 품덕, 신체조건등기타방면의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 다. 이렇

게 뽑힌 예비반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졌는데 예

를 들어 고급중학교 단계동안 학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해주

고 있다. 이런 학생의 경우 일정한 제한도 있는데 졸업 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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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사범계통의 학에진학하여야만있다.

또 정향배양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은 빈곤지구,

농촌이나 산촌지역, 소수민족지역에서 근무할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그런 곳에 근무하기를 지원하는 학

생에 해서는 입학시험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다. 이외 추천입학제, 특차선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학생선발이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의 사범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는 것과 실제의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로

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범학교들은 비교적 긴 교육

실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교육실천은 일반적으로

교육실습과 교육견습의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실습은 사범 생들이 교사의 지도하에서 이미 습

득한 지식과 기능을 기초로 해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

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견습은 수업을 담당하

지는 않고 교사의 지도하에서 학교의 특정한 문제 혹

은수업과정을관찰하는활동을말한다.

이러한 실습이나 견습시간을 보면 중등사범학교의

경우 총 10주, 사범 학의 경우 6주, 사범전과학교의

경우 2년제 6주, 3년제 8주 등으로 되어 있다. 또 유

아사범학교의 경우는 3년제 8주, 4년제 11주로 되어

있다. 중국의 교육실천활동은 우리의 교생실습과 비

슷한 성격을 가진 것인데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중국교사양성기관의견습활동방법>

� 1일 견습활동

1일 견습활동은 1인 1일 견습활동과 4인 1일 견습활동의 2

가지가있다.

1인 1일 견습활동은 매일 각반에서 1명의 학생을 부속학교

에파견해서견습을시키는것을말한다. 견습은일반적으로비

교적좋은반에배정이되며, 비교적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교

사가책임을맡아지도를하게된다.

4인 1일 견습활동은 매일 각반에서 4명을 부속학교에 보내

서견습을시키는방법이다.

� 매주반나절견습활동

이 방법은 사범학교와 소학교(중등학교)가 관계를 맺고 1주

중 반나절을 사범 생들이 고정된 학급에 가서 견습을 받는 것

을말한다.

� 1주견습과실습활동

사범학교가 매 학기 1주의 시간을 내어서 학생의 견습과 실

습활동을실시하는것을말한다. 1주견습은한학기중에서적

당한시간을선택해서집중해서진행을하거나분산해서진행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집중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주

의전반부는견습활동을, 후반부는실습활동을전개하고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교원임용과 양성체제는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후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

다. 교원임용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특징은 교사 초빙

제를 도입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교

사 초빙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이 공무원

이 아니라는 점, 한번 학교에 배치가 되면 같은 학교

에 계속 근무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

된다.

교원양성과 관련해서는 견습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교육실천활동, 교원양성기관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

한 체계적인 교사양성, 다양한 학생선발 방법 등이 인

상적이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는 교육실천

활동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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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교원임용체제와 양성과정�

중국 사범학교들의 교육실천은 교육실습과 교육견습으로 나뉘어져 있는

데교육실습은사범 생들이교사의지도하에서직접수업을담당하는활

동을 말하는 것이고, 교육견습은 수업을 담당하지는 않고 교사의 지도하

에서학교의특정한문제혹은수업과정을관찰하는활동을말한다.



세계 교육의

‘미국’
미국 학교 교육의 위기 -교실에 선생님이 없습니다(1)
김 주시카고통신원

‘러시아’
모스크바 교육 이야기
김형욱모스크바통신원

‘중국’
WTO 가입 후의 중국 교육
강 민북경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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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이나 외국 거주자 중 미국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인터뷰 신청 바람. 수학, 과학

관련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지할 것. 스페인어 능통한 자 우선권 부여... 심사 후 적격자는 일

정 교육 후 중등 학교에 배치 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람”이는

시카고소재한 학의국제학생사무소를통해외국인학생들에게날아든이메일(E-mail)이다. 

지난 해 교육개발 5�6월 호와 11�12월 호에서 세계의 교육 소식란은 국과 프랑스가 당면한 교원

부족 현상과 수급난의 심각성에 해 힘주어 강조한 적이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도 예외는 아니

다. 사회 속에서 교직 기피 현상이 오랜 기간 만연하게 됨에 따라 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

사 없는 교실은 이미 학교 교육을 뒤흔드는 골치 거리가 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필요한 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 보낸 교사 모

집공고이메일(E-mail)은교원수급의난관을헤쳐가기위한정책의일면을보여주고있다. 

몇 해전 CNN의 교육 관련한 한 뉴스는 뉴욕(New York)시가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절박한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를 한 적이 있다.

미국학교교육의위기
-교실에선생님이없습니다(1)

세�계�의�교�육 U. S. A

/ 김 주(시카고통신원, ykim30@uic.edu)

미국의교원부족현상



그 주요 요지를 정리해 보자면 뉴욕(New York)시는 만성적

교사 부족 현상으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더구나 당시 재직

중이던 교사의 절반 정도가 수 년 내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되

기 때문에 새로운 교사의 폭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과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낮은 급료 때문에 뉴욕

(New York)에서 근무할 교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뒤이어 보도된 미주리

주(Missouri State)의 교육 관련 소식지도 미주리 주

(Missouri State)의 교사 수급은 15년 만에 최 의 난관을

맞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캘리포니아

(California)에서 발행된 미국의 비즈니스 저널(Business

Journal) 역시 이 지역에서도 교사들의 수가 부족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에 미

칠 부정적 향에 해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

듯 학생들을 교육할 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미국 학교

교육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교육 인

력 확보는 이 사회와 학교 교육 관계자들이 풀어야 할 무엇

보다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미국교육계는오늘날의교사부족현상을학교교육이맞

는‘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학생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

없듯이 교사 없는 학교 역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과더불어학교를지탱하는교사라는집단에구멍이나기시

작했다는 것은 쉽게 무시할 만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사

없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맞게 되는 혼돈은 어떠할 것이

며, 교사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해서는가히짐작이되고도남는일이다. 

이렇게 교사 인력 부족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

인 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현장에

서 있는 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더하게 한다. 교

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하는데필요한활동과거기에따른교사의책임을나누어짊

어질 동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곧 한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기타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자연스런 귀결에 이

르기때문이다. 

실제, 교사가 절 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은 한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역과 관련 있는 두 교과를 담당하게 하거

나 혹은 두 학년을 맡아 가르치도록 하는 사태를 유발시키

고 있다. 예를 들어 생물 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물리, 지구

과학, 혹은 화학 과목을 부수적으로 같이 가르쳐야 하거나,

심한 경우 수학 교사가 과학 교과 중의 하나를 책임져야 하

는 경우도 있다. 교사 인력의 불충분이 빚는 현 교사들의 업

무 과다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

게 되며, 이것이 사회의 불이익과 연결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 그 로 교육의 위

기요, 사회의 위기인 것이다. 교사 없는 교실이 몰고 올 파

장에 한 인식은 이와 관련한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정

부는 문제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

다. 하지만 교원 수급과 관련한 보고들은 시간이 갈수록 상

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

을 더하고 있다. 

교원의 고용과 수급에 관한 예측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앞으로 10여 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교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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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육계는 오늘날의 교사 부족 현상을 학교 교육이 맞는‘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학생 없는 학교를 상상할 수없듯이 교사 없는 학교 역시 상상할 수없기 때문이다. 

교사 없는 교실 속에서 학생들이 맞게 되는 혼돈은 어떠할 것이며, 교사의 부재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손실이 얼마나 클것인가에 해서는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 일이다.

예상되는교사부족현상



족사태를맞게될것이라는우울한결론을맺고있다. 그이

유는이시기에학생들의숫자는늘어나는반면특별한조치

를 취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수는 거 줄어들 기미를 보이

기때문이다. 

미국의 교육 통계 센터는 2006년까지의 학생 인구의 변

화에 한 예측을 통해, 앞으로 학생의 수는 꾸준히 상승 곡

선을 그리면서 지금보다 약 2백만 명이 증가한 약 5천 4백

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에 상당하는 학생을 교육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10만 명에서 약 11% 증가한 346만

명의 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346만

명이라는 수는 현재 교사와 학생 비율을 토 로 한 계산이

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필요한 교

원의수는훨씬증가할것이라고밝혔다. 

교사수급에 한예측연구들이보여주듯교사에 한수

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앞으로 미국 사회는

교사인구의많은유동을겪게됨과동시에필요한수만큼의

교사 인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 첫째 이유는

향후 10여 년 동안 교원들의 무더기 퇴직 사태가 빚어질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에는 소위‘전후 1세

’라 불리는 노령의 교사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며, 이 교사들이 정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시기가 머지 않

은 것이다. 추정하건 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정년 퇴직

으로 잃게 되는 교사들의 수가 총 교사 인구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학교에서 교사의 빈자리는 퇴직만으로 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정년의 나

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등지고 나가는 교사

들의 수 역시 상당하다는 데 있다. 교원 인구 유동을 집계한

통계보고에 의하면 교사의 약 9%가 1년 내에, 그리고 약

20%가 3년 이내에 교직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

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거의 절반 정도가 5년이 채

못되어 사표를 던지고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수치들이 짐작하게 하듯이 매년 100명의 교원

중 6명은 퇴직을 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교직에 머물

고싶지않기때문에교단을떠나고있는것이다.  

절반에가까운수의퇴직과기타다수의사직으로생길교

단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2008년까지 적어도

약 220만 명의 교사를 새로 채용해야한다고 한다. 특히 교

육 통계 센터의 연구를 토 로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백만 명의 교사를 신규 채

용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 다. 현재의 총 교원 수

에 달하는 수의 교사를 앞으로 2008년까지 새로 고용해야

한다는 과제가 떨어진 교육계는 비상이다. 먼저 이 짧은 기

간 동안 그 많은 수의 교원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

이제기될뿐아니라, 더나아가만약교원의 량배출이가

능하다면 3백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교사 후보자를 모집할

수있을것인가라는질문에 한답은그리긍정적이지않기

때문이다.  

중도에 교직을 포기하는 교사들의 수가 단적으로 말해 주

듯이미국의젊은이들사이에서교직기피현상은아주현저

하다. 사회적 성공과 일에 한 매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물

질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에서 상 적으로 낮은 임금은 오

늘날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

문이다. 교육에 한 태도를 알아보는 한 설문 조사에서 미

국인들은 의사라는 직업을 큰 차이로 제쳐놓고 사회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는 직업, 가장 필요한 직업으로 단연 교직을

꼽았지만, 막상자신이교직을택하거나자신의자녀가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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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교직을 포기하는 교사들의 수가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교직 기피 현상은 아주 현저하다. 

사회적 성공과 일에 한 매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에서

상 적으로 낮은 임금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 기준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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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을 장려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교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직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 교사의 박봉을 꼽는다. 직업에 따른 사회 노동

력의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22살에서 28살 사이의 교사

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일

년에 약 7,894달러 정도 적게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그리고 교직 경력이 더해 갈수록 다른 직업들과의 노

동 임금 차이는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44

세에서 50세 사이의 교사들은 다른 직업인들보다 일년에 약

23,655 달러 정도 적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다른 전문직들

과 비교해서 훨씬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

인 4년제 학 졸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경제 세 들로 하여금 교직으로부터

등을돌리게하고있는것이다.  

낮게 책정된 교사의 임금은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유인하

는 데 있어 일차적이고 물질적 차원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향을미치고있다. 일의가치가임금으로설명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교직에 한 가가 적다는 것은 은연중

에교사로서수행하는일의수준이높지않다는사고를촉진

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하는 일을 단순히‘애 보기’정도로 여

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인식은 교직을 사회에 꼭 필

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차원적인 일이라거나 자

신들의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충분히 화려하고 근사한 직업

으로 부각시키지못하고 있다. 교사의 낮은 임금이 가져오는

이런 부정적 효과 외에도 다른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

경과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부 주도 아래 시험 준비 훈련으

로얼룩지는오늘날의학교문화는교직에 해달갑지않은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낮은 임금 수준으로 보나 교

사들의 자율성으로 보나 교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푸 접

을 받고, 현 사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착역과 같은 인기

없는 직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3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새로운교원을확보해야하는교육계의짐을더욱버겁게하

고있다. 

교직기피현상이만연하고있는사회풍토에서단시일내

에 우수한 교육 인력을 찾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교사의 이

직현상이이쯤되고보면교사를채용하는것만으로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는 없다. 어찌 어찌하여 단기적인 교사의 수

요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현장의 교사들이 언제 다른 직업을

찾아학교를떠나갈지모르는일이기때문이다. 교사의중도

하차는교사인력의부족이라는일차적문제는말할것도없

고, 오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교사를 잃는 중

요한 손실도 함께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

사의 폭 고용이라는 명백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

직으로의 유인책을 시급히 세우는 것과 더불어 현직 교사를

잃지않을정책적 안이뒤따르지않고서는교사부족은해

결될수없는문제로남을수밖에없다.

학교예산과회계와관련하여교장들을위해마련된한워

크숍에서 발표자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학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꼭 한 가지만을 위해 써야 한다는 단서를 달

고 누군가 한 뭉치의 돈을 기부한다면 무엇에 그 돈을 투자

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필요

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질문을 꺼낸

발표자를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30여 명의 참석자 모두

입을 보아‘교사’라고 답을 하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

무슨 말을 빌어다 쓴다 하더라도 교육에 있어, 학생의 성장

에있어교사가얼마나중요한존재인가를충분히묘사해낼

수는 없다. 한 개인의 성장에 빛과 거름이 되는 교사가 부족

하다는미국이맞은난국은사회의성장과다른직업에균형

을 이루지 못한 교원에 한 처우가 오늘날 학교 교육의 큰

위기로다가옴을여실히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번 호의 주제는 다음 호에도 계속해서 논의됩니다. 다음 호의

미국 교육 소식란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도

시의 빈민 학교가 당면한 문제들과 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미

국은 어떤 안들을 찾고 있는지 알아보고, 미국의 교원 부족 현상

이우리들에게주는시사점에 한검토가이루어집니다.)

미국학교교육의위기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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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의긴휴가를마치고러시아국회가지난1월16일새해회기의첫날을열었다. 논의된안건중

의 하나는 러시아 국가(國歌) 모독 행위와 범법에 한 형량을 최 1년 혹은 임금의 100배에서

300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모독행위에 한 정확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맹점에

도 불구하고, 통령과 행정부의 지지 표명에 힘입은 듯 69.8%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날뉴스에서는리뻬쯔크지방법원에서작년11월7일혁명기념일행사때주지사의연단바로앞에

서 성조기와 러시아 국기를 불태운 행위로 체포된 사회주의 연합의 러시아 두 청년의 재판이 소개되었

다. 이들은 기념일 바로 다음 날 체포되어 벌금을 물고 석방되었으나, 주요 방송사 및 신문사에서 벌금

형으로 마무리한 사건 처리에 해 비판이 쏟아지자 리뻬쯔크 지방 검찰은 다시 이들을 구금하고, 새로

운 법조항을 들어 각각 집행유예 6월을 구형했다(참고로 미국의 법원의 판례는 국기 소각 행위는 표

현의자유로인정한다). 

또 한편에서는 군장성 회의에서 논의되고 계획된 로, 군사학 관련 교육 기관이 행정부로 이관되고,

징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학이 개설되어 있거나 군장교 양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를

2003년에는 모스크바 2개교를 비롯한 전국의 14개교에서 이러한 과정을 폐지한다는 결정이 받아들여

졌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것은 학생들이 군사학이 개설된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학업을 위해서

라기보다, 단지병역을기피하기위한수단으로삼고있기때문이라한다.

애국심(patriotism)이란 무엇일까? 지리적 국경이 무색하리만치 국가 간의 장벽을 빠르게 허물고 있

는 정보 혁명의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진부한 질문이 되어 버렸을까? 특히, 20세기

말 충격적인 변혁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지탱해왔던 국가의 절 권력과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새로

운세기를맞이한러시아인들은이에 해어떤사고를가지고있을까?

모스크바의 한 연구기관에서 모스크바의 학생들 및 고학년 쉬꼴라 학생들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다음과같다.

모스크바교육이야기

세�계�의�교�육 RUSSIA

/ 김형욱(모스크바통신원, hwline@hanmail.net)

1. 통령의명령으로당신이

애국자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까?

그렇게될수있다. (16%) 

그렇게될수없다. (81%) 

답하기곤란하다. (3%)
1

81%

16%

3%



과거 소비에트 정권 말기인 1984년 쉬꼴라 8학년『사회

주의 윤리의 근본들』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상

으로 배포된교수지침서에따르면, 애국심이란인간들이자

신의 나라에 한 관계를 성격화한 사회적, 윤리적 원칙으

로, 보통 조국에 한 사랑을 지칭한다. 레닌은‘애국심을

격리된 조국의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중 속에 공고히

다져져 온 깊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정의한다. 조국에 한

사랑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민족의 이익과 조국의

역사적 운명을 수호하려는태도, 조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

할 수 있는 준비, 적과의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조국에 한

신뢰, 조국의 사회적, 문화적 성취에 한 자긍심, 국민의 고

통에 한 깊은 동정, 사회 결점을 극복하려는 태도, 조국의

과거사와 물려받은 유산에 한 존경, 삶의 터전에 한 애

착, 그리고 조국이라는 것에 해서, 한 인간이 인간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취되는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라고

정의하고있다. 

당시 사회주의에 입각한 애국심의 적용 부분을 제외한 도

입부분의서술은모두가공감할수있는일반적인것이라고

할수있겠다.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상

적, 이념적 혼란은 러시아 모든 이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은 현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성 세 들에게조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나 정보에 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시점에서국방부,

내무부, 교육부, 연방수사국, 기타 정부 부처, 러시아 정교회

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상으로 조국의 이익을 수호

할 수 있는 애국자와 그러한 국민성을 발전, 함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까지의 애국심 배

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권장

적 성격의 프로그램이지만, 지역단체는 자신의 미니(mini)

프로그램을이행할의무가 주어진다. 애국심함양을위한일

반적, 입법적 기초에 한 연구에서부터 전 러시아 어린이

경연 회 및 각종 회를 통한 여론 환기 운동까지의 세부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1,500만 달러 이

상의예산이편성되어있다.        

전체적인 모양새는 갖추어진 듯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을 탄생시켰던 러시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약점

을극복한다는관점에서볼때는규모나내용에서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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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어 온구(舊) 사관의 역사 인식에서 탈피해서, 

과거를 포용하고 현 사회 제반 문제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있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볼 수있는 새로운 역사 인식의 개념이 필요했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인문 과목 전반의 교과서 개정 작업이

교육 정책에 있어 정부의 큰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당신에게조국은?

러시아(51%)

모스크바(17%)

나의민족공화국(10%)

그외(11%) 

답하기곤란(4%)

지구(7%)

51%
17%

10%

11%
4% 7%

22

3. 필요하다면, 당신은조국을위해당신의목숨을바칠준비

가되어있습니까?

되어있다(32%)

되어있지않다(38%)

그외(12%)

답하기곤란(18%)

3
38%

12%

18%

32%



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적지 않은 모순을 안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들은애국심이라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고들을 발전시킨다는 것보다는 국방의 의무에 한 사회

적 인식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에 해서는 구

체적으로 정의된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누렸던조국의 웅적업적을다음세 를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선전하고, 이들이조국수호를위해기꺼이 자

신을희생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모든 선전적 방식의 교육

은 이미 그 효력을 잃어 버렸다고 지적한다. 현 의 젊은 세

는 직접적인 선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실존적 감정인 애국심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함양될 수 없

고, 이러한 발상은 과거 소비에트의 이데올로기적 접근과

흡사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현실적 한계 속에서

다음 세 의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포함한 사회 윤리 의식

의 확립을 위해서 가능한 첫 걸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역사 인식의 개념 정

립 및 학교 교육에서의 역사 교과서 개정이라는 데 이견을

두지 않는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면서 구체제의 총체적

인 붕괴의 소란함과 새로운 자유주의의 무분별함이 섞여서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경험했던 러시아에 있어서, 사회의 안

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 인식의 안정 및 통일성의 확보가

요구되어 왔었다. 그러나, 과거에 적으로 간주했던 자본주

의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야기된 역사 인식의 모순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고, 특히 이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

년들에게 역사 인식의 큰 장애를 유발시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70여 년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공되어 온 구

(舊) 사관의 역사 인식에서 탈피해서, 과거를 포용하고 현

사회 제반 문제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

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인식의 개념

이 필요했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인문 과

목 전반의 교과서 개정 작업이 교육 정책에 있어 정부의 큰

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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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러시아의 역사 교육에서 90년 이후, 지난 10년

을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획일화된 이데올로기적 역사 해석과 강의 시스템으로부터 마

치 문명 발전에 있어 끝없는 낭떠러지를 만난 것 같은 새로운

역사인식으로의전환기

2) 그 다음은 조국의 역사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제외하고 단지

인류사라는과목으로전환하려는계획들이나타났던시기

3) 현재는 사회 안정의 기조 속에서 역사 교육의 긍정적 전환들

이나타나고있는시기

구소비에트정권하에서는정부의철저한통제속에서신

화화된 역사적 사실을 뚜렷한 막시즘적 사관에 맞춰 교과서

내용들이 채워졌지만, 90년 이후 현재까지는 포스트소비

에트에 부합하는 신( ) 사관이 창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

많은 교과서들이생겨났다. 과거소비에트시절에는각과목

당 국가에서 지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만 사용해 왔었지만,

자유화 이후에 만들어진 현행법상으로는 러시아 국적을 가

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각종 교과서들이 아무 통제 없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도 각 학교에서 자유롭게 할

수있도록되어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전국의 각 학교에서 과목별로 사용하

는 교과서에 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

과서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

육부 산하 교과서 검정 위원회에서 교과서 수준을 권장 검

인, 허가 검인, 그리고 검인이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각 학교에서는 권장 검인을 취득한

교과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권장 혹은 허가 검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립

학교에서 1년에서 3년까지의 평가 기간을 통해 이에 상응

하는 평가 결과를 얻은 경우에 주어진다. 쉬꼴라(초등�

중∙고등과정까지)의 10가지 세부 역사 과목의 경우 현재

총 61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이중에 16종류의 교과서가

교육부가 권장 검인을 소유한 교과서들이며, 나머지는 교

육부 허가 검인을 받은 교과서들이다. 참고로 쉬꼴라 5학년

이후로는 매주 2시간의 역사 수업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02년 상반기 중에 역사 교과서 및 교수법에 관

한 지침서에 한 경연 회를 실시하고 9월 새 학년도 시

작 전까지 학교 역사 교육 과정에 3종류를 넘지 않는 교과

서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되어 있다.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

의 면면을 살펴보면,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협회, 러시아 교

육 아카데미, 모스크바 국립 학, 러시아 국방부 전쟁사 연

구소, 그 외 국방 관련 위원회들로, 이들은 역사교과서 개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는, 과거로부

터현재까지단절되지않은역사교육의새로운개념을찾아

내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인문 과학의 성격상, 교과서

개혁이 다만 역사 교과서에서만 한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러시아 문학, 사회 윤리를 비롯한 학교 교육에서 인문

과목 전반에 걸쳐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바탕위에서교과서개정이이루어지면, 현재교단에

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사들에 한 재교육 및 연

수 프로그램의 강화가 뒷받침되어서 아직 다수의 교사들이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빠른 시

일안에개혁하는사업이뒤따를것이다.

농촌 학교의 컴퓨터 보급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보화의 흐름이 러

시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정보

획득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폭넓은 기회를 가지고

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여과 장치 없이 그 로 유통되는 정

보의 흐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조국 러시아

란?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 확립

이 청소년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계속되는 공

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빛의 속도를 따

라가야만하는역사교육개혁의시급함이있다. 

모스크바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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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1년의중국에특기할만한사건으로는WTO 가입을들수있다. 11월10일에체결된WTO협

정은 협정국가간의자유무역과더욱개방된 시장을약속하 다. 국제시장의입장권으로도일컬

어지는 WTO 가입은 지금까지“중국특색의 사회주의”란 명목 하에 완전개방을 거부해왔던 중국정부에

국제시장 전면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 또한 거 한 세계경쟁의 물결 속에서 생존전략을 강구

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 서서히 개방을 추진해왔던 중국에는 WTO

가입과 더불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옛 체제를 청산하고 하루 빨리 국제경쟁의 흐름에 발맞춰야 하

는어려운숙제가남아있다. 하지만 부분중국인이WTO 가입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있으며이사

건이자신의생활에뿌리깊은 향을미칠것임을피부로느끼고있는것도사실이다. 중국의일부도시들

에서는 속히 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WTO 특별 연수회를 조직하 고 서점에는 WTO 관련 서적들이 베스

트셀러가 되고 있다, 상해, 광주, 무한, 북경, 성도 등 도시의 18세부터 65세의 2,120명 시민을 상으

로한조사에의하면61.9%의시민들이WTO 가입후자신의생활이“더욱좋아질것”이라고보고있고,

29.4%가“별로 큰 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8세부터 45세 사이의 70% 이상 시민들이

WTO 가입에찬성을표시하여사회변화에적극참여하려는중국인의의향을잘나타내었다. WTO 가입

은경제뿐만아니라사회의식, 서민생활특히교육에깊은 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WTO 가입이 중국교육에 미치는 여러 향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라고 할 수

있다. WTO 협정 중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13조는 교육을 서비스 무역 역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원거리 교육, 외국교육의 도입, 중국인의 출국유학 및 외국유학생유치, 전문 인재들의 국제교류”등 네

가지 면에서 더욱 개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승낙하 다. 특히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교육활동 이

WTO 가입후의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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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민(북경통신원, j_ym@263.net) 

교육의개방화



외의 즉 상업성격을띤 모든 교육활동(학비지불을주요 구분

표준으로 함)이 교육 서비스업에 속함을 규명하 고, 협정

체결을 거친 모든 국가들이 교육서비스 경쟁에 참여할 수 있

게 하 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 후 3�5년 사이에 채권

발행 등 수단을 취하여 국제금융기관, 외국정부나 민간단체

들이 중국 경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을 지지할 의향이

다. 이는 중국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사해 주는 협정이

라고도할수있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적잖은 외국교육자본이 투입되어 왔으

나 중∙외 합작의 학교가 설립될 경우 수속비가 상당히 비쌌

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교

육자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학

위를수여하지않는언어연수, 정보기술연수등과같은교육

기관은상 적으로통제가심하지않은편으로외국투자자들

에게비교적매력적인상업기회로간주되었다. 중국광주『양

성만보』의 2000년 9월 30일 보도에 의하면, 스웨덴의 포티

러 하리트가 35년 전 창설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립 교육단

체 - Education First 교육단체 (약칭 EF) - 가 2000년 초

먼저 상해 그리고 광주, 북경, 하문, 중경 등 열두 도시에

EF의 English First를 점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 한다.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회사 역시 독자적인 졸업증

발급권한을 조건으로 중국의 몇 학에 정보기술 연수반을

설립하 으며, 이와 동시에 청화 학을 포함한 많은 IT기술

일류 학을 소프트회사의 리인으로 임명하여 중국 교육서

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왔었다. 중국

만의왕광아씨는하남성의정주 학과합작하여경제무역경

학부를 설치∙발전시키고 있다. WTO 가입 후 교육시장의

진일보 개방과 통제 완화로 더욱 많은 외국교육자본의 투입

을예상된다. 

외국 학교들의 중국 진출은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 아래서

안일한 생존을 지속해 온 국내 각급 학교들에 한 도전이기

도 하다. 지난 10월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교육 교류회의에서

많은외국 학들이참여, 중국의학부모와학생들에게본

학을적극적으로어필하는현상과극히 조적으로중국에서

는극소수 학들이참여했을뿐이다. 이런현저한차이는중

국 국내∙외의 고등교육배경과 연관되기도 한다. 80년 이

래 급증하는 중국 국민의 고등 교육열과 이를 만족시키지 못

하고 여전히 선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기관 사이에

긴장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상태 다. 2001년 학 입시의

입학율이 60%에 그쳤으며 현재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비율

은 10%선에서 머물고 있다. 학문이 이렇게 좁은 중국과

반 로 출생률 감소 및 고등교육 보급 등의 원인으로 학생수

가 날로 줄어드는 외국 학들에게는 중국은 둘도 없는 발전

력을가진시장인것이다. 거 한중국시장을노린외국의교

육투자 자본은 중국의 WTO 가입 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에도 속속 진출할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

교육을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해 온 중국 교육부

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외국교육기관에 중국식 정

치교육을 강요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학교에 입학하는 중

국 학생들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이다. 특히 중국의 학과 학원 입시의 주요과목인 정치,

그리고모든국립 학에서필수과목으로되어있는정치교

육을외국학교들이실행할수있는가가의문이다.

교육 시장의 전면 개방은 본국 내 사립학교 발전에도 심층

적인 향을미칠것으로보여진다. 개혁개방실행전인1950

년부터 1970년 말까지 중국정부는 엄격한 교육통제 정책

을 실시, 교회 등의 사회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등을 전부

회수하 다. 개혁 개방 이후, 사립학교는 동부연해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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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청화 학과 북경 학에서는 해마다 반수 이상의 우수 학생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지만, WTO 가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출국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경 학 컴퓨터학부의 임일은 출국 목적에 해 이렇게 말한다: 

“WTO 가입 후중국에는 국내상황과 국제환경을 잘파악하는 사람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면서 외국을 이해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면 더욱 많은 발전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광 한 내륙으로 확 되었고 1999

년 말까지 4만 4천 교, 학생 수 454만6천 명의 방 한 규모

를 이루었다. 하지만 중국의 사립 교육기관은 부분 유아교

육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관리 체제가 상 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학력승

인등문제점을갖고있지않았기때문이었다. 학력승인을필

요로 하는 단계에도 사립학교 발전은 괄목할 만하여 7천 교

의 사립 초∙중등학교가 합법 등기를 통하여 정부의 학력 승

인을얻었다. 이런학교의졸업생들은소정시험을통하여윗

단계학교로승학을하거나 졸업후사회에서동급공립학교

졸업생들과같은 우를받는다. 가장문제로되고있는사립

고등학교학위수여권은교육부에서관할하고있는데천여개

사립 학 중 지금까지 교육부의 학위 수여 허락을 받은 학

은 2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 남은 학교들은 졸업장으로 학

위증서를 체하거나, 국립 학에학교주식을팔고, 그학교

의이름을빌어학위를수여하기도한다. 사립 학에 한차

별은 중국의 사립고등교육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어, 많은 전

문가들은 그 해결책을 WTO 가입에 따른 교육 시장개방에서

찾고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WTO 가입 후 중국은 식품가공

업, 방직업, 복장업, 건축업, 가타 서비스업에서 1,500만 명

의 취업기회가 늘었고 동시에 농업, 자동차공업, 기계제조업

등 업종은 1,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사

회 수요의 변화는 사회 인재를 배출해내는 고등교육에 직접

적인 향을 미친다. 중국 외무역 학에서 인력자원 연구

에 종사하고 있는 안 교수는 WTO 가입 후 중국의 고등교육

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구조 조정을 강조하 다. 국내∙외

시장의 교류가 날로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어, 금융, 무역, 상

업, 법률, 경제관리등전문분야가증가, 발전되는한편역사

학, 고고학, 교육이론, 사회학, 물리학 등 분야에 한 사회

수요는축소될전망이라고한다.

인재 양성의 자질에 있어서도 WTO 가입은 고등 교육의

변화를재촉한다. 폭넓은지식배경과포용력, 사회변화에

한 적응력의 배양은 이후 중국 고등 교육의 생명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요구를 하루 빨리 감지한 북경 학에서

는 2001년 9월 학기에 입학하는 학부생 중에서 100명을 선

발하여“원양성계획”실험 단계에 골인하 다. “원양성계획”

은 입학 시 학부나 전공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타파하고학생들에게첫1년동안은명확한전공구분을하지

않는다. 전공 심지어는 문∙이공과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청

강제도와 함께 각 전문분야의 지식을 광범위하게 섭렵한 학

생들은 2학년 진급 시 지도교수의 조언 및 자신의 흥취나 적

성에근거하여전공을선택한다. 

사회변화를 감지한 것은 성인들뿐만이 아니다. 예민한 학

생들은 어찌하면 기성세 들보다 더 빨리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야할앞날을파악했는지도모른다. 11월20일은북경

학 교무처에서 4학년 졸업생들에게 출국용 성적증명서를 발

급하는 날이다. “9∙11테러 사건”등 복잡한 국제형세도 학

생들의 출국열에는 향을 끼치지 못한 듯 교무처 앞에는 출

국용 성적증명서 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열이 하루종일 줄어

들 줄 몰랐다. 중국의 최고학부로 일컬어지는 청화 학과 북

경 학에서는 해마다 반수 이상의 우수 학생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지만, WTO 가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출국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북경 학 컴퓨터학부의 임일은 출국 목적

에 해 이렇게 말한다: “이전에 출국한 선배들 중에는 외국

에 남기 위하여 나간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

습니다. WTO 가입 후 중국에는 국내상황과 국제환경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

부하면서 외국을 이해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면 더욱 많은 발

전기회가있을것입니다.”

북경, 상해, 산동성, 복건성, 광서성 등 성∙시의 정부기관

에서 연합하여 조직한 해외 인재 모집 방문단이 지난 12월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해외 중국인재 초빙 회를 개최하 는

데, 불과 세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천여 명의 중국인이 응모

하거나문의를해왔다. 이중 다수사람들이외국 학의석

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중국이 WTO 가입

후해외중국학생들이졸업후귀국할의향을보이고있다.

WTO 가입이 중국 교육에 미치는 향은 머지 않은 앞날

이 증명해 줄 것이지만 지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교육

은이로부터획기적인변화를거듭할것이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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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1

1. 국어학습부진학생
판별 검사의 특징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정부의‘ 학습 부진아 지도 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2001년

까지초∙중∙고등학교학생용학습부진학생판별검사를개발하 다. 본칼럼은한국교육개

발원에서개발된검사도구가현장에서보다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기획된것

으로, 네차례에걸쳐검사의개발과정, 교과별검사도구의활용안내, 그리고학습부진아에

한지도방법등을제시하고자한다. 

이 은 연재의 두번째로 국어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의 활용에 한 것이다. 

KEDI학습부진학생 판별 검사의 개발과정

/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jblee@kedi.re.kr)

기초학습부진과기본학습부진학생을판별하기위한검사가있다.

실제로 학습부진학생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미 지난 호 원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KEDI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에서는 학습부진학생의 유형을 기초 학습부진과 기본 학습부진 두 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초 학습부진학생이란 기초 학습기능으로 간주되는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기능에 부진을 보이거나,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을 의미한다. 이러

한 기초 학습부진학생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니며, 특수교육의 상에 속할 가능성

이 높다. 

반면 기본 학습부진학생이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으나, 선수 학습 요소의 결핍이나 기타 제반

환경적 향으로인해, 각학년의최저학업성취수준에도달하지못한학생들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의 범위가 확 , 심화된다. 따라서 다음 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

을 위해서는 각 학년 단계에서 최소한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이에 한 성취 여부를 확인해

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검사에서는 학습부진학생을 기초 학습부진학생과 기본 학습부진학생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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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구분하고각각에 한학습부진학생을판별하도록검사를개발하 다. 

읽기검사와쓰기검사가있다

국어기초학습부진학생을판별하기위한검사와기본학습부진학생을판별하기위한검사모두는검

사를구성하는하위내용의 역에따라읽기검사와쓰기검사로제작되었다. 읽기검사는학생의국어

에 한이해능력을알아보기위한검사이며, 쓰기검사는표현능력과관련된검사이다.

검사문항의세부내용은최소필수학습요소를근거로하고있다.

읽기, 쓰기 검사는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기에, 학교에서 보통 학생을 평가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보다 곤란도가 낮은 쉬운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판별검사의 하위 역 및 하위

역을 구성하는 세부내용의 구성은 검사의 개발 및 사용 시점이 6차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있었던 관계로, 국어교과의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서로 공통으로 취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하

여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검사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1>, <표2>와같다.

<표 1> 기초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의 구성내용

<표 2> 기본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의 구성내용

관련교과 문 항 수검 사 세 부 내 용세 부 내 용

표기해독, 단어이해, 내용이해, 평가 및 감상

씨쓰기, 문장(낱말)쓰기, 내용선정, 내용조직, 표현 및 전달, 고쳐 쓰기
국 어

읽기

쓰기

25

25

관련

교과 문항수학 년 세 부 내 용
소검사

학년별 검사의 세부내용 및 문항수

표기해독, 단어이해, 내용이해, 평가 및 감상

단어이해, 내용이해, 평가 및 감상

읽기의 본질, 단어이해, 내용이해, 평가 및 감상

초등 3

초등 4

초등 5

초등 6

중 1

중 2

중 3

고 1

국 어 읽기

27

25

20

20

20

20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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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 문항수학 년 세 부 내 용
소검사

학년별 검사의 세부내용 및 문항수

쓰기의 본질, 문장쓰기, 내용선정, 내용조직, 표현 및 전달, 고쳐 쓰기

씨쓰기, 문장(낱말)쓰기, 내용선정, 내용조직, 표현및전달, 고쳐쓰기

씨쓰기, 문장(낱말)쓰기, 내용조직, 표현및전달, 고쳐쓰기

내용선정및조직, 표현및전달, 고쳐쓰기

문장(낱말)쓰기, 내용선정및조직, 표현및전달, 고쳐쓰기

초등 3

초등 4

초등 5

초등 6

중 1

중 2

중 3

고 1

국 어 쓰기

29

28

20

20

20

20

20

23

2. 국어학습부진학생
판정기준 및 방법

※초등학교3, 4학년용국어읽기, 쓰기검사1, 2부검사는동형검사(A, B형)로제작되었음.

국어 기초 학습부진학생용 검사는 읽기, 쓰기 역에서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기능에 부진을 보이거

나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에서 배운 기초 필

수 이수 요소들로 구성되었으며, 기본 학습부진학생용 검사는 각 학년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

지못한학생들을판별하기위한것으로, 보통학습부진학생판별검사가학년초인3월경에실시되는것

을기준으로하여, 이전2월까지배운내용, 즉실시되는검사의해당학년바로이전학년(예: 중학교2

학년검사의경우중학교1학년)의내용으로구성되었다.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기에 앞서 우선 학생이 기초 학습부진이나 기본 학습부진을 보이는지 여부

를파악할필요가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습부진학생 판별도구는 기초 학습부진 혹은 기본 학습부진 학생을 판

정할뿐아니라, 각각의검사를구성하고있는 역별세부내용에 한보충학습의필요성여부와개인

별보충학습 역에 한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기초학습부진학생판별검사

국어 기초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는 읽기, 쓰기를 제 로 못하는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다.

따라서 이 검사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되지 않는 학생들로 간

주한다. 

국어 기초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는 우선 초등학교 1�3학년까지의 매우 기초적인 학습 내용(읽기,

쓰기의단순수준)을중심으로하여작성되었고, 그런후초등학교3, 4학년을 상으로한예비검사에서

70%이상의학생이정답률을보인쉬운문항으로선별되었다. 

이러한문항들로작성된본검사실시결과, 국어읽기, 쓰기검사에서총점의50%, 60%, 70%를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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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학생들의누적백분률이산출되었다( <표3> 참조).

<표 3> 국어 기초검사의 소검사별 총점의 50, 60, 70% 기준선과 맞춘 학생들의 누적 백분률

* 기초 학습 부진학생 판별 기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소검사는 총 문항 수의 60%를 판단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을 제외하고는 1�2%정도의 학생이 기초 학습부진으로 판정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본 검사

결과에 한 누적 백분률, 일선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검사에서 3R's를 못하는 학

생의 판별기준을 총점의 60% 이하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분의 현장 교사가 학급당 1명 이상을

정상적인 학습 진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기초 학습기능이 결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검사에서는 국어 기초 학습부진학생을 읽기, 쓰기 각각 총점(총 문항 수)의 60% 미만의

점수를받은학생으로규정한다. 

체로 기초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부진의 원인은 선수학습 요소의 결핍이나 학습환경

의부적절함보다는선천적인학습장애일가능성이많다. 따라서이검사를통해기초학습부진학생으로

판정된 학생에 해서는 정 한 검사를 거쳐 학습 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한

책을강구하는일이필요하다. 

기본학습부진학생판별검사

기본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는 선수학습 요소의 결핍이나 기타 제반 환경적 향으로 인해 해당 학

년의 최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 학습부진학생과는

달리, 부진을 보이는 부분에 한 적절한 지도가 제공될 경우, 학생의 부진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에 기본 학습부진학생은 학습부진학생이란 표현 신 보충학습 상 학생으로 명명되는 것이 더 적합

할 수 있다.

국어 문제는 수학이나 과학처럼 문항의 곤란도 수준을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체계적으로

일련의 위계를 갖고 구성하기 어렵다. 비록 국어의 읽기, 쓰기검사 각각의 문항들이 현 교육과정상의

필수 학습 요소나 학습 활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에 채택된 필수 학습요소나

활동들은 위계적인 순서를 갖기 어려우며, 또한 문제에 사용된 어휘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친숙한 것

검사 명

(문항 수)

맞은 비율

(맞은 갯수)

쓰기(25)

읽기(25)

70% 미만 (17개 이하)

60% 미만 (14개 이하)*

50% 미만 (12개 이하)

70% 미만 (17개 이하)

60% 미만 (14개 이하)*

50% 미만 (12개 이하)

초 5 고 1중 3중 2중 1초 6

누적 백분률 (%)

8.8

5.1

2.6 

8.5

3.1

1.5

4.8

1.9

1.0 

4.1

1.7

1.0

4.2

2.0

1.7

4.7

2.3

1.6

2.2

1.0

0.6

2.4

0.8

0.3

1.7

.8

.7

1.4

.7

.6

2.2

1.0

0.7

2.3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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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혹은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의 길이가 얼마나 길고 짧으냐 등에 따라 문항의 곤란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국어검사의경우, 한학생이보충학습 상학생인지의여부를판별하는기준을설정하기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혹은 각 소검사별 학생 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

학교 2학년의 실제 검사 결과에 한 학생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소검사별로 총점의 50%, 60%,

70%를기준으로했을때맞춘학생들의분포는다음과같다.

<표 4> 중 2학년 국어 기본검사의 소검사별 총점의 50, 60, 70% 기준선과 맞춘 학생들의 누적 백분률

*보충학습 상자판정기준

앞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소검사는 각각의 총 문항수의 70%를 판단 기준으로 했을 때, 읽

기, 쓰기검사 뿐 아니라 이 두 검사를 합한 전체 검사에서 누적 백분률 10% 미만(보다 구체적으로 7.7

�8.4%의누적백분률)의분포를갖는다. 

즉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고 했을 때, 4명 미만의 학생이 보충학습 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검사에서는 국어과 보충학습 상학생을 판단할 때, 각 검사의 누적 백분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초등3, 4학년(총문항수의60% 미만)을제외한나머지학년, 즉초등

5학년부터 고등 1학년까지의 검사에서는 국어과 보충학습 상 학생을 총 문항수의 70%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학생으로규정한다.

K
EDI 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는 단순히 학습부진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것 외에도, 한 학생

이 교과의 어떤 역에서 학습부진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따라서 국어

교과의경우읽기, 쓰기 역을중심으로하되, 문자해독여부를알수있는문항으로부터제시된

을읽고의미를파악해답을해야하는독해문제등, 가능한여러가지유형의문제로문항을구성하

다. 

3. 기본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판별검사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소 검 사 맞은 비율(맞은 갯수) 누적 백분률(%)

읽 기(20)

쓰 기(20)

70% 미만 (13개 이하)

60% 미만 (11개 이하)

50% 미만 (9개 이하)

70% 미만 (13개 이하)

60% 미만 (11개 이하)

50% 미만 (9개 이하)

8.1*

4.8

2.8

7.7*

3.6

1.8

전 체(40)

70% 미만 (27개 이하)

60% 미만 (23개 이하)

50% 미만 (19개 이하)

8.4*

4.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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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 <표5>에나타난바와같이중2학년의경우, 각세부내용별로나타난학생의점수를통해

우리는학생들이이들내용중어느부분에능력이있으며, 또한어느부분에결함이있는지를알수

있다.

<표 5> 중 2학년 국어검사의 소검사별 세부 내용 및 문항수(총점)

*각문항당1점이므로문항수가곧전체점수가됨

보충수업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검사에 한 채점이 완료되면 교사는 개인별 점수를 국어검사의 소검사별 보충학습 상자

판정 기준에 입각하여 다음 <표 6>과 같이 기록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 2학년 국어과 보충학습

상자에 한판정은각소검사의총문항수의70% 미만에해당하는점수를기준으로한다. 

이때, 검사의 세부 내용별 판정점수는 검사의 세부 내용별 판정점수 산출시 소숫점 이하를 생략했기

때문에 소검사의 계와 소검사를 합한 전체 검사의 판정(혹은 검사의 총 문항수에 한 판정 기준) 점

수보다약간작을수있다. 

<표 6> 중 2학년 국어검사의 세부 내용별 보충학습 상자 판정의 예

소검사 판정 점수세부 내용(문항수)

맞은 점수

한송이 김정우
보충학습

필요여부

보충학습

필요여부

읽 기(20)

×

○

○

×

○

1

1

6

3

11

×

○

×

×

×

1

1

12

3

17

0점

1점 이하

9점 이하

2점 이하

13점 이하

읽기의 본질 (1)

단어이해 (2)

내용이해(14)

평가 및 감상 (3)

읽기검사 계 (20)

소 검 사 세 부 내 용 문항수(점수)*

읽 기

쓰 기

읽기의 본질

단어이해

내용이해

평가 및 감상

계

쓰기의 본질

문장 쓰기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표현∙전달

고쳐 쓰기

계

1

2

14

3

20

4

3

3

3

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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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필요, ×보충학습불필요

개인별로 맞은 점수를 기록한 다음에는 개별 학생이 받은 전체 점수 혹은 소검사별 점수(맞은 문항

수)가 보충학습 상자 판정기준보다 높은 점수인지 낮은 점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 6>은 한송이

와 김철우 두 학생이 실제로 얻은 점수와 이들이 학습 부진학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정기준을 보

여주고있다. 

이 판정기준에 의거해 볼 때, 한송이 양은 읽기검사, 쓰기검사, 그리고 두 검사를 합한 전체 검사에

서 모두 판정기준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국어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검사의 세부 내용에 해당되는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읽기검사의 4개 부분과 쓰기검사의 6개 부분 중

‘단어이해’와‘문장쓰기’에서 보충학습 상 학생에 포함되는 점수를 보여, 이 두 부분에 한 보충학

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김철우 군은 읽기검사와 쓰기검사 그리고 두 검사를 합한 전체 검사에

서 모두 판정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인 보충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내용 중 읽기검사의‘읽기의 본질’과‘평가 및 감상’, 그리고 쓰기검사의‘내용선정’과‘내용조

직’부분에서는판정기준점수보다높은점수를보여, 보충수업이불필요함을알수있다.

이처럼 각 소검사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별 학생들의 획득 점수는 소검사 및 역별로 세부적인 부분

에서의 보충학습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개인별 보충학습 역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보충학습 상 학생을 판별하는 것 이외에도 교사자신이 수업효과를 확인하는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국어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소검사 및 역별 세부 내용에 한 누적

백분률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에 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

으며, 이는교육과정개선에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다음 호에서는 연재의 세 번째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수학, 어 학습부진학생 판별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해소개하고자한다.

소검사 판정 점수세부 내용(문항수)

누적 백분률(%)

한송이 김정우
보충학습

필요여부

보충학습

필요여부

쓰 기(20)

전 체

○

○

×

×

○

○

○

○

1

1

3

3

2

2

12

23

×

○

×

×

×

×

×

×

3

2

3

3

3

3

17

34

2점 이하

2점 이하

2점 이하

2점 이하

2점 이하

2점 이하

13점 이하

27점 이하

쓰기의 본질 (4)

문장쓰기 (3)

내용 선정 (3)

내용 조직 (3)

표현∙전달 (4)

고쳐 쓰기 (3)

쓰기검사 계 (20)

전체검사 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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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체제개혁의방향과방안
/ 강환국(충북 학교교수, social95@orgio.net)

발언 바람직한교사상을위한교원양성체제

“학교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말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교사∙학생∙교육과정∙교육 환경 및

지원체제 등이라고 할 때, 이들 4요소 중 관건

적 요소는 교사란 말이다. 물론 이들 4요소는

학교 교육의 구성 요소이자 과정 요인으로서

각각 별도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니라 상호 작

용하는요인인것이다. 따라서학교교육을발

전시키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어야 하며, 학교

교육의 개혁은 교사교육의 개혁에서 비롯되어

야 하고, 또 찾아져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교사교육의 발전과 개혁 없이 학교 교육의

발전과개혁은불가능한것이다.

근래에 들어와 학교 붕괴∙교실 붕괴∙학

급 붕괴 등 한국 공교육의 위기에 한 우려

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그 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의 위기와 교실의 위

기는 교실의 교과 수업의 위기로서 교과 수업

자인 교사의 위기인 것이다. 학교 교육의 위

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안은 교사의 전문성인 교과수업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사양성제도의 개혁과 그 실

천 상황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육과정 개혁이며, 교육과

정 개혁은 교사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 여건과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운 함으로써 교실 수업의 혁신

을 가져올 당사자는 교육과정 전문가도 교육 관료도 아닌 바로 교사 자신이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 양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이

문제이고, 반 로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은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이 문제이다. 이

러한 교사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등학교교원자격소지자를

초등학교에 임용하려는 소위“중초교사 임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마련

되었으며, 이 안에 하여 교육 학(교수∙학생)의 거부로 수업이 파행적으로 전

개되기도 하 다. 교사양성제도는이와 같은교사 양성의 양적인문제와 함께바람

직한교사를교육했는가의질적인문제가있다.

교사 양성의 제도와 체제는 양적으로 적절한 수의 교사를 공급할 수 있고, 질적

으로 학교 교실의 교과 수업과 학급경 ∙생활지도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마

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사 양성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별∙교과

별로 과잉 양성의 문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교사를 양성했는가의 문

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문성∙일관성이 결여된 교원 정책과 교원자격검정 관

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교원양성기관∙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교원양성의제도와체제는학교중심의교원교육, 학교교실의교과

수업능력 중심의 교사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인 바, 먼저 교원양성

정책수립과정상의문제와과제를들면다음과같다.

< Ⅱ >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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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과 편제인 사회교육과∙역사교육과∙지

리교육과, 물리교육과∙화학교육과∙생물교

육과∙지구과학교육과 등 학문체계를 중심으

로 하는 분과적인 학과체제가 고수되고 있다.

사범 학(교수)을 위해 중∙고등학교(학생)

가 존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학

생)를 위해 사범 학(교수)이 존재해야 함을

확인할필요가있으며, 교원정책수립과정에

일선학교의요구가반 될수있는제도가마

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교원 정책 수립이 교육적이기보다 정

치적이었고, 따라서 전문성∙일관성∙지속성

이부족할수밖에없었다.

교원 정책은 담당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보다는 집권당의 정책, 또는 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되어 인기주의∙ 중주의

에 의한 단기적인 중요법에 그쳤다. 교육인

적자원부 장관의 임기가 일년도 채 되지 못하

고, 또한 전문적인 식견과 교육 철학이 부

족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치적 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원 정책 담당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도 교원 정책에 한 전문성이

부족하며, 일년에 3�4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개인의 출세를 위해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원 정책이 전문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으며, 제정된 법규(교원자격 검정령 등)도

준수되지 못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권에 따라 일관성과 전문성 없이 결정

되는 교원(육) 정책을 극복하기 위한 책으

로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 정책 결정 기관

으로서“국가교육정책위원회”등이 제안되기

도한다.

넷째, 교원 정책 수립이 중앙 집권적이었

으며, 따라서 지역 실정이 경시될 수밖에 없

첫째, 교원 정책 수립이 일반교육학, 특히 교육행정학적 접근이었으며, 따라서

추상적이며실천력이부족할수밖에없었다.

한국의 교원 정책은 주로 일반적∙제도적∙법률적 차원에서 연구∙제안되어 왔

고, 그 원인은교원 정책 수립에참여하는인사가 일반교육학자특히 교육행정학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는 국어과∙수학과∙사회과 등 교과

의 수업자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교과교육학적(국어과 교육(학)∙수학

과교육(학)∙사회과교육(학) 등)의접근이중요하며, 강조되어야한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필수 과정인 소위「교직 과정」은 교육철학∙교육사∙교육심리∙교육

사회∙교육과정∙교육평가∙교육행정∙학교경 ∙교육공학∙교육방법 등 교육학

의 모든 분야를안배한, 달리 표현하면일반교육학자의이해를 안배한 것으로 생각

될수있으며, 이들각 역이교과교사의교육에어떻게공헌할수있는가는관심

도 없으며, 연구된 바도 없다. 초임 교사로서의 교과 수업자인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교감과 교장에게나필요한 교육행정및 학교경 과목이 직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료는 물론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참여하

는 회원의 부분이 교육행정학자이며, 교원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의 하나의 분

과와같이 조직되어활동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관료들에 의한교육 정

책의 독점적 구조에 한 우려와 함께 관료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에

한 우려도 있다. 관료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까닭은 연구자를 동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정당화나 정책 설계에 연구

자를동원하여 이른바관학 동맹체제를구축해왔다. 많은 사람들이자발적으로 이

런 일에 나섰다. 게다가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시민 단체와 상당수의 지

식인이부지불식간에 이런흐름에 일조했다. 이러한교원 교육 정책에 한 접근은

필연적으로 일반적∙법률적∙제도적일 수밖에 없었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부실할수밖에없는것이다. 

둘째, 교원양성 정책이 교사의 수요자인 초∙중∙고등학교가 경시되고, 교사의

공급자인 교육 학∙사범 학(교수)중심이었으며, 따라서 현장 학교와의 적합성

이부족할수밖에없었다. 

한국 교원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는 주로 학(사범∙교육)교수이었으

며, 현장 학교의 교사나 관리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 다. 따라서 현장 학교 교육

에 질적으로 부적합하고, 양적으로 부적절한 교사가 양성∙공급될 수밖에 없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사범 학의 학과 편제나 교육과정은 개정되

지 않은 채 기존의 체제 로 설계∙운 되고 있다. 그 표적인 예가 사회과 교사

와 과학과 교사 양성 체제이다. 즉, 중학교 1∙2∙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과와 과학과는 통합형의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으로 편성되어 이 통합교과에 적합한

교사 양성을 위해 공통사회 교육과와 공통과학 교육과가 설립되어야 하지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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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의교원정책은교육인적자원부에의해

서울 학교 사범 학을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

으며, 지방(지역)의 사정이 경시된 채 획일화

되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다수인 지방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사를 공급해

야 할 지방의 교사 양성기관(교육∙사범 학)

은 도시인 수도 서울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를 공급하는 서울의 교사 양성기관(교

육∙사범 학)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서울의 규모 학교와 달

리 다전공∙광역전공의교사를 공급하여야 하

며, 이에 적합한 교사 양성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인기주의∙

중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의 교원 정책이 해

결해야할과제를들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사의 수요와 공급간의 심각한 불균

형을해소하는일이다. 

중등교원은 사범 학 이외에 일반 학의

교직 과정과 교육 학원 등에서도 양성되는

목적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양성체제로서 매년

약 25,000명 정도 양성되고 있으나 그중

20% 정도인 약 5,500명 정도만 임용되고 있

어서임용적체현상이발생하고있다. 초등교

원은반 로10,000명정도부족한상황이다. 

둘째, 교원의 양성과 교원의 연수를 구분하

고, 연계성을높이는일이다.

교원은교육기관에서양성하도록되었으나

1997년 12월 5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

고, 교육 기관에 연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

여 교원연수원에서 환경∙공통사회∙윤리∙

도덕∙컴퓨터∙한문 등의 부전공 자격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 1일부터는 중등교원연수원을 중등교육연수원으

로 개칭하기에이르 다. 이는 교과간에불균형한 과원 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기위

한 편법적인 방안으로 교원의 양성과 연수, 즉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중등교육연수원에서 부전공자격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해당

교과 교사의 교과 수업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부

당한 것이다. 이러한 부전공교과 교사가 필요한 교과는사범 학에법률적으로인

정된 임시교원양성소를 활용하거나 사범 학의 기존 학과에 편입하거나 위탁 교육

을 통해 교과 교사의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부족한 초등교원은 학

사편입이나임시초등교원양성소를활용하는방안이있다. 

셋째, 학제와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교원 자격 제도를 개편하는 일

이다.

한국의학제는6∙3∙3∙4제로중학교와고등학교는분리된학제이나교사자격

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하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으로 되어 있다. 중학교

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교육 기간의 7∙8∙9학년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와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와 동질적이며, 고등학교가 학 교육을

위한 준비 교육 기관이라면 중학교는 국민 공통교육의 완성 교육 기관으로서 초등

학교 교육과 연계적이며 동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자격증은 고등학교

자격증과 분리하고, 7∙8∙9∙(10)학년의 학년제 교사의 통합형 내지 교과군(1

군-국어∙사회∙도덕, 2군-수학∙과학∙실과) 교과자격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학급담임(전교과담임)제가 아닌 교과전담제로 전

환하려는 일부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학이 사범 학화하면서 초

등교육과가 아닌 국어교육과∙수학교육과∙사회교육과 등 사범 학의 경향으로

흐르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라고할수없는것이다.

교원양성의 체제와 제도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 에 적

합하도록, 나아가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수행될수 있도록 교원양성의제도와 체

제가마련되어야한다. 

교사 자격 제도는 저학년(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중학년(초등학교 3�6학

년), 고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등 학년제로 일관되게 수여하고, 교과

별 복수 자격은 물론 학년제 복수 자격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 공통교육 기

간 1�10학년의 수업을 담당할 학년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학과 사범

학을 통합하여 교원양성을 일원화∙종합화하는 방안이 강구∙실천되어야 할 것

이다.

발언 바람직한교사상을위한교원양성체제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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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운 으로 교사의 질적 수월성 제고, ⑤

의무교육기간 확 에 비하는 일관성 있는

교사 양성 체제 구축, ⑥ 지방의 교육적 요구

를 교사교육에 반 하며 지방자치화에 기여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

외에 초등학교 교사와 중∙고등학교 교사간

의 차별화와 갈등을 줄이고, 초등학교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

을것이다.

시∙도 단위로 설립되어 있는 교육 학과

사범 학을 통합하여 종합 학교 내에「교육

(과) 학」을 설립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

학교 교사를 종합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교

육(과) 학은 개방적이며, 경 적인 관점에서

독립된 체제보다는 종합 학교의 한 단과

학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

학교 교사는「교육(과) 학」에서 목적제 양성

을 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일반 학의 교직

과정이나 교육 학원에서 개방적으로 양성하

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4

년제 학을 졸업한 학사 중에서 전공 학문별

로 교과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1

년은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을 공부하게 하

고, 다음 1년은 학교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받

도록 하는 교원양성전문 학원인「교육과

학원」의설립도고려할만하다. 

교육 학과 사범 학의 통합은 교사교육의

논리적 관점에서 당위적일 뿐만 아니라, 경

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제 사범 학과 교육 학의 통합

은 논의의 수준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하루속

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학이나 사범

학 교수의 이기적 보수주의가 양 학 통합

의걸림돌이되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원양성 체제의 개

혁 방안으로 교원 전문 학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초등교원양성의 문제점으

로 첫째, 부분의교육 학은교양과전공 등 거의 모든 교과목을 교육 학에서만

수강하고 있고, 도서관∙컴퓨터 등의 시설과 설비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이

로 인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 학은

교수∙시설 및 설비 등이 종합 학에 비하여 세하며, 셋째, 각 학마다 독자적

으로 도서관∙전자계산소∙강당∙체육시설 등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기관 운 의 비효율성이 높고, 넷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 학 재학 중 중학

교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며, 따라서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고

등학교 1학년 과정이 접히 연계를 이루어 학습되도록 구성된 제7차 교육과정을

운 할 때 문제가 초래된다는점 등을들고 있다. 문민정부의교육개혁위원회는교

육개혁안 제4차 보고서에서 교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해 교육 학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종합 학이나

사범 학과연계혹은통합하여운 하도록하는안을제시하 었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 을 위해서 교사 양성 및 연수 기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현재 교사 양성은 초등교원은 교육 학에서, 중등교원은 사범 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이 학교 급별보다는 1�10학

년의 국민공통교육 기본기관과 11�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학과 사범 학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운

하는 것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보다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마

찬가지로교사연수도동일한근거에서통폐합된연수기관에의해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정신을살릴수있도록진행되어야하리라고본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10년과정으로국민누구나공통적으로교육받도록운 된다고할때초

등교육과 중등 교육은 통합 지도되어야 하고,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의 연장 내지

발전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교사 양성을 통합된 체제 아래서 실시한다는 것은 자

연스러운 것이다. 교육 학과 사범 학의 통합의 필요성은 ① 의무 교육 연한의

확 와 초∙중학교의 통합 운 을 시도하려는 추세에 부응, ② 국가 예산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자의 확 , ③ 학과 교육 현장

과의 긴 한 관계를 고취, ④ 양 학간의 학문 및 인적 자원의 교류, ⑤ 교원 인력

수급의 조절과 균형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교사교육기관의 통합에 따른 기 효과

로는 ① 교사교육기관의 체제를 일원화하여 교사교육의 연계성 확보, ② 교사교육

기관의 난립을 정비하는 계기 마련, ③ 올바른 교직관을 정립하고 교직에 한 자

부심과 긍지 고취, ④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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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2년 동안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하는‘학교종합평가’사업에서 초등학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필자가 평가위

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 10여 년 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험을 위

안 삼아 선뜻 나선 것이었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 학교는 너무도 사정이 변해 있었다. 거

의 모든 수업에서 ICT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

어지고 있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야만 하는 역도, 필자

가 교직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많아졌다.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 학에서 강의

를 하면서 학생들에게‘훌륭한 수업은 학생들

의 시선이 교사에게 집중될 때 이루어지며, 가

르치는 자의 기쁨은 학생들이 교육의 결과로

변화를보일때’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2년동안살피고난지금은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이 조금은 허망하게까지 느껴

진다. 

10여 개에 이르는 교과목이 과거에도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양에 있어서는 과거

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업방법의 다양성에 있

어서도그렇고, 제7차교육과정을위한수업준

비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수업에 ICT를

활용하는 테크닉도 과거의 교사인 필자에게는

엄두조차못낼정도다. 

필자가 과거의 교사라고 해서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필자는 90년 중반

까지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초등학교 현장은 변해 버린

것이다. 이렇듯 초등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다면, 그래서 교사들이‘가르치는 자의

기쁨’을느낄겨를이없다면이는뭔가구조적문제가있는것은아닐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학교 현장이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도 불

구하고 학교의 구조가 과거의 형식에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의 전문성이 저해되는 한, 질 높은

교육은기 할수없다는점에서볼때, 간과할문제가아니다.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

이다. 중등의 교과담임제와 달리 초등의 학급담임제는 어린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과 상호간의 연계 및 통합 지도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교과

지도와생활지도를계획적이고종합적으로지도할수있도록한것이다. 

문제는 통합 지도 속에서 기 하는 교과지도와 현재 학교에서 교원들에게 요구

되는 실제 교과지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

럼,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 정보의 양 자체가 엄청나게 증폭되었을 뿐만 아니

라, 최근의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의 결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 요구가 증

되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교과지도의 내용과 종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확 되어 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과지도는 통합지도 속에서의 한 부분으

로여기기에무리가있는것이다. 

이에 관한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각 교과의 전문지식에 정통해 있느냐’는

질문에 43%의 교사가‘아니다’라고 답변하 고, ‘몇 개 교과에 정통해 있느냐’고

묻자‘1개 교과도 없다’가 37%에 이르 고, 평균 교과목 수가 2.6개 과목으로 나

타났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해준다.   

평균 교과목 수가 2.6개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현재의 전교과담임제로부터 광역

교과담임제로의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학년의 통합

초등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해서는
양성과정의구조변화가필요하다

/ 신상명(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smshin@kedi.re.kr)

발언 바람직한교사상을위한교원양성체제

전교과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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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수있다. 

이러한 학년전공교사제가 시행되려면 교원

양성과정도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통합교과체제로 운 되는 1∙2학년과 각 교

과로 운 되는 3�6학년으로 구분하여 전담

제를 시행하려면, 앞에서 제시한 광역교과전

담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통합교과를 지도하는 1�2학년만 순환 또

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과전담제가

가능한 3�6학년은 4개 학년을 통합하여 순

환또는연임하도록한다는것이다.

3�6학년에 광역교과전담제가 도입된다면

초등 교원들의 지도 교과가 크게 축소됨으로

써 전공별 광역 교과에 한 전문성이 증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의 성장발달과 학습발

달 측면도 고려될 수 있다. 학급담임 연장제

도가 학생의 입장에서 담임의 일관성만을 고

려한 점과 비교해 볼 때, 광역교과전담제를

바탕으로 한 통합학년전담제는 교원의 전문

성과 학생에 한 고려를 동시에 한다는 점에

서그의의가있다고하겠다.        

이와 같은 광역교과전담제와 학년전공교사

제는 제안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동시에 실행

상의 곤란성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

등학교에서 전 교과를 가르치고, 전 학년을

담임하는 일이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

인이 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원의 전문

성이 저해되는 구조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

할수없기때문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서는 현직교육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직전교육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직교육보다 직전교육의 구

조 변화가 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

이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기 때

문이다. 

교과, 문과계열 과목(국어, 사회 등), 이과계열 과목(수학, 자연 등), 외국어 과목,

체육 과목, 음악 과목, 미술 과목 등 교과목을 광역으로 나누어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원 양성프로그램을 계열별∙전공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

다. 현재 교육 학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전공

과목엔 초등도덕교육에서부터 어교육, 컴퓨터교육까지 초등 전과목을 이수하도

록 되어 있다. 필자도 교육 학 재학시절 이러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 으나, ‘몇

개 교과에 정통했느냐’고 앞의 설문조사처럼 묻는다면 솔직히 답이 궁색하 을

것이다. 

광역교과전담제를 위해서는 현재 초등 전과목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 교육과정

을 바꾸어, 교육학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각 교과는 문과계열, 이과계열 등 계열

별로 구분하여 심화 이수하게 한 뒤 전공별로 자격증을 주고, 부전공으로 다른 과

목을 이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전공 교과,

공통 교과, 부전공 교과를 융통성 있게 가르침으로서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전공교과에 한전문성을제고하자는방안이다. 

또 다른 초등 교원의 전문성 저해 요인은 학년도가 바뀔 때마다 1학년에서 6학

년 중 어느 학년이라도 담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철새처럼 학년을 이동하다 보

니, 지난해 일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개발해 놓은 교수-학습 자료들을 송두리째 버

리고 떠나야 한다. 언제 다시 같은 학년을 맡게 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가거나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학년을 이동하다

보면 아동의 성장과 학습 수준에 한 새로운 적응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저학년

과 고학년 사이에는 수업시수에서도 차이가 많아 고학년 담임일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시간활용에도많은혼돈을겪는다. 

최근에 이러한 널뛰기 학년 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 중에

학급담임연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을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며, 교원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그리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에 한 담임교사의 일관성만이 강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사

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전학년담임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년전공교사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발달에 따라 저∙중∙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전담하게 하거

나, 통합교과체제로 운 되는 1∙2학년과 각 교과로 운 되는 3�6학년으로 크게

구별하여 전담할 수도 있고, 또 완전 학년전담제로 1개 학년을 전담하는 방식도

전학년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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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의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자주들린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은 국

가의 장래와 연관되는 중 한 문제로서 백년

계인 교육이 무너지면 학생이 무너지고 마

침내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걱정이앞선다.

학교 붕괴 원인은 불합리한 교육제도의

양산,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의 고수, 열악한

교육 시설과 환경 유지, 무사 안일한 학교

경 , 교사를 경시하는 사회 편견,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학생의 태도 변화, 이기적인 학

부모의 교육열 등 매우 복합적이지만 그 중

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과 전문

성 결여이다.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교

육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아도, 교사들이 열의

가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자질도 결여되어

있다면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반

면에 보수가 낮고 학교의 환경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학생들에 한 뜨거운 정열과 교

육에 한 사명감을 가진 유능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면 기 이상의

교육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은 교육의 성패를 좌

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종철은바람직한교사상으로다음을꼽고있다. 

�자기가가르치는교과에 하여넓고깊은지식과애정을가진교사

�학생을사랑하고바르게이해하고잘알고있는교사

�스스로자기의품성과자질, 능력등을꾸준히향상시키며모든일에솔선수범하는교사

�교직에보람과긍지를가지며자기의맡은바책임을완수하는교사

�스스로교육의혁신을추구하고실천하는교사등

교사는 풍부한 지식과 불꽃같은 정열 그리고 고매한 인품을 갖추고 있을 때 학생

앞에서 존경을 받는다. 비록 처우가 부족해도, 환경이 열악하여 힘이 들어도, 매사

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성적이며 정직하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사

는나만의교과에 한빼어난지식과수업장악능력(교수방법)은물론학급경 과

생활지도 능력을 갖추고 나만의 교육적 전문 직업정신과 나만의 특기를 갖도록 노

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선발하여 충실하게 양성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한교원임용과현직교원의끊임없는연수, 공정한평가와승진∙전보그리고합

당한보수와사기진작등에힘써야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초등교사는 교육 학교(한국교원 학교 초등교육과와 이화여자

학교 초등교육과 포함)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중등교사는 종합 학교내 사범 학,

일반 학의 교육과, 종합 학인 한국교원 학교 그리고 일반 학의 교직과정 이수

와교육 학원을통해서양성되고있다. 

이러한교사양성체제아래서나타난몇가지문제점으로정진곤은다음을말하고

있다.

초등교원 양성에서는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공급<수요) ,양성기관(교육 학교)

바람직한교사상을위한
교원양성체계

/ 정창현(중동고등학교교장, foryes@chungd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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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교사상과전문성제고

효과적인교원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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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 학원은 교

사의 양성이나 연수과정의 효율성측면이나

배출되는 교사의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이 있다.

여섯째, 교사양성기관의 신임 교수는 가능

한 한 교사 경험이 있는 자를 우 하여 채용해

야 한다. 그리고 전임 교수는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해당 시∙도의 초∙중등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 현장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사양성 교육을 하

도록한다. 

일곱째, 각 시∙도는지역별로각 지역의특

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확

보해야 한다. 내 고장의 역사를 잘 알고 문화

와 전통을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 고장에서 후

배들을 가르치며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지

역출신 교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

구해야한다. 

여덟째, 사립학교 법인은 학교의 건학 이념

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우수 교사를 미

리 확보하여 교원양성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

시하는‘예비교사 위탁 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초∙중등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에 한 신념과 자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

하여 교사양성기관에 추천하고 합격할 경우

양성기간 동안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고 집중

관리한다.

아홉째, 신임 교사가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양성기관이 일정 기간

무상으로재교육해주는‘ 학졸업생리콜제’

를 도입하여야 한다. 예비교사를 다량으로 배

출해내기만 하고‘나 몰라!’라 했던 교원양성

기관은 이제부터라도 졸업생들의 질 관리와

추수지도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인‘학교 현장

맞춤형 교육’과‘책임성과 신뢰성 회복 교육’

을꾀해나가야할것이다. 

의 세성으로인한폭넓은교양교육과학과목선택불가능, 다양한가치관을가진

인간관계부재, 다양한직업과경험의이해와선택불가능, 초∙중등학생의연계성

교육 결여 등이고 중등교원 양성에서는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공급>수요), 교원의

질(사명감, 전문성, 자격) 관리통제장치부재, 사범 학의정체성부재(시설, 전문

교수, 교육과정등의문제점) 등을들고있다.  

이상의내용으로부터교원양성체계의질적개선을위해몇가지를제언한다.  

첫째, 각시∙도의교육 학과국립 학사범 학을한곳으로통합해야한다. 그

러나 현재의 사범 학이 종합 학 속에서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 학교 내의 사범 학과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원 학교와 같이

유∙초∙중등교사를통합양성할수있는교육전문종합 학교를각시∙도에설립

해야 한다. 다만, 폭넓은 학문과 적성을 접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종합 학과 소

정의학점교류를할수있는제도를마련한다. 

둘째, 교원양성기관은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교생 실습을 폭 강화해

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은 해당 부속학교나 시∙도 교육청소속 연수원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더욱 알찬 교생 실습을 운 해야 한다. 따라

서교원양성기관은모두부속학교를두어야하고 학과부속학교는종속개념이아

닌협력개념에서함께기획∙실천하도록운 되어야한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미래를 향한 비전과 현실을 위한 실질적인 내

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전문교과 역 교수집단의 이해가 얽힌‘백화점

식’, ‘땅따먹기 식’교과목 나열이 아닌 실질적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농

어촌등단위학교현장에서일어나고있는교사의성비불균형과담당교과목의수

급 불균형을 고려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교사를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학교경 , 학급경 , 교수-학습방법론, 학생지도, 평가와상담등교육실무형교과

목이많이포함된교육과정을설치해야한다. 그리고이런실무형교과목중일부는

교장, 장학사, 행정실장등에게도강의를위촉할수있는길이제도적으로보장되어

야 한다. 

넷째, 정부는 우수한 예비교사를 확보와 이상적인 교사충원 계획을 치 하게 세

워야한다. 

‘교사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와‘필요할 때마다 땜질 식으로 한다’는 사고 방

식의 교사 충원 정책을 지양하고‘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하에 각종 장학금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

수교사유인책을도입해야한다. 80년 말의교원임용종합 책과90년 말의교

원 정년단축 정책은 국가가 교육에 해서 신의를 저버린 표적인 경우로서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다. 

다섯째, 교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원 수준에서 교원을 양성

할 수 있는‘교원양성 학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높

임과 동시에 교원양성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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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서의현실성의문제
/ 김정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회장, kjg7890@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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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원양성과정에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

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교원양성과정

에서의 교육내용 및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교원양성과정이 교직에 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 상의 과

목들이 실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

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로서의 교원을 양성하는데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체로 현재의 교원양성

과정이 교육현실을 반 하고 있지 못하므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못

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는것같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 논의에서 교육 현실

을 반 하지 못하는 교육 정책에 해 심각한

저항감이 있는 것처럼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

는 교원양성과정도 비판의 상이 되기도 한

다. 사실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 과목을 과잉

전문화해서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등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교원양성과정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한 교육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현실적인 문

제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하여 교원양성과정에 교과교육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가

되기 전에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쌓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교원양성과정이 현실성을 담아내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주장들에서도

우리 교육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교육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어

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상이한 관점들을 보인다. 실제로 어떤 관점에서 교육

현실을 바라보고 교원양성과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교원양성과정이라는 말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해석하여 교

육 실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수습교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하기도 한

다. 이는 또한 사범 교수는 교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되기도 하여 사

범 교수의 교직 경력 유무의 논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교직 경험이 있는 사

람들로 하여금 교원 연수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적

절치 못한 학교의 관행이 많은 현실에서 단순히 학교 현실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

는 교원양성과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히들 우리의 교사의 역할이란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들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외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으로, 외부에서 부

과된 교사의 역할을 그저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인 양 생각해온 것

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원양성과정이 현실성을 띠어야 한다는 말은 현실에 잘 적응하

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말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예컨 교사 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육 현실을 등한시한 교육을 받아서 간단한 공

문서 기안도 못해 일일이 선배교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잘 다스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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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양성교육이 이러한 사회와 교육구조의

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교육개혁

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는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원양성과정은 변화하

는 사회와 변화하는 아이들이라는 현실에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사회와 변

화하는 아이들을 탓하기보다 이러한 교육현

실에서 지성인으로서의 교사가 어떠한 역할

을 해야 하는가에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존경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원양

성과정이 교사가 존경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기존의 교직의 경험을 답습하게 하

고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데만 머문다면 교사

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

는 말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하는 방식에 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현실에 비추어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원양

성과정에서 인권 교육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부분 교원양성에서 직전교육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재교육도 매우 중요

하다고 본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무슨 과목을, 몇 학점을

땄느냐는 문제에 과도하게 가치를 부여하여

몇 과목의 이수가 마치 교사의 전문성으로 과

도하게 인식되는 경향은 문제가 있지만 교원

으로 임용된 후의 실제적이고도 계속적인 연

수 혹은 자체 연구과정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면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것도 모른다는 등의 말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 현실에 한 반

성적인 사고 없이 단순히 교육실습기간을 늘리거나 교직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원

양성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나 때로는 비교육적이기까

지 할 것이다.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로

잘 따라하자는 식의 관점은 우리가 요구하는 교원양성교육의 바람직한 관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정의감 없는 성실성이 교사의 미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적인 엄 성이

없는 신념이 교사의 교육 신념으로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자의적이며 어떠

한 철학적 사고도 없이 자신의 주관일 뿐인 견해들을 단한 규범인 양 학생들에

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외부에서 부

과된 규칙들을 어떤 반성적인 사고도 없이 능숙하게 따라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

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사는 교육 현실이 교사의 고민의 주제가 되고, 교육 현실을

바꾸어 나가려는 교육력을 가진 지성인으로서의 교사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바꾸어나가는 교육력을 가진 교사는 단순한 슬로건에 의하여, 혹은 심리적인 호

소에 의하여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실이 주제가 되고 교재가 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학문이 되는 지적인 엄 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교사란 교육 실천의 아름다움과 엄중함을 깨닫는 교사라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한 의미의 교사는 교육에 한 감성적 이해와 이성적 이해를 포괄하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교사를 위한 교원양성과정은 타인에 한 사랑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에 한 사랑까지 개발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

한 교육 실천을 위해서 우리의 교육 현실이 교원양성과정의 살아있는 언어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현실성이란 교원양성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것이

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교사

양성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수기기를 잘 사용하고 교사에게 부

여된 갖가지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경험보다, 우리의 교육구조를

탐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사 교육은 필연적으로 교육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교사 지성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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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세계의 연구
/ 김정자(한국교육개발원전산정보팀장, kza@kedi.re.kr)

R /e/s/e/a/r/c/h findings 

[교사성과급제도]

미국Denver시공립학교와교원노조는1999년9월학업성취도와연계한교사성과급제도도입에합의하고, 실험학교를통해4년에

걸친시범연구에착수했다. 실험학교에서는교사들이학업성취도와관련한교수ㆍ학습목표를2개씩개발하여교장의승인을받고, 교

사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교사성과급이 결정된다. 이 연구의 4가지 중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와통제학교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비교하여교사성과급제도의효과를분석하는것, 둘째, 교사들이제시한목표들의본질, 질,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조사∙분석하는 것, 셋째, 교수∙학습에 향을 미치고 또 교사성과급제에 향을 미칠 수도 있는 교사,

학생, 학교라는 요소들의 향 정도를 조사하는 것, 넷째, 이 제도 시행에 향을 줄 수 있는 기관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난해12월에발표된중간단계의연구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이연구의최종발표는2003년11월로예정되어있다. 

�교사들이제시하는교수∙학습목표들이학업성취도향상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높은점수를받은교사가목표가높은점수의교수∙학습계획안을만들어내고, 아울러학생들의학업성과를높

이는것으로나타났다.

�교사의목표와학교계획과의관련성은미세한것으로밝혀졌다.

�교사들은이러한제도를경쟁으로보다는협력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교사당학생들의학업성과데이터를산출해내고, 교사와학업성취도를연결해주는작업이예상했던것보다어

려운것으로밝혀졌다.

�교사를위해공정하고정확하게측정하고평가하는방법의개발을위해일련의조치가요구되는것으로밝혀졌다. 

Pathway to Results : Pay for Performance in Denver

Community Training and Assistance Center (미국)

OERI,U.S.Department of Education

2001년 12월

www.denver.k12.co.us

[교육경쟁력과교육결과]

경쟁체제가 교육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지난 30년 간 수행된 35건의 연구를 분석하

여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육시장으로 여겨진 지역과 학교선택권이 별로 주어지지 않은 지역을 비교하 다.

�교육의질과학교선택권으로 변되는교육경쟁력과는 접한관계를보 다.

�그러나교육결과에미치는교육경쟁력의효과는미세하게나타났다.

�학교선택권을많이허용하는경우학업성취도, 교사봉급, 졸업률등이개선되는경향을나타냈다.

�교육경쟁력과경비절감과는 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The Effects of Competition on Educational Outcomes: A Review of US Evidence

Clive R. Belfield(Columbia University), Henry M. Levin (Columbia University)연구자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출 처

연구발표시기

연구비지원

연구기관

연구과제명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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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Privatization in Education (미국)

2001년 12월

www.ncspe.org 

[교사이동]

교사의 학교 이동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연구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교사 375,000

명 중 교사 경력 10년 미만인 교사에 초점을 두어 3년에 걸친 데이터를 가지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교사의 경력 이동 상황

을분석하 다. 

�교사이동의주요요인은봉급보다는학생과관련된요인, 즉학업성취도, 가정, 인종등으로나타났다. 

�교사들은학생들의시험성적이보다높고, 저소득가정의학생들이적으며소수민족출신학생들이적은학교로

이동하는경향을보 다.

�이연구에서근무여건이나쁜학교에교사들을근무시키기위해서는학교에서20% 내지50% 정도의보다많

은봉급을지불해야한다고추정하고있다.  

Why Public School Lose Teachers

Eric A. Hanushek, John F. Kain, Steven G. Rivkin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미국)

2001년 11월

www.nber.org

[빈곤, 인종그리고학교성과]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서는 가난한 학생과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이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이런 학교 가운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 다.

즉 이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DB를 이용하여 가난한 학생과 소수민족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운데서 학교성과가 상위권에

있는학교가얼마나되는지를조사하고, 그이유가무엇인지를분석하 다. 분석 상학교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미국의

각 주에서 같은 학년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점수가 상위 3위권 안에 있는 학교, 둘째, 위와 같은 조건에서 빈곤 가정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50% 이상인학교, 또는라틴계출신혹은아프리카계출신학생들의비율이50% 이상인학교를선정하 다. 

�미국의 공립학교 총수 89,599개교 가운데 5%에 해당하는 4,577개교가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교로 밝혀졌다. 이 가

운데 가장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서 학교성과가 상위 3위권 안에 있는 학교 총수는 4%에 해당하 는 3,592개교,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 가운데서 학교성과가 상위 3위권 안에 있는 학교 총수는 3%에 해당하는 2,305개교, 가장 가난하

고, 가장 소수민족 출신이 많은 학교 가운데 학교성과가 상위 3위권 안에 있 는 학교 총수는 1%에 해당하는 1,320개교인 것으

로나타났다. 

�이학교들은우수학생을선발하기위해선택적인입시정책을채택하고있었다. 

Dispelling the Myth Revisited

Craog D. Jerald

The Education Trust (미국)

2001년 12월

www.edtrust.org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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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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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동기
정원식지음/ 교육과학사

석굴암의 본존 불상을 조각한 석공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북한의 협동 농장에서의 농업 생산성은 왜 개인의 텃

밭에서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가?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한 사람들, 기업가, 발명가 등은 어떤 동기를 가졌는

가? 인간의일상생활에서중요한작용을하고있는동기의이해는인간행동을설명하는데필수적인것이다. 그러

기에인간행동은밖으로표출된것만을가지고유추하거나설명할수는없다. 내재되어있는동기라는중개변수가

자극과반응사이에개입되어행동의결정인자로서작동하게된다. 

동기라는개념은상당히광범하다. 그러므로동기의개념과작용을규정하는접근역시다양하다. 생리적인측면

에서동기의기제를설명하기도하고학습의측면에서또는사회문화적인측면에서동기의본질을밝히기위한접

근을하기도한다. 특히인간의인지과정에동기의요소가깊이관여되어있다는주장을가볍게생각할수없다. 

이책은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중심으로동기란무엇이며, 그러한동기를이론상으로는어떻게설명하며, 인간

의동기를유발하는요인은무엇인가를중점적으로탐색하고, 평소우리의학습활동이나개인생활, 직업생활에서

동기와관련된연구결과를광범하게종합정리한것이다. 이책은고전적동기이론에서부터최근의이론까지를망

라하고있으며동기를유발하는요인과작용방식그리고학습에서의동기, 개인생활에서의동기, 직업생활에서의

동기 등 이론과 실제에 걸쳐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동기에 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있다. 학에서오랫동안교육학과심리학을강의해온저자는이책을인간동기의개론서로써학술

적인내용을다루고있으면서도 학생이나일반인의교양서로이해가적합하도록서술하고있다. 

청소년을 위한 철학자 이야기
안광복 지음 / 신원문화사

『청소년을위한철학자이야기』는동∙서양의세계적인철학자25명의생애와사상을통해본인류의철학사, 철

학의 인류사에 한 책이다. 철학을 고리타분한 과목으로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이‘어려운 철학 용어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철학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위해 지은이는 인류사에 가장 널리 알려진 25명의 철학자

들의삶을좇아가면서, 철학하는자세를자연스럽게익히게하기위해각철학자들의삶과고민을크게, 사상은삶

의일부분으로조그맣게그려넣었다.

철학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표적인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서양, 동양, 한국 편으로 나누어 그들의 삶과 삶 속의

철학, 철학속의삶을짚어보았다. 아울러, 이책은철학초보자들을위해서철학사적으로는중요하더라도초보자

가접근하기어려운세부적인논의는생략하고중요한인물들을크고거친붓터치로그려냈다. 

이책은학교에서철학을공부할기회가거의없는우리나라상황에서철학하는즐거움과철학의중요성을알리

고나아가철학자에 한사회의뿌리깊은편견을없애는데조금이나마기여할수있으리라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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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보다 더 큰 아홉

정갑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열보다더큰아홉』은연세 경제학과의정갑 교수가일상속에서흔히접하는사례들을예로들어경제를쉽

게풀어쓴책으로첫사랑에서부터시와 화, 오페라에이르기까지다양한소재를동원하여누구나편안하게진수

를 알수 있도록 하 다. 열보다 더큰 아홉이라는제목은 이 책전체를 관통하는주제로, 경제와떨어져서 살아갈

수없는인간의위치를생각해보게한다. 

이책에따르면사람들은열보다아홉을더귀중하게느낄때가많다. 여성들은30세보다는29세에오래머물러있

고싶어한다. 남자들도50보다는49세에더머무르고싶어한다. 가는세월을아쉬워하며, 아홉에서열로넘어가는데

상당한저항을느끼기때문이다. 그래서비록수학으로는맞지않아도마음으로는아홉이열보다더귀하게느껴진다. 

그러나열보다아홉을선호하는계산법은비단나이에만통용되는것은아니다. 합리적인분석으로도증명이가

능하다. 사회과학의여왕이라는경제학에서도흔히나타나는현상이다. 농부가쌀9가마를수확한해보다10가마

를거둬들인해에쌀가격폭락으로오히려수입이줄어드는경우를우리는주변에서쉽게볼수있다. 아무리순수

입을 되풀이 계산해봐도 9가마가 10가마보다 더 큰 것이다. 이 책은 시종일관 현실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

을통해무의식중에지나치고마는경제이론을아주쉽게일깨워주고있다. 

육식의 종말

제레미리프킨지음/ 신현승옮김 / (주)시공사

『육식의종말』은급속도로증가하는육식문화, 특히쇠고기에집중되는음식문화와그로인해파괴되어가는환

경과소멸되어가는생태계의위기에 해제레미리프킨의시각과논조로‘식탁에앉아죽은동물의사체를뜯어먹

는인간의광기’에 해서논한다. 이책은날카로운통찰력과폭넓은학식, 깊은동정심을갖춘저자가인간이어떻

게쇠고기를탐식하게되었는지에 해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고찰하면서쓴‘소사육문화의연 기’이다. 

이책은수천년에걸쳐인류와소사이에공고하게다져진특별한관계를다루고있다. 1부에서3부까지는서구

문명에서소의역사적역할에 한고찰이다뤄진다. 4부‘배부른소떼와굶주린사람들’에서는현 적인축산단

지와전세계쇠고기문화가인간에게미친 향을검토한다. 5부‘소떼와위협받는지구환경’에서는현 적인축

산 단지에서 초래되는 환경적인 위협의 정도를 검토한다. 6부‘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서는 서구 사

회에서축우단지들의심리학과육식생활의정치학을검토한다. 그리고끝으로21세기에는인류가육식문화를극

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육식문화를 넘어서야만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정할 수 있고 또

한 생태계보호, 인간에 한 양 공급, 지구를 공유하는다른 생명체들의안녕에 한 관심을가질 수있다는 것

이다. 제레미리프킨은이책을통해서우리사회가어떤식으로든육식을지양했으면하는바람을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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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겐슈타인은 왜?   
데이비드에드먼즈& 존에이디노지음/ 김태환옮김 / (주)웅진닷컴

『비트겐슈타인은왜?』는비트겐슈타인과포퍼라는두천재의엇갈린삶의궤적을다루고있다. 둘은그들을둘러

싼지적환경과거주지역등에서많은공통점을가지고있었으며, 단순화시킨삶의이력에서도많은점이닮았다.

<빈출신의유 인이며20세기최고의철학자중한사람, 20세기철학계의주요흐름인논리실증주의(빈학파)에

긴 하게연결된인물, 히틀러의유 인탄압때문에오스트리아국적을버리고 국국적을취득한철학자, 20세

기를움직인가장유명한저서의저자>라는흥미로운공통점에도불구하고그들의삶은너무나달랐다. 

최상류층집안에서태어나귀족적이고때로오만하기까지했던비트겐슈타인이학문적으로도아주쉽게천재성

을인정받았다면, 포퍼는비교적어려운환경을뚫고많은것을스스로의노력을통해쟁취해야했다. 이책에서비

트겐슈타인은 악마적인 마력과 신비를 가지고 있는 천재로, 포퍼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가로막고 선 모든 것에

도전하는정열적인철학자로묘사되고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신적인 매력과 포퍼의 인간적 매력의 조를 축으로 <부지깽이 스캔들>의 철학적, 역사적, 인간

적배경을밝히며사건의진실에접근하는새로운형식의인물평전인이책에서다큐멘터리작가출신의저자들이

짜놓은그물같은구성을따라가다보면마치추리소설을읽는듯한흥미진진함을느끼며세계적인철학자들의삶

과그들을둘러싼20세기유럽의역사와지성들의세계로빠져들것이다. 

호두껍질 속의 지구

스트븐호킹지음/ 김동광옮김 / 까치

『호두껍질속의우주』에서, 호킹은최첨단이론물리학의세계로우리를안내한다. 이책의목적은우리의우주를

지배하는원리를일반인들의용어로설명하는것이다. 

이책은인류가시간과공간에 해탐구해온여정을일반인도알기쉽게설명하고있고, 현재우리를둘러싼세

계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과학자들이 치열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최전선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소개한

다. 또한『그림으로보는시간의역사』와마찬가지로풍부한그림과보조설명으로과학을공부하지않은일반인들

의이해를돕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 다. 또한이책은구성의측면에서호킹의다른저서와는다른특성을지닌

다. 호킹도서문에서밝히고있지만각장이독립성을가지기때문에독자들은큰줄기에해당하는제1장과제2장

을읽은후에는순서에크게구애받지않으면서관심있는분야를찾아서읽어도무방하다. 

이론물리학계의많은과학자들과마찬가지로, 호킹교수는과학의신비, 즉우주의중심에자리잡고있는, 정의하

기 힘든 만물의 이론(The Theory of Everything)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는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

는방식으로우주의비 을벗기려는그의탐구의세계로우리를안내한다. 또한그는“아인슈타인의일반상 성이

론과리처드파인만의복수( )의역사개념을결합시켜서우주에서일어나는모든현상을설명할수있는하나의

완전한통일이론을만들려는”그의연구를계속하면서우리를그의가장흥미로운지적탐험의현장으로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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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명상법

툴쿠톤둡지음/ 이현주옮김 / 두레

『티베트명상법』은아주간단하고쉬운명상법을통해우리내부에있는치유하는에너지를일깨워능히몸과마

음의병을다스릴수있다는것을깨우쳐준다. 티베트출신의승려인저자툴쿠톤둡은오랜선( )의원리를현

에맞게새롭게적용하여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는명상법을이책을통해우리에게가르쳐주고있다.

이책은일반적인명상법에서말하고있는‘깨달음’이라는궁극의목표보다는일상생활에서좀더행복하고평화

로워지는데더많은관심을갖고누구나활용할수있는보편적인방법을제시하고있다. 이미고도의명상법에도

달한사람들을위한것이아니라그냥좋은것과싫은것이있는, 그래서정신적으로잡고싶은것과놓고싶은것

이있는, 평범한보통사람들을위해쓴책이다. 각자있는장소에서한발두발나아가려는사람들에게아주구체적

인방법(12가지명상수련법)을제시하고누구나쉽게특수한문제나상황을풀어가는데이용할수있도록지침을

주고있다.  

일반적으로 필자들은 좌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군데군데에서 각각의 전

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필자들 모두 현 미국의 문화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너무나도

간과되어 왔던 주제를 성실하게 고찰하고 있다. 

사립 학회계의 이론과 실제

한문식지음 / 양서원

『사립 학회계의이론과실제』는사립 학회계뿐만아니라비 리회계분야에있어최초의기본서로서사립

학회계의기초부터완성에이르기까지누구나, 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책은일반기업과

는 다른 사립 학 회계의 독특한 특징과, 사립 학의 회계기준인 특례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특히 부기의 기

초가없는독자들을위해상업부기의원리로는사립 학회계를이해할수없기때문에회계분야최초로비 리회

계를위한복식부기원리를처음으로적용하여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배려하 다. 

이 책은 사립 학의 재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학경 자,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업

무 역을비 리기관인사립 학회계로확 하고자하는공인회계사, 그리고회계업무를체계적으로파악하고자

하는 학의회계실무자와교육행정가들에게도회계정보의유용성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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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환 (서울 강남구)

power interview에이 덕 전 원장을 초 한 것은 아주 잘

하고내용도좋았습니다. 

그러나 호칭을‘총리님’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또 독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는‘이한동’입니

다. 그냥‘선생님’이라든가 현직함으로‘회장’이라고 했어야

할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에 지금 총리가 여러 명

있다는말입니까?

하정모 (경기 안양시)

요즘 학교붕괴라든지 교실붕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표현들은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과도 일맥 상통하는 말일 것

이다. 교원 중에서도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학

교장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라는 특별기획은 적절하다고 생각

한다. 

단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은 분량을 이 내용만 다루는데 할애되

었다는 점이다. 좀더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는 교육개발이 되

기를바란다.  

강진규 ( 전 중구)

흔히들 학습부진아라 함은 선천적인 정신, 육체적 결함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제 로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칭하

는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

은데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분류되는 학생도 적

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학습부진아로 매도하고 사장시키는 학

생들 중엔 우수 두뇌나 특수재능을 가진 아이도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편일률적인 기준과 잣 만으로 학생

의 능력을 평가하는 성적 자체가 그런 분류기준이 된다는 것

부터 문제이고, 주위 환경이나 학생의 적성상 학교교육과정

에 흥미를 못 느끼는 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습부진아들이 즐겁고 보람찬 학창생활을 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극히 한정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클럽활동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

져봅니다. 자율적으로 그들의 취미와 적성을 살려서 학교생

활에 충실할 수 있다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교

양과 인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도 단순히 국가와 국민의 의무에서만이 아닌 하

나의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조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적우수자들만 방과후 특별교육을 실시하거나 좋은 환경에

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게 아니라, 학습부진아에도

그만큼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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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제CD-Title로만나보세요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도 연구보고서를

CD-Title로 제작하 습니다.

연구보고서, 이제 CD-Title로 만나세요.

CD 구입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

TEL : 02-3460-0407, 0411 (book@ns.kedi.re.kr)

4개 1세트 100.000원 (낱개 구입시 각 30.000원)

연구보고서(Ⅰ) - 기본연구과제

평생교육의 혁신적 접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 방안 연구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연구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연구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학교경 환경의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쉽 연구

초�중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확보 방안 연구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발전 방안 연구(1)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운 방안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 연구

연구보고서(Ⅲ) - 기초 및 현장 조사�분석연구

과외 교습 실태 조사

2000학년도 신설 교육 학원 운 실태 조사 보고서

과외 교습 실태 조사(Ⅱ)

「교직발전종합방안」수립을 위한 국민여론 수렴 사업 보고서

교육 학교 운 실태 분석

학교종합평가사업 종합보고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현황 조사 연구

초�중등학생의 사이버상에서의 상호작용 양상 분석

유치원 모의평가를 통한 유아교육평가모형 확립방안 연구

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 연구

OECD/INES 고등학교 국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

학부제 운 성과에 관한 분석연구

초�중등학교 표준 교육비 산출연구 연구보고서(Ⅳ) -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초등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중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연구

고등학교 기초, 기본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연구

재교육과정 개발 연구(Ⅱ)

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초,중 재학교/ 재학급용-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 개발 연구(중학생용)

중요무형문화재 관련분야 제2차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퇴직예정자 재취업 및 고령자 직업재조정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2000 국제교육백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 연구

OECD 국제 교육 지표개발 - 교육과임금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 보고서

교육통계정보DB항목 업그레이드 및 전산기기 유지관리 사업

교육통계정보DB활용 웹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사업

연구보고서(Ⅱ) - 정책방안제시연구

유아학교 모형개발 연구

창의적 지식생산자 양성을 위한 과학 재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

제 7차 교육과정 운 을 위한 학교급별 시설공간 요건 분석 연구

초�중등 사학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원 양성�연수기관 인증기구 설치 및 운 방안 연구

재교육담당 교원의 양성 및 임용방안 연구

재교육 중장기 종합 발전 방안

교육분야 부패방지 책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유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 연구

경기도 고교 입시제도 개선연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체제 개혁 방안 연구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방안 연구

자율학교 운 모델 개발 연구

초�중등학교 예산 총액배분 방안 연구

사내인정자격 등 경험학습의 평가인정 및 학점인정 방안 연구

사회변화에 응한 새로운 학교운 방안 연구

- 학교주5일제 도입과 실행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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