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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EBS 수능강좌 이후의 과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본지발행인, cjlee@kedi.re.kr)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단기대책의 하나로 4월 1일

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에서의 경쟁구조를 서열중심의 석차경쟁에서

부터 방송과 인터넷으로 EBS 수능강좌

기준도달경쟁으로 전환해 무한경쟁을 완화하고, 선발의 기준이 시험

가 제공되고 있다. EBS 수능강좌 실시전 접속폭주에 따른 서버다운,

성적만을 평가하는 단일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비교적 원만히 시

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경쟁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자기

행되고 있다. EBS 수능강좌는 각 학교의 우수 교사와 학원가의 스타

주도적 학습활동과 실적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험위주의 교수∙학

강사가 대거 투입되었고,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생

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구조, 기능 개편
■EBS 수능강좌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

EBS 수능강좌는 e-learning 체제로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 속에서

시험의 성격과 구조,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능은 교육과

학습할 수 있다는 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이외

정의 학업수행기준에 대한 도달 및 대학수학능력 수준을 점검하는 통

에 수능강좌의 내용이 실제 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

합교과형 시험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기준 대비 예측성을 갖춘“학

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EBS의 수능강좌 제공과 학교의

업수행능력 시험”
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업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허용 그리고, 학원의 심야 교습에 대한 금지 조

행 기준이 제시되고, 이 기준에 따른 출제관리를 하며, 그 기준은 고등

치로 인해 학원에 대한 수요가 20~30% 정도 줄어들고 있어 사교육

학교의 학습활동을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는 이 기

비 경감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준을 학교교육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시험구조는 교육과정 상의 핵심
사항 중심의 영역별 시험 구조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과목과 반드시

■ EBS 수능강좌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

일치할 필요는 없다. 기능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은 대입전형의 1차 선

EBS 수능강좌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를 안고 있

발자료로서만 활용하고 당락의 최종 결정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다. 그 효과가 없어도 문제이고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도 문제가 되는

수능이 고차적 난이도와 고차적 변별을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할 이유가

참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없으며, 복수 이상의 응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EBS 수능강좌가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EBS 수능강좌가 그 위력을 발휘하

■ 학업명세서를 활용한 대입전형 제도의 도입

면 할수록 학교교육이 EBS 수능강좌에 종속되어 결과적으로는 고등

대학의 역할은 대학입학전형의 발전적 모형을 자율적으로 연구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EBS 강좌를 중심으로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

시행하는 것이다. 이때 대학은 고교의 내신성적 이외에 고교 교육프로

또한 상위권 수험생들의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대학은 학

그램의 개선을 전제로 하는 학업명세서(Student's Learning Portfolio)

생들의 학업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자료(예, 국∙영∙수

를 활용할 수 있다. 학업명세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과 진로계획

위주의 본고사)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등을 고려해 자기에게 적합한‘학업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수행 상황

차원에서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한 EBS 수능강좌 제공이 교육적으

을 기록한 것이다.

로 합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교육의 내실화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에서도 분명하게

■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선 시급

강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수능과외 방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현행“왜곡된 교육

도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장기 대책에 관심을

경쟁구조”
를“지식기반형 학업성취”
를 지향하는 교육경쟁구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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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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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왜공부해야되는지를깨닫게해주는것,
아이들한테가장먼저하는일입니다”

충남 대천중학교 선생님

고광석 先生
대담 / 유균상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yk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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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생님,뵙게되어반갑습니다.선생님을뵈니굉장히동안인데요.교직에들어
오신지는얼마나 되는지요?
A.먼저, 학생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교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 대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
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저의 말이나 표현은 지극히 제 개인적
근무평정 제도가 있는데도 교사평가
제가 다시 화제로 떠오른 것을 보면 제
도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

소견이라는걸먼저말씀드립니다.
저의 첫 발령지는 이곳 보령의 산골 마을에 위치한 조그마한 학교였습니다. 오

다. 교사평가도 바람직한 교육 과정과

랫동안 준비했던 교직에 들어와서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며 벅찬 느낌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

과 떨리는 가슴으로 부임인사를 했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14년이라는 세월

각할 때 모든 문제를 교육이라는 대전

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두 아이의 아빠도 되었으니, 정말

제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이화살같다”
라는말이실감이납니다.
Q.선생님께서교육계로들어오시게된특별한이유라도있는지요?
A.누구나 그러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꿈을 꾸어왔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박사, 장군, 비행기 조종사 등등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손에 잡으면 곧
잡힐것만같았습니다.
나름대로의 구체적 희망이 나타났던 때는 중학생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하루
는한친구가요즘아이들도차지않을듯한아주좋은전자시계를차고왔는데, 얼
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때는 전자공학도가 꿈이었습니다. 그 후 책상
위에는 70년대 당시에흔하지 않았던 고장 난 라디오가 책상 위에즐비했고, 그것
들을 만지고, 납땜도 하고 회로도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기술선생님과의상담을통해공과대학을가기위해인문계고등학교이
과를 선택했죠. 그런데 정작 진학하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고등학교2학년겨울방학때아주심각한고민을하게되었습니다.
가정 사정과 적성, 사회에의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주변 어른들과 선생님께 상
담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적성이 교직에 적합하다 하셨고, 저도 교직에 들
어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배우는 일이 저의 천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
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가?’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배워야 할 일들
이 많지요. 다만 처음 교직에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을 갖고 학생들과 생활하려 노
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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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곧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어리고 철이 없는 아이들
같으나 당장 싫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알고 있으며 결국은 제 노력을 이해해 준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아침에 등교하면서, 복도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짧은 인사를 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을 갖는답니다.

Q.지금이시점에서그때의결정에대해어떻게생각하
십니까?

하는 생활은 언제나 저 스스로에게 즐거운 생활이라는
생각이들기때문입니다.

A.제 느낌으로 교직의 장점은 항상 새롭다는 데 있는

8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 학교에서 배움을

Q. 선생님께서교직생활을10년이넘게하시는동안

다하고 졸업하면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그래

교사로서좌절을느끼거나한계를느끼신경우는어떤때

서 저는 해가 바뀌어도 10대 청소년들의 맑음과 깨끗함

인가요?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은 말썽꾸러기

A.특별한좌절이나한계라는표현보다는여러측면에

학생들도있긴하지만그것도그학생의성장과정중잠

서 저의 부족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는 말이 맞을 것

시 잠깐의 방황일 뿐 지속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같습니다.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 판단

그중한예로는학생들의흥미와신체리듬상태와충

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새로운 학생과의 만남과

분한 동기유발 등 학습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학생들에게언제나사람다운사람이되기를지도

도교과진도라는핑계로수업을할때부족함을많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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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곤 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의

때“선생님이시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입장에서철저한준비를했더라면학생들의흥미와호기

제 옷차림에서 그런지, 아니면 말투에서 그런지 이따금

심을 유발시키고,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었을

저의직업을잘맞추는사람들을보면저자신도깜짝깜

텐데하는후회가들때가있습니다. 수업이끝나고교실

짝놀라곤한답니다.

을나올때‘저만의뿌듯함이아닌학생들과함께느끼는

하지만정장차림의제모습이영화에서보는중세수

뿌듯함이 매일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갖는

도사들의모습처럼경직되어있는모습으로비춰지지않

다면너무큰욕심일까요?

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은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늘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연

으로 해석하면 자칫 융통성 없고, 변화를 싫어하는 모습

구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학생들의 행

으로비춰질수도있으니까요. 교사는사회의변화, 시대

동변화에한발짝뒤늦게적응하는 한계와제가바라는

의 요구 등에 부응하여 학생보다 앞선 능력을 갖추도록

대로 변하지 않는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좌절도 있는 것

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같군요.
Q. 선생님께서는전형적인우리시대의선생님의모습
Q. 만일교직이외의다른분야로진출할수있는기회
가주어진다면, 직업을바꿀의향은있으신가요?
A.교직생활이천직이라는생각을하면서살아왔습니
다. 당연히직업을바꾸겠다는생각을아직해본적이없
지요.

이지만,학생들로부터유달리존경과사랑을한몸에받고
있는것으로듣고있습니다.본인역시그것을알고계시는
지?또어떻게하면그럴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A.학생들로부터 유달리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말씀은 좀 과분하신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유독한학생을편애하지않으려고노력하

Q.그동안교직에있으면서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인

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가요? 아이들, 교사, 학교와의갈등이나아니면행정기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묵묵히 최선을

과의문제 등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지요.

다하시는선생님들을본받아열심히노력하고있을뿐입

A.학교의 본질은 학생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

니다. 학생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

지만, 아직도우리교사들의주요업무중하나가행정적

고, 가능한 학생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

사무처리에 시달리고 있을 때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력하고, 늘 학생들 속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려고 노력하

충실하고있는지가끔은회의가들때도있습니다.

기에 학생들과 저와의 거리감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

또한가지느끼는어려운점은교사이기때문에아이

해봅니다.

들에게 언제나 바른 생활 태도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저는 지식을 얻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지요. 가끔은 실수도 할 수 있지만‘어미 게

것과인사지도, 기본생활및학습태도지도등바른생

가 자신은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도 자식 게에게 바르게

활 태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

걸어가라’
고 요구하는 우화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진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곧 그

부담이라고나할까요?

의미를 알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은 어리고

실제 시내에 나가 상점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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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없는아이들같으나당장싫은이야기가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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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이야기해도제가의도하는바를알고있으며결국은

을 진단하고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제 노력을 이해해 준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리

이를습관화하도록지도하였습니다. 그결과학생들이성

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때 설혹 잘못이 있어도

적에 많은 향상이 있었으며 학습태도와 집중력이 좋아져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그 동안의

매사에자신감있는생활태도가나타났습니다.

짧은경험으로알수있었습니다.

농부가 곡식 한 알을 수확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것처

아침에등교하면서, 복도에서아이들과눈을마주치며

럼교육이란일시적인자극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학교

짧은 인사를 할 때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그 효과가 크다는

만아이들이저를선생님으로존경하고있구나하는느낌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

을 갖는답니다.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자성도 들

은자신감은학교생활이나다른생활에도많은긍정적전

고요.

이가나타난다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특히학생들에게공부에대한흥미와

Q.‘교육의질은교사의질을넘지못한다’
는말에서도

동기부여를하는그런선생님으로정평이나있던데,어떤

알수있듯이,교육에서교사의역할은시공을초월해서중

방식으로학생들에게공부에대한흥미와동기부여를하

요시되어왔습니다. 이런측면에서볼때선생님께서는요

는지궁금합니다.

즘교사들의수준을어떻게보십니까?

A.우리 지방은 작은 중소도시로 농촌과 어촌이 함께

A.제가 발령받고 얼마 되지 않아 286 컴퓨터 한 대를

존재하는 곳입니다.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만하였습니다. 그때만해도학교에는컴퓨터가저밖에

특별한 문화적 혜택도 없고 미래를 위한 특별한 자극과

없었고그래서학생들은제자취방에와서컴퓨터가어떻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

게생겼는지보고갔던기억이납니다. 무슨보물인냥먼

생들은 목표 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 한 점 앉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비닐 커버

학생들에게 가끔“우물안 개구리”
가 되지 말고 더 큰 세

로덮어놓고가끔선생님들께서부탁을하시면어눌한독

상이있다는것을알려주고있습니다.

수리타법으로밤늦도록문서를작성하던기억이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해보니 학생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386과 함께 윈도라는 단어가 나타

이공부를싫어하고스스로하지않으면서도높은점수를

나고 486, 펜티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불과 10여 년 전

기대하고 있고, 공부에 흥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

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은 발

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것에 가

전하였습니다.

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

약 10여 년 동안 6차, 7차의 교육과정 변화도 있었고,

게생각하면공부에대한스트레스가많으니공부에대해

교단에는 시대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알맞은 교수-학

서는 생각지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도 결국 내심으로는

습 지도 방법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에 선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

생님들은초보적인컴퓨터활용능력을더욱향상시켜이

다.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보니 학생들은“왜 공부를 하여

젠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교사가

야하는가?”
라는의문에답을잘하지못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또한학생들의눈높이와변화에맞도록각

그래서공부를해야하는필요성을알려주고공부방법

10

종 소프트웨어 조작 및 작성 능력을 갖추어 이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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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지도 방법을 탐색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를 위한 자기 계발
에노력을기울여교사스스로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노력
한결과교육의질을높일수있는수준에다다른것입니다.
사회는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의 역할에 맞게 충실해야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된다고 생
각합니다. 교사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묵묵히 열심히 최
선을다하고있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Q.교사의사기진작과전문성신장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
치지않다고봅니다.학교현장에서느끼는교원들의사기는어
떻습니까? 또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한다양한노력에도불
구하고학부모나학생들의불신은여전한것같은데,이에대해
교사로서선생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A.가끔교사들에대한기사가신문이나방송에나올때좋
교사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대받는 교사의 말은 제자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으며,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은

은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더 확대되어 기사화
될때안타까운마음이듭니다.
교사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교사가 우대되고 존경받아야 바

없을 것입니다.

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런 선생님의 말
씀은 가슴을 울리고 학생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천대받는 교사의 말은 제자들의 심
금을울릴수없으며, 그런선생님의가르침을중요하게여기
는학생은없을것입니다.
특히 아직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과 청소년
들은 그 마음이 백지와 같아 어떤 색깔에도 쉽게 물들여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사에 대한 좋지 못한
내용을 학생들이 접한다면 교사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가
치를형성할것같습니다.
요즘은정보화, 세계화시대라고합니다. 가정에서는아이
들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부모님들도
그생활에맞춰바쁜사회생활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가정
의 기능은 학교로 많이 옮겨지고 있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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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바른 인성을 위해 노력
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스승을 존경할 수 있
는풍토가먼저조성되어야하겠지요.
교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이 인간을 인간답
게 만드는 사람이 교사이므로 교사는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
해부단한자기연찬을해야하지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이나마 승진 부가점 제도나 임용시 부
가점 등의 제도 등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의든타의든일과후나주말, 방학등을이용하여전문성신장을위한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가려면
30~40분은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거

연수를 많이 받으며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들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든요. 7차 교육과정은 보충수업 없애라

고생각합니다.

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학원에 가

제가근무하는곳은학부모님이나학생들의불신을느낄수없지만, 가끔방송매

기 힘든 시골아이들에게는 보충수업이

체를통해관련기사를보면가슴이철렁내려앉을때가많습니다. 사회는점차빠른

유일한 기회였는데, 보충수업을 없애

속도를요구하고있으며우리교육에서도빠른결과물을요구하는것이요즘추세인

는 것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셈이

것같습니다. 그러나“교육은백년대계”
라는말의참의미를다시한번음미해볼필

지요.

요가있지않을까요.

시골 중소도시의 교육 환경은 굉장

우리의 민족성 중의 하나가“신명”
이 아닌가 싶습니다.“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

히 열악합니다. 문화적인 혜택, 연극을

다”
라는 책을 읽어보니 말도 못하는 고래를 움직이는 원인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교

한편이라도 본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육학을 배우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 중의 하나가“피그말리온 효과”
입니다.“신명”
과

대전이라든지 그 외의 큰 시내로 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와“피그말리온 효과”
의 공통점은 긍정적이고 따스한

야 하지요.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불
신의 벽을 넘어 물고기와 물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그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
니다.
Q.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교사에게도변화나, 어떤혁신이필요하다는주장이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꿀벌을키울때“잘되는벌통은건드리지않는다”
는이야기를양봉하시는분한
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편안하고 정리되어
있어서 변화가 필요 없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말이‘교사들의 보수성
에관련된해석으로보아야올바르지않은가?’
라는생각도해봅니다. 다른한편으로
는일부에서사회의변화에교직이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보는구나라는생각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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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향상하려
는 목적을 위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야기되었던 내용과 같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은 교육과정
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사의 역할과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는것이라생각되네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의 교육하는 일과
업무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서 평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민감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않나생각합니다.
교사평가제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객
관적인평가기준이세워지고어떤평가방법으로어떻게
적용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어야합니다. 교사들의의견
이 반영되어 평가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평가기준이수립되어야겠고, 평가를하시는분
들의평가방법에대한전문적능력이바탕이되어야겠지
요.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기장학, 동료장학, 각종 연수 참여 등의 제도가
니다.

있고책무성을높이기위한근무평정제도가있는데도교

지난 10여 년 사이 교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원의 연령

사평가제가다시화제로떠오른것을보면제도보다는운
영의문제가아닌가싶습니다.

층이젊어졌고, 몇차례의승진제도개선과교육과

교사평가도 바람직한 교육 과정과 결과를 얻기 위한

정 변화에 따른 전문성, 책무성 강화와 수업 방법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할 때 모든 문제를 교육이라는 대

개선 등의 요구로 교사들도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

전제로시작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어디까지나잘되

여 나름대로 자기반성과 연찬을 통해 변화하고 있

자고 하는 것이지 못되자고 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

습니다.

래서 더욱 많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필요
하다생각됩니다. 교사평가제도충분한의견수렴과합의

Q. 앞의질문과관련하여교사의질을높이기위

를거쳐교사의신분을불안하게하거나사기를떨어뜨리

해서 교사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교육부의 방침이

지않게하는범위에서교사의전문성과책무성향상이라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교원단체의공식적인입장

는본래의의미를살린평가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은반대의뜻을표명하나,실질적인여론조사에서는
선생님들또한교사평가제에대해찬성하는것으로

Q. 많은젊은이들이현재가장선호하는직업으로교사

나타나고있습니다.교사평가제에대해서는어떤생

를꿈꾸고있습니다. 선배교사로서미래의교사또는초임

각을갖고계신지요?

교사들에게해주고싶은말씀이있으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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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우리는흔히배움을이야기할때“배워서남주나”
라

학습 모형이나 방법을 검색해 보는 활동 등을 통해서 얻

는 속담을 잘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배워서 학생 주지!”

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공부의 필요성

라고 말하는데요,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노력이

과방법을바로인식하지못하면효율성도떨어지는것처

필요한것같습니다.

럼교사스스로필요성을인식하고방법을찾고적용하지

요즘초임교사들과젊은이들은각종정보공학기기사

않는다면어렵습니다. 그리고어려운일이있으시면주위

용법은물론정보통신기술활용기초능력이매우우수합

의 선배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하세요. 경력 선생님들의

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통해 또 한번 검증받고 교사가

소중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는 초임 선생님들께서 이론으

되니그능력은말하지않아도짐작할수있습니다.

로 배우지 못한 현장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실

모든 선생님들께서 그러하시겠지만 학생 지도에 있어

것입니다.

학생들도동등한인격체로보고마음을다하고열과성의

가끔은사회의지탄도있지만교직은여전히보람되고

를다하면학생들도이해하고알아준다는것을기억해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에 우수하고 열정

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기회

불과 몇 년 뒤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아이들의 가슴엔

가많았으면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사로 기억될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어떤것하나도소홀히할수없지요.

Q.근래,교원인사문제∙학교운영문제등을중심으로

초임 발령 소식을 듣고 고등학교 은사님께 찾아가 인

교원단체간의갈등이심각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선

사를 드렸더니“교직은 끝없는 짝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생님께서는이런문제에대해어떻게느끼고계시며, 앞으

해주시더군요. 학생들을바로이해하지못하고내가바라

로어떤방향으로해결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또

는대로욕심을낸다든가, 무엇인가바란다면학생들과의

교장∙교감을비롯한보직교사와일반교사간의갈등,교사

갈등이시작되고그로인한결과는바른교육이아니므로

와학부모간의갈등문제도예사롭지가않아보이는데, 이

이를경계해야한다는뜻이었습니다. 결국교사들은학생

런문제들도어떤방향으로해결되어야할것인지, 선생님

들이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주는조력자인셈이지요.

A.교원 단체간의 갈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나타날 때

어려운공부와임용고시라는관문을통과해한숨을돌

교직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조금은답답함을느끼게됩

리고 나면 자칫 현실에 안주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질

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 교직 단체의 지향

수있는데, 사회의변화와학생의변화, 요구에따라지도

점도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서로 협력하여 교육을 해야 하

한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교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않을까생각합니다.

수업에있어서는더욱그러합니다. 수업은계속적인자기

한편으로는여러갈등의원인이정보통신의발달로인

평가와 연습과 숙달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해나타나는현대사회의문제중한단면인것같습니다.

비디오로 찍어도 보고, 동료 교사에게 수업을 보여도 보

우리생활전영역에걸쳐나타나는정보통신의순기능도

고, 수업 지도에 관한, 인성 및 생활 지도에 관한 전문 서

많지만 신속성에 따른 여유의 상실, 각종 정보 유출과 표

적도 탐독하고, 각종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최신 교수∙

절, 게임 중독, 스팸메일 등 정보의 대량 유통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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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역기능도많이나타나고있는실정입니다. 컴퓨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의

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마주 보고 대화할

지나친 강조는 자칫 인성 교육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눈과 말을 통한 감

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세대인 학생들에게 현장 교사의

정과 느낌의 공유 기회가 적어지고 그로 인해 이해보다는

스타 교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

오해의 여지가 많아진 거지요. 인간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교육부, 학교, 학부모,

같은 곳을 바라보고 다른 시각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합리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함께고민하고대책을세우고, 학교

적인합의를도출한다면갈등은줄어들지않을까요?

에대한신뢰회복에기초한우수교원확보, 교사에대한사
기 진작을 통한 공교육 세우기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Q. 사교육비문제가큰이슈가된지오래입니다. 2.17사교

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육비경감대책발표이후, 4월1일부터EBS수능강의를시작
하여순탄하게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EBS수능방

Q. 마지막으로하고싶으신말씀이있으시면해주시죠.

송내용과대학수학능력시험의연계가얼마나강화될것이냐

A.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하고

에따라내년도판세도달라질것이라는의견도있습니다.이

이곳은 교육적인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기 면 지

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A.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설

가려면 30~40분은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하거든요. 7차 교

문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 방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육과정은보충수업없애라고했는데, 어떤측면에서는학원

것이라는결과를보았습니다. 정부의사교육비경감대책이

에 가기 힘든 시골아이들에게는 보충수업이 유일한 기회였

실효성있는결과를맺기를바랍니다.

는데, 보충수업을 없애는 것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셈이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과 KBS가 공동으로 조사한 학

지요.

교교육문제진단설문조사에서는취직이나승진등에서개

시골 중소도시의 교육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문화

인의실력이나자질보다는학벌이크게영향을줄것이라는

적인 혜택, 연극을 한편이라도 본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대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학

전이라든지그외의큰시내로나가야하지요.

벌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고해석됩니다. 이러한학벌주
의는우리사회전반에깊이뿌리박혀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잘나타났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많은분들로부터

EBS 수능강의는인터넷강국으로서사교육비대책으로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표면적인

갖도록 말이죠. 그리고 작은 시골을 포함해서 중소도시 학

모습으로 나타난 공교육의 문제점들을 비판할 줄 알았지만

교의여러가지교육여건개선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작내면적인원인을간과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강조된 특기∙적성교육의 왜곡된
해석은공룡과같은사교육을키워온것이지요.
학습은학생스스로주도적으로하는것이지수능방송이
나 보충수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학생
들과 학부모의 학습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요. 또한 EBS 수능 강의는 매체의 특성상 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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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립학교우수해도중국사람들은공립학교를
선호합니다. 역사와학비때문이지요”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부원장

저우만성(周滿生)
대담 / 곽재석 (한국교육개발원국제협력팀장, kj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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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고교평준화와 대학입시를 주제로 한 2004 KEDI-NCEDR Joint
Seminar에 주제발표를 하러 온 중국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 부원장인 저우만성(周滿
生)을 4월 22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났다. 중국교육 전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
보자.
그러나 이들 대학 중 국가가 학
력을 인정하는 학교는 150개 대학
뿐입니다. 따라서 1,000개의 사립대

Q. 중국이경제적으로발전함에따라향후경제와사회,문화를포함한모든영역에서
세계적으로미칠영향은더욱클것으로기대되고, 특히중국이추구하는교육철학이나

학 중 800여 개 대학은 국가가 인

정책은앞으로동아시아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되는데요. 부원장님께서는현

정하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없고,

재중국의교육철학을무엇으로보시는지요?

이들은 반드시 국가시험을 치러야
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중국의교육철학은‘교육은사회공공복지구성의중요한부분’
이라는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교육목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덕∙체 교육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전면적으로 조화로
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뿐만 아니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관리를 이
루어나가는것입니다. 기존의중국교육은국가와사회를위한서비스만을강조해왔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의 개성을 계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전인교육을 강
조하고있습니다. 이는중국교육의대단히큰변화라할수있습니다.
Q. 최근중국교육의변화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 2003~2007년까지중국교
육진흥행동계획이란것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말씀해주시
지요.
A.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은 장차 중국 정부와 중국 교육부가‘과학기
술을통한국력증강’
과‘인재양성을통한국력증강’
을진일보시켜올해이후4년간
의교육개혁과발전을가속화하는기본청사진이될계획입니다.
이 행동계획은 교육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견지하면서 국민
에게만족스러운교육을제공하며, 성과를더욱공고히하고개혁을심화시키고그품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발전시키자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본 계획은 효율성의 신장
에 주안점을 두면서 인간 중심의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합니
다. 또한 교육전선 체계 구축, 인재 배양, 지식 공헌이라는 3대 역사적 임무 실현에 노
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 행동계획은 총 14개 부문 5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대
(�大) 전략적 중점인 제1대 전략 중점 : 농촌교육 발전과 개혁문제 해결 전략과, 제2
대전략중점: 높은수준의대학설립과중점학과개설, 6개중대프로젝트그리고6
개의중요조치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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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Interview
Q.중국은현재의무기초교육을완성한것으로알고있
는데요, 이와관련해서고등학교를제도화하는개혁은어
느정도진척되고있는지한국의고등학교평준화에비추
어말씀해주시지요.

교는 모두 공립학교인지 아니면 사립학교도 중점학교로
선택지원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A. 중국의사립교육은주로유치원에서이루어지고있
습니다.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니까

A. 1985년, 중국 정부는 2000년까지 기본적으로 9년

요. 중국의 사립학교 발전속도는 그리 빠르진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9년의무교

중국의사립학교가수용하는학생수는10% 미만정도이

육의 기본적 실제 취지는, 전국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고, 대부분이 2년제 대학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국

사람들에게 9년 의무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의미하

가가학력을인정하는학교는150개대학뿐입니다. 따라

며, 청∙장년층 문맹을 없애고 문맹률을 5%이하로 낮추

서 1,000개의 사립대학 중 800여 개 대학은 국가가 인정

는것을말합니다. 그리고중국은여러노력을통해2000

하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없고, 이들은 반드시 국가시험

년드디어전국적으로취학연령아동의90%가9년의무

을치러야만졸업장을받을수있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아직 의무교육이 이루

일부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실(교육환경)과 교원의

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

수준은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 중국에서는전통적으로

교 입학률은 59%로, 40%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

공립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앞으로 20

사람들은공립학교를선호합니다. 학부모들은역사도길

년 안에 85%의 학생을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계획을 추

고 명성도 있으며 사립학교에 비해 학비도 저렴한 공립

진하고있습니다.

학교에그들의자녀가입학하기를원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빈곤

이를 극복하려면 사립학교는 학사 운영의 질을 향상

지역과부유지역간의차이와중점학교와취약학교간의

시켜야합니다. 중국은현재 사립교육발전 장려정책을

차이를축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국에서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최근 <중국 사립학교법실시시책>

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기존

을 반포했습니다. 이 시책은 사립교육촉진법을 제시한

중점학교의잠재력을발굴해우수교육자원을확대시킨

것으로, 공립학교와사립학교의상호보완성을강조하고

다음우수고등학교와취약고등학교를연계시켜운영하

있습니다.

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우수
한학교와여러개의취약학교를결합시킬수있고, 수준

Q. 중국의입시정책에대해서물어보고싶은데요, 중학

높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실험실,

교에서부터 대학교 입학까지 어떤 방식으로 입시정책을

도서관과 운동시설 같은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

시행하고있습니까?

다. 앞으로몇년 이후에는대∙중도시의학생들은 더 좋
은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A. 과거중국에서는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입학에이
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최
근입시제도개혁을시행하면서, 초등학교에서중학교로

Q. 중국의사립학교는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한국에

진학하는 시험은 철폐했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은 컴퓨

서는 이것에 대한 보완으로 특수목적을 가진 사립학교를

터 추첨을 근거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입학합니다.

만들어가는추세입니다. 그리고좀전에말씀하신중점학

그렇지만여전히중학교에서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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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 대학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학생 전형을 실시합니
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전형 기준도 다릅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일정한할당액을부여합니다. 학교는커트라
인을낮춰특기생을모집할권한이있습니다. 예를들어,
체육 특기생이나 특정 과목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을 낮춰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의학생에게는일정한할당액을
주고있습니다.
학교에입학할때는시험을봐야합니다. 가장중요한개
혁은 중학교 졸업생에 대해 학업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
니다. 진학시험과 종합소질 평가를 적용 기준으로 삼고
이를고등학교표준전형과연계시키고있습니다.

Q. 한국의 경우 WTO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개방
하라는압력을받고있습니다. 중국은어떤지요?
A. 중국은2001년9월WTO에가입할당시다음과같
이 약속했습니다.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중국 학생이 해

중국은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던 방법을 학

외 유학을 하겠다고 하면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생활평가를 강화하

한 해외 우수 교육자원(교실, 관리모델, 교재 등)이 중국

는 방향으로 입학시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학부

에서 교육기관을 건설하는 일을 장려하겠다고 약속했습

모와 학생들의 평가를 적극 수용하면서 점차로 학교 위

니다. 현재 약 750개의 대외 협력 교육기관이 중국에 있

주의 교육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습니다. 그러나중국은대외협력운영조례를제정하여,

일반 고등학교의 대부분 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

750여개의대외협력교육기관중300여개는졸업장을

니다. 최근 중국은 직업 기술 고등학교 발전에 주목하며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머지 학교에서는 졸업장을

취업 위주로 주문형 학습 방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

발급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시말해학생의직업고등학교교육과취업을연계시키는

그리고 중국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군대교육, 당 학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고등학교가 협동으로 학

교 교육, 간부 교육)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지 않기로 했

생을배출하고산업과학교가연계하여기업들로하여금

습니다. WTO는 무역기구이기에 교육을 무역의 범주에

학생 배출 프로젝트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무역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를 주

다. 그러면학생은졸업후바로적재적소에서일하게될

장하고있기때문에영국, 호주, 뉴질랜드는개도국의교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육 개방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래

적극성또한유발할수있습니다.

기능은 교육 협력 교류(인적자원 개발, 자질 향상)를 촉
진하는것입니다. 그런데WTO에서말하는교육은경제

Q. 청화대나북경대에서지역할당제를실시할때기준
은무엇입니까?

수입 획득을 늘리기 위한 국제 교류의 이념에 불과하다
고생각합니다.

A. 청화대와 북경대 같은 학교가 74개 있는데요, 모두
교육부 관리 아래 있습니다. 74개 대학은 나머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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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9년 의무교육의 보급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급했지만 경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각적인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허가되었고,
이에 따른 규범적인 자금조달체제와 효과적인
감독체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를
난수취(�收取)할 수밖에 없었다.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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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장임용제도
김종기｜베를린통신원, ki1325@hanmail.net
이번 호부터는 독일의 교육 문제 중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를 그 배
경과 전망을 분석하여 한국의 교육관계자
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기본
적인 독일의 교육제도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관심을 가
지고 비교해 볼만 것부터 짚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러한 제도들이 어떠
교장 임용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학교장이 처음의
일정기간 동안은수습 기간을 거치게되어있다는 사실
이다. 그 기간은 예를 들어 함부르크 주에서는 18개월

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정착되었고, 우리
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그것

로 정해져 있다…독일의 일선 개별 학교에서는 교장과

을 통해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이 무엇인지

평교사간의 갈등이 한국의 교단보다 상대적으로 덜 할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수있는제도적특징을가지고있다고할수 있겠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독일의 교장임용제

따라서 교장임용제도에 관한 독일 교육

도를 중심으로 일선학교에서 교장의 역할

계의 관점과 독일에서 현재 정착되어 있는

및 교장의 학교운영과 관련해 다루어보고

교장임용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문

자 한다. 교장의 임용 문제는 한국에서도 전

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나

교조를 중심으로 교장이 일선 해당 학교의

아가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교사들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 제기된 바

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있다. 한편 그와 전혀 다른 견해로는 교육자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4

5+6

출신이 아닌 외부 행정전문가를 교장으로

독일의 교장 임용 방식

초빙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보

독일은 연방제국가이기 때문에 주에 따

인다. 이러한 견해들의 차이의 이면에는 교

라 학교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학교

육현장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

장 임용방식에서도 하나로 통일된 방식은

이며, 교장의 학교 운영은 어떠한 교육적 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견

대개 다음과 같이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해

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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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구별 없이

교장이 임용된다는 것이다.

문적 교육적 능력이다. 이때 필수적인 자격

한 학교에 교장 자리가 비면 그 학교의 교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특

요건은 교직을 이수하고 일선학교에서 다

협의회(Lehrerkonferenz)에서 해당학교의

징은 독일에서 교장은 한국처럼 개인에 의

년간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직

능력 있고 신망 있는 교사를 교육청에 추천

해 준비되는 교장 시험, 연수 등을 통해 교

자격이 없고 교사 경력이 없는 외부 관리나

하는 방식이 있다.

사 개인이 근무 평점을 획득하고 근무 평점

행정 전문가는 지원 자격이 없다.

둘째, 역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구별

이 높은 교사부터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점은 한국

없이 주 교육청에서 교직 자격을 갖추고, 교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이 과정

과 달리 독일에서 교장은 특별한 예외적인

장직의 수행에 적합한 자를 공모를 통해 임

이 교육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교육청

상황이 없는 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사

용하는 방식이 있다.

주도의 선발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진다면

실이다. 김나지움의 교장 선생님은 대개 주

이 두 방식에서 내용적으로 공통적인 것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선 학교의 교사

당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며,

은 두 방식 모두 교육청에서 위임한 학교 담

협의회의 견해가 가장 우선되며 그것에 교

필자가 개인적으로 면담한 베를린 상 파울

당관과 일선 해당 학교의 학교 협의회

육청의 승인 또는 검증과정과 교사협의회

루스 카톨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주당

의 대표단이 중요한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수업 시수가 12.5 시간이나 되었다. 그리고

있는 학교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그는 다른 동료교사가 결근하는 날에는 그

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교사 대신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

교장은 대개 해당 학교의 교사 중에서 신망

실은 교장이 단지 행정직이 아니라 교육직

있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교사일 수도 있

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독일의 특징을 잘 보

고, 또는 공모에 의해 해당 학교 교사가 아

여주는 사례라고 여겨진다.

1)

(Schulkonferenz) 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닌 다른 사람이 임용될 수도 있다.

교장이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교
장이 행정 관료가 아니라 일선 선생님임을

독일의 교장선생님은 수업도 한다

잘 나타내 보여주며, 또한 교장은 이를 통해

교장 임용에서 기본 자격은 당연히 교직

학교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에서부터

자격을 갖춘 자이다.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중시되는 자격은 행정과 인사 관리 능력, 전

있고, 그것을 통해 교사들과 긴밀한 의사소

1) 여기서 학교협의회(Schulkonferenz)는 그 구성과 역할로 비추어 보아 현재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운
영위원회라고 번역하여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학교협의회에는 기본적으로 중등학교부터 학생대표들도 참가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김나지움 또는
종합학교(Gesamtsc -hule) 11-13학년부터는 학생들의 참가비율이 학부모의 비율보다 더 높아진다. 그리고 학교협의회가 학교의 운영에 관한 최고 결정기구이라는 점에서 그
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교장, 교사, 학부모와 함께 교환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것 같지만 이미 학교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시키며, 사회의 구성
원들에게토론과설득과논쟁의방식과그를통한합의과정을체험하게하는좋은교육장소의역할을하고있다는사실을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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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3명을 추천한다. 그러면 해당 학교의 교

성원은 6명이며, 학생수가 더 많은 학교에

사협의회에서는 교육청 담당관과 교육청

서는 12명에서 24명까지 그리고 학생수가

대표자가 배석한 가운데, 지원자의 소견을

1,000명이 넘는 학교에서는 구성원이 36명

청취한 후 전체 회의를 연 이후 1명을 추천

이 된다.

한다. 또한 교사협의회는 교육청에서 천거

학교협의회가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학

한 지원자들에 대해 교육청과 다른 견해를

생대표로 구성된다고 할 때, 교장은 교사대

가지게 될 수 있고, 그 때 교사협의회는 구

표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협의

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새로운 지원자를 요

회의 조정자 및 회의 진행자로 참가한다. 그

구할 수 있다.

리고 교사대표는 어느 경우든 학교협의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실질적

통 및 협력 관계,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신
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학교 협의회의 구성, 위상과 역할

인 학교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리고 학교협의회에서도 교장의 임용

하는 것이 교사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독일의 학

고 나머지 절반은 학부모 대표와 학생대표

교협의회는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

로 구성된다.

한 성격을 가지나, 그 운영이나 구성에서 차

이때 초등학교(1~4학년)의 경우에는 학

이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협의회는 다른 관점

교협의회에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으며, 따

해당 학교의 교사협의회에서 직접 해당

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여

라서 학부모대표가 학교협의회의 절반을

교육청이나 또는 사립학교(카톨릭학교, 개

기서는 교장의 임용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차지한다. 그리고 5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신교학교 등)의 경우 재단 이사회에 해당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한다.

학부모 대 학생의 비율이 2 대 1이며, 11학

교사협의회가 교장의 임용에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학교 출신의 신망 있는 동료교사를 교장으

보통의 경우 학교협의회는 학교장, 교사

년에서 13학년에서는 거꾸로 학부모 대 학

로 추천한 경우가 아닌 때에 교장의 임용 방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로 구성되는

생의 비율이 1 대 2로 바뀐다. 그리고 학교

식은 대개 다음과 같다.

데, 교장의 임용 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의 경우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협의회 참가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 퇴직

장이 결원이 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상적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다.

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교장 자리가 비면 언

인 경우에 학교협의회는 개별 학교에서 교

그리고 학교협의회에 참가하는 교장에게는

론 매체를 통해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광고

사, 학부모,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사결

특정 사안을 투표로 결정해야 할 경우 투표

를 낸다. 그리고 지원자들 가운데 1차적으

정기관이다. 학교협의회는 모든 학교마다

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이것은 교사 측에 학

로 엄격한 서류 전형을 통해 약간 명의 지원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 수는 학교의 학

교협의회의 과반수 표결권이 주어지는 것

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교육청의 선발 기준

생 수에 따라 다르다. 전체 학생이 200명 이

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장은 회의의 진행

을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 협의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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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교장은 학교에서

위해 표결을 할 경우 투표권은 없으나, 대립

활동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

되는 안건이 같으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학교협의회는 개별학교의 교육업무에 관

로서 교육 업무와 학교 행

련된 일을 결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수업내

정 및 재정 업무 전반에 책

용, 수업의 할당, 성적 평가 등 교사의 수업

임을 진다. 교장은 학교 외

업무에 관련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부와의 관계에서 학교를 대

자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른 한편

표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으로 교재의 도입, 수업 외적인 학교 행사의

그때그때 요구되는 교육 관

계획 또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 등에서는

련 업무를 해결한다. 그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교사협의회의

고 무엇보다 교장은 학교내의 교육적 업무

그리고 학교장의 임용건의 경우에 학교

추천을 통해 임용되는 교장은 무엇보다 동

는 학교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처

협의회는 일정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고, 교

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교사이며, 그가 외

리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협의회의 구성원

장 임용에 관한 승인권을 가질 수도 있다.

부의 교직자라 하더라도 공개 임용과정에

에게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서 충분히 해당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검증

특정 사안에 대한 학교협의회의 결정이 법

을 받게 되고, 또 정해진 수습기간을 통해

적, 행정적 규정에 저촉될 경우 교장은 그

현장에서의 검증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또한 교장 임용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학

장 후보자는 그 과정 동안 교장에게 요구되

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상급 교육청에

교장이 처음의 일정 기간 동안은 수습 기간

는 높은 교육자적 자질과 전문적 행정 능력

위탁할 수 있다.

을 거치게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그 기간은

에 대한 다양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만 임

예를 들어 함부르크 주에서는 18개월로 정

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교장은 처음에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학교 내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교장은 학교협의회의 구성

해져 있다. 이 기간을 거쳐서 교육청은 교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교장은 학

원 각각의 대표 1인들과 협의하여 잠정적인

협의회와 학교협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협의회를 통해 학교 전체 구성원들을 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특히 시급한 사안에 관

정식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끄는 일선학교의

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추후

이렇게 교사협의회, 학교협의회 등의 공

수장이며, 동시에 교사를 감시하는 관리자

학교협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검증 과정과 교육

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 동료 수석교사로서

그리고 교장은 일상적으로는 앞에서도

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교장이 임용

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겠

지적한 바 있듯이 주당 일정 정도의 수업을

되기 때문에 독일의 일선 개별 학교에서는

다.

담당하고, 나아가 개별 교사의 성적 평가에
대한 표본을 검토한다. 다시 말해 개별 교사

교장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한국의 교단보
다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는 제도적 특징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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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과목당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견이 가장 긴밀하게 반영되는 제도를 취함

일정 회수에 따라 학생 성적의 표본을 뽑아

에도 대개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과 교장의

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교장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그 학급의

사이에서 교장이 임용될 때부터 상대적으

도 수업을 한다는 사실과 함께 수업과 성적

학부모협의회를 통해 교장에게 담임교사와

로 긴밀한 협력과 신뢰의 형성이 제도적으

평가에서 교사의 자율적 권한과 교장의 지

해당 교사 및 상담교사가 참가하는 비상회

로 보장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학교교

도감독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예라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교사와

육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

고 할 수 있겠다.

학부모 사이가 수평적 관계인지라 학부모

견까지 교장의 임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

도 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거리낌없이 당

에 학교 공동체가 공통의 교육적 목적을 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장과 교사 사이,

당하게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교사도 교사의

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교사와 교사 사이, 나아가 교사와 학부모 사

고유업무 영역에서는 어떠한 간섭과 압력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

없이 자신의 교육적 소신에 따라 업무를 처

다. 그렇지만 이러한 갈등을 위해 법적으로

리한다.

교장의 임용이 한국처럼 교사 개인의 높
은 근무평점 획득과 그 평점에 바탕을 둔 교
육청의 지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정해진 절차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
는다.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의 문제

맺으면서

나아가 단순히 교사들 사이의 선출로서만

는 기본적으로 교사협의회 모임을 통해 대

이렇게 살펴본 독일의 교장 임용제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교사협의회와 교육청의

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

서 특징은 교장 후보자에게 행정적 전문성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독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교장이 중재

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

일 사회의 오랜 경험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협의회 내에서 중재

에서의 교육 경험에 바탕을 둔 교육적 전문

없다. 이렇게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학

도 감독권을 유지하면서도 중요한 교육적

또한 교사와 교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

교가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 위주의 기업경

사안에서 일선 학교의 교사협의회나 학교

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대화가 가장 기본적

영의 원리로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협의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 해결 방안이나, 제도적으로는 상담 교사

이 고려되는 측면이라 볼 수 있다. 학교 현

존중되는 제도적 특징은 상급교육청의 감

나 중재 교사가 있어 교사협의회의 협력을

장이야말로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어

독과 일선 학교의 자율이 조화롭게 어울리

통해 직접적 해결이 어려운 갈등을 중재하

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

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며 상급 관청인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할 수

본의 특정 경우에서 학교 외부의 행정전문

필자의 견해로는 독일의 교장 임용 제도는

있다.

가를 교장으로 초빙하는 방식은 교장선생

한국의 교육계가 다른 어느 나라의 예보다

님이 수업까지 담당하는 독일에서는 고려

참조를 하고 모범을 삼을 만한 예라 할 수

되기 어려운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있을 것 같다.

한편 학생들과 학부모와 관련된 문제는
학부모 협의회 또는 학급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나아가 개별학급의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4

5+6

또한 교장의 임용에서 교사협의회의 의
25

World Education CHINA

교육부패로유명한중국, 결국정부가나섰다
유경희｜북경통신원, liujingji@hanmail.net
중국의 교육부패현상은 널리 알려진 사

곳곳에 나타나는 교육부패의 양상

실이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모든 영

가. 명문교에서 수취하는 학교선택비

역에서 부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학교간 발전의 불균형현상을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에 지출되

이용하여, 명문교에서는 학교가 보유한 우

는 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수한 교육자원을 명목으로 교육기관과 관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에서

리자들이 폭리를 취하는“명문교 부패”현

7월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교육부패 사건이

상이 형성되었다. 대도시에서는 명문교가

2,566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경하는 학교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361개 항목을 교육비 항목

한다. 이런“명문교”
들은 경제이익을 취득

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교육자원의 구조 문제는

에서 삭제했다.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

하기 위해 해당 학군 이외 지역의 학생을 입

교육비 �收取 현상을 초래하여 정부에서 여러 번 정

회에서 공포한 숫자를 살펴보면 교육비 수

학시키거나 점수가 모자라는 학생을 선발

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패를 단절

취문제가 연속 3년 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학교선택비 또는 찬

이슈화되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중국 전

조금을 수취한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

역에 걸쳐 �收取1) 한 교육비 총액은 2,000

주의 한 학생이 납부한 학교선택비는 18만

억 원(元)을 상회한다.

원이나 되었으며, 기타 도시에서도 학교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부패 현상은 주로 학교선
택과 관련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명문교에서 양질의
교육을받게하기위하여고액의 학교선택비를내는 것

하려면…

금년부터 중국정부 특히 교육행정관리부

택비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다. 통계에 따

문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존재하는 교육부

르면 전국적 범위에서 학교선택비 1개 항목

패 문제에 대비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만 하여도 매년 270억 원이나 되었는데 대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 본문에서는 중국에

부분 도시에서 이에 대한 기준 없이 수취하

현존하는 부패현상을 살펴보고 심층적인

고 있다. 2002년 북경시의 800여 개 중고등

원인을 분석함과 아울러, 정부에서 취한 대

학교 중에서 200개 학교가 학교선택비를

책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수취했는데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다.

1) 교육비 �收取란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명목
의비용을학교에서사사로이함부로수취함을말함.

나. 문제집과 물품을 판매하여 불법적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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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적발된 강서성 파양현 모 학교

결을 받았다. 하북성 모 현의 교육국 국장은

의 예를 들어보면, 매학기 학생들에게 고액

취임한 지 1년 만에 저축액이 200만원이나

의 문제집과 시험지를 판매하고 학교에 커

되었다. 1990년 이후의 10여 년간 북경시

미션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 중3

해정구 32개 학교 중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의 학생들은 50원을 납부했는데 실제 비용

교육부패현상이 적발되었다. 2001년 섬서

은 20원밖에 안 되었고, 30원은 학교수입으

성에서 대학 부패사건 36건이 적발되었는

로 들어갔다.

데, 관련 인원 61명 중 22명이 간부였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계의 한 인사는

대해 많은 학교들은“일괄 관리”방식을 취

“학교 기초건설, 교수도구 구입 및 학생입

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배부하는 교

학 등의 분야에서 권력을 이용한 부패현상

복은 가격에 비해 질이 엄청 떨어지고 스타

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 말한다. 또한 전문

일과 색상도 너무 뒤떨어져서 학생들의 반

가들 역시 국가에서 교육비 명목에 관한 상

발을 자아냈는데, 학생들은 교복을 옷장에

르면, 120장의 시험지에서 60장의 시험지

세한 규정이 있지만 교육영역에서 이런 규

넣어두고 입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 불합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정들이 실질적인 규제력이 약하다고 지적

분명히 학생선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

한다. 북경시 기율위원회의 간부는“현재

는 예라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장 책임제는 법률적인

많은 대학들에서는 학생이 입학하면, 학
교에서 판매하는 이불과 보온병, 세면용 물
품들을 반드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물

이처럼 예술계열 학생선발에 대한 자주

단속기제가 없어서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품들은 다수가 가격이 매우 시장보다 비싼

권이 교사에게 부여되면서 직권을 남용하

바 법률적인 면에서 교장에 대한 권력감독

데 비하여 질도 엄청 떨어지는 실정이다. 학

는 현상이 야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할 시 교장 1인만 해

부모들은 이런 현상을“부패”두 글자로밖

학생이 오히려 입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책임추궁제가

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게 되었다.

필요하다”
고 말한다.

다. 학생선발에 관련된 부패현상
2003년 8월에 해남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라. 단속기제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현상

교육부패, 급작스런 경제발전의 불균형
의 결과

발생한 사건은 전국의 주목을 끌었다. 이 대

최근 교육부패로 인해 교육기관의 많은

중국의 교육부패는 교육영역에서만 나타

학의 회화기초가 없는 2명의 학생이 미술학

고위자들이 해직당했다. 국가에서 교육부

나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혁개방 이

과 1, 2등으로 합격된 것이다. 그러나 재시

패를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후 정치가 경제발전과 보조를 같이하지 않

험을 본 결과 이 학생들의 점수는 각각 30

할 수 있다. 2003년 2월 상해 동제대학 부

은 것과, 복잡한 이익분배 사이에 나타나는

점과 7점이었다. 그 후 몇 년간의 조사에 따

교장은 뇌물수수죄로 유기도형 10년의 판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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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 학교가 2%에 불과한데 비해 사람들의

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강해져
가. 사회적인 수입분배 불공평의 결과

제한된 교육자원을 서로 소유하기 위하여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괄목할 만

여러 가지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한 성취를 거두었고 국력도 강해졌다. 그러

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도 상승할 수밖에 없

나 수입분배 측면에서 불공평한 현상이 존

다. 이외에도 교육계통에 대한 법치화가 제

재하고 있다. 매번 개혁할 때마다 사회의 일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적인 단속이

부 이익집단은 수혜자가 되었지만, 일부 집

제한적이었다.

단은 피해자가 되거나 개혁의 희생양이 되
었다. 개혁개방 초기 교육은 중시되었지만

다. 중국 교육발전의 불균형의 결과

교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로

양질의 교육자원이 부족하여“명문교”
가

인하여 우수교사가 교직을 떠나 장사를 하

보급으로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경하는 곳으로 되어

는 현상이 심각할 정도다. 중국 농촌교사들

급했지만 경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

있다. 교육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의 처우는 더욱 형편없었는데 교사봉급이

문에 많은 학교들은 일상적인 운영도 어려

하여“명문교”
에서는 경제이익을 취득하기

지방재정상황의 영향을 받아 몇 달 심지어

워 대출금으로 운영하는 형편이었다. 학교

위하여 학교선택비 또는 찬조금의 명목으

1년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

운영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다각적인 경

로 불법적인 교육비를 수취하고 있다.

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시장경제의 영

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허가되었고,

향을 받아 교사의 본연의 책임이 모호해졌

이에 따른 규범적인 자금조달체제와 효과

고 경제적인 수단 또는 경제적인 유혹을 받

적인 감독체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비를 난

아 문제집을 판매하고 보충수업을 개설하

수취(�收取)할 수밖에 없었다.

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패가 교육영역
으로 확대
개혁개방 이후 사회 각 영역에서 부패현

다른 한편으로 자원배분이 지극히 불균

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권력은 금전과

형적이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교육에 투

연결되었다. 교육자원이 부족하여 금전적

자하는 비율은 전체 교육비의 9%, 성급 정

인 수단이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게 했다. 이

나. 교육투자의 결여

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3%(계 22%)인

러한 부패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전

각급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심각하

데 국가에서 투자하는 9%도 국가소속 대학

체 사회의 일부인 교육영역에서도 부패가

게 부족했다. 다수 지방정부는 정책만 하달

에 대부분 지급되고, 성급 정부에서 투자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재정지원이 없었으며, 정책적으로 명

는 13%도 성 소속대학과 일부 중고등학교

시된 교사 수당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

에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만이 하급학교의

교육부패 단절,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달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9년 의무교육의

재정으로 교부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중국교육영역에서 나타난 부패현상은 시

는 형식으로 경제이익을 취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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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집단의 강렬한 불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교육독도(督導) 부

기준을 제한했다. 예를 들면 북경시의 학교

만을 자아내어 정부차원의 정책이슈로 부

문에“3제한 정책”
을 공립고등학교의 종합

선택생 비용수취기준은 3만원을 초과할 수

각되었고, 정책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감독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하여 매

없으며, 공립초중등학교에서 보충수업비를

정도에 이르렀다. 금년부터 정부와 교육주

년 학생모집 업무가 끝난 후 학교선택생의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경시 교육청에

관 부서에서는 관련정책을 마련하여 교육

점수에 대한 조사와 비용수취상황에 대한

서는 각 학교에“북경시 초중등학교 비용수

부패현상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교육질

회계심사를 하도록 했다. 정책을 집행하지

취 항목, 기준카드”
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

서를 재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않은 지역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독촉을 하

도록 했다. 또한 시 교육청에서는 규정한 여

고,“3제한 정책”
을 위반한 공립고등학교에

건에 부합되는 유동인구 자녀를 학교에 입

대한 시범학교 선발자격을 취소하며, 이미

학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학교에서 규정 외

“3제한 정책”
이란 고등학교에서 학교선

선발된 시범학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의 비용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중등

택생을 모집할 때, 첫째, 인원수를 제한하

했다. 기율을 위반한 학교와 관련인원에 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보충수업반을

고, 둘째, 비용액수를 제한하며, 셋째, 합격

하여 처벌조치를 취하며 관련 지도자계층

개설하여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금한다고

점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통

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다.

했다.

가.“3제한 정책”
의 시행

기여금은 자원의 원칙을 적용하되, 기여

지를 하달하여 각 지역 학교에서 학교선택
생을 사사로이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
립고등학교의 학교선택생 모집시“3제한

나. 교육비 난수취 현상 엄숙 처리, 책임
인원 엄숙 처벌

금과 물품들을 시, 구의 교육기금회에서 대
리로 수취하거나 또는 구, 현 정부에서 부서

정책”
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에서는 각

교육자원이 심각하게 결손되는 지역과

를 지정하여 대리 수취하는 형식을 취하게

지역의 학교선택생 모집비율과 입학점수선

학교에 대한 과도기적 정책으로 일정 비용

했으며, 기여금과 학생입학이 관련이 없도

은 성급 교육행정부문에서 정하고, 비용 최

의 학교선택비를 수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록 했다. 학교선택비도 구, 현 교육행정부문

고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정한다고 규

에서 대리로 수취하고 관리하게 하여 각 초

정했다. 또한 학교선택생을 일반고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사사로이 수취하지 못하도록

의 통일적인 학생모집 계획에 넣고 사회에

했다. 상기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하여 책

학생모집 비율, 모집인원수 및 비용기준을

임인원에게 경고처분, 엄중경고처분 등을

명시하고 점수에 따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

부가하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하고, 일괄적으로 입학수속을 하도록 했다.

해직처분을 부가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모집 비율을 늘릴 수 없으
며, 점수선을 낮추거나 비용기준을 높이거
나, 기준 외의 기타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교에 대한 구속력 강화
명시한 교육비 항목은 국가에서 심사비

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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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절차규정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정

이었다. 일부 명문학교에서는“건설공사 공

하고 교육자원을 의무교육단계로 많이 배

한 비용이다. 주로 각급학교의 학잡비, 기숙

개 실시세칙”
을 규정하여 공정에 대한 공개

분하면 교육비 난수취(�收取)문제는 자

사비, 교과서대 및 초중등학교 대행료 등 학

입찰의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런 입찰식

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교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될 비용기준과 근

의 공사방법은 현저한 효과를 발휘했는데

교육여건을 평준화하는 것은 교육부패를

거를 포함한다.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 대한

몇 년간 기본건설공사 정산방안 심사비만

단절하는 중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교육균

비용감면정책 내역도 명시 범위에 넣었다.

해도 800만원이나 절감되었다.

형은 교육공평성과 교육기회의 균형 등 형

학교에서 근거 없이 비용을 수취했을 경우,
학부모는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대학 기숙사 침구용품 구입은 기존 예약
제하에서의 시장보다 가격만 높고 질이 떨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범고등학교 한
국의 명문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임.

어졌다. 공개 입찰의 방식을 취한 결과 물품

건설을 중시함과 아울러 일반고등학교

糾風사무실 , 監察部, 財政部, 회계심사서,

들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고 가격도 저렴하

의 교육의 질과 전체적인 학교운영수준을

신문출판서와 연합하여“전국의 교육비 수

여 1년에 10여만 원이 절약되었다.

높여야 한다. 명문교와 교육여건이 열악한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교육부, 국무원
2)

학교를 합병하거나 또는 교육여건이 열악

취 정비에 관한 전문 조사를 벌릴 것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2003년 9월 15일부터 전

교육개혁 강화가 곧 교육부패 단절이다

한 학교를 개조하는 등 형식으로 초중등학

국 범위 내에서 교육비 수취 정비에 관한 전

교육영역의 부패는 한 가지 원인으로 조

교의 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수교사를

문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고

성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방면의 요소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로 파견하거나, 우

전화를 개통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현지

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패를 예방하

수교사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여 교육여건이

의 12358에 전화 신고를 하면 가격관리 부

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만 근본적

열악한 학교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문에서 조사를 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부패의 근원을 단

시급한 일이다.

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

대도시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건설을

라. 교육부패 단절을 위한 교무공개

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

강화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로 재정

교무공개의 중요한 조치는 학생모집 원

부패 현상은 주로 학교선택과 관련된다. 학

지원을 하는 차등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

칙, 방법, 인원수를 명시하는 것이다. 졸업

부모들은 자녀가 명문교에서 양질의 교육

다. 또한 교사승진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

생 배정도 취업업무의 원칙, 방법과 수요공

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액의 학교선택비를

교 근무경력의 유무와 연결시켜야 할 것이

급정보 등을 공포명시하고 시간을 약정하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교육자

다.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 속에서 교육발

여 졸업생과 채용기관이 직접 면담을 하여

원의 구조 문제는 교육비 �收取 현상을 초

전을 기하려면 정확한 여론받침이 있어야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을 취했다.

래하여 정부에서 여러 번 정비를 하려고 해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이해와 지지,

도 잘 되지 않고 있다.

교육행정부문의 과학적인 지도와 효과적인

건설공사는 학교의 부패를 유발하는 곳
2) 풍기를바로잡기위하여설립된기관임.

교육부패를 단절하려면 교육개혁을 강화

감독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을 실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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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1

■ 특별기획1-교사평가 어떻게할것인가?
>> 불가피한교사평가, 그러나교사의자율성은보장돼야한다
>> 새교사평가제도의대상은교사가아니다. 교육이다
>> 교사들은가장선호하는평가자로‘동료교사’
를꼽는다
>> 교원단체는교사들을설득할수있다
>>‘학부모평가는부적격하다’
는주장에대하여
>> 일본의‘신뢰받는학교만들기’
, 치밀하고신중하다
>> 한국과달리중국은학부모평가에긍정적이다
>> 독일의교사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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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불가피한교사평가, 그러나교사의자율성은보장돼야한다
- 현행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mghan@kedi.re.kr
현재 평가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요소는 지나치게 포괄적

일반적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평가를 받는다. 말하자면 평가

이어서 훌륭한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의 결과에 따라 얼마나 지위와 보상의 차이를 두느냐의 강도

있는 평가도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평정의 과정에서

차이는 있다.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평가의 수준이 다를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상호 협의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없

뿐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종사자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

다. 평정의 결과는 물론 공개되지 않는다.

다. 어느 직업보다도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교수들도 대학

따라서 현재의 승진평정제도로는 누가 잘 받았는지, 왜 그

으로부터 또는 학생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들

런지 알 수 없다. 또한 교사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서 어떤 강

은 대단히 느슨한 형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자유업에

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의

종사하는 의사와 변호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승진평정제도는 교사의 능력을 개선하는 진단적 기능은 전

그들은 환자와 의뢰인이라는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

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승진 후보자 순위가 결정되는 점수는

다. 그들이야말로 엄연한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강도 높은

교사의 자질을 설명하는 근거로서도 부족할 뿐이며, 교장∙

평가를 받는 것이다.

교감의 잠재적 능력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교사평가 또한 불가피하다.
다만 교사평가는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리

교사의 자질진단과 향상에 기여해야

고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교사평가의 본

교사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평가의 긍정적

질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다. 교사평가를 통하여 교사의 자

기능을 신장함으로써 교사평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질을 스스로 진단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으

새로운 평가관을 정립해야 한다. 교사평가는 학생을 가르치

며, 국가적으로는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무엇이

교원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강점이고 약점인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자질과 능력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사평가는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진단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은 1969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하고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근무성적평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교사평가관

정은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대상자 선발을 위한 인사자료로

의 변천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승진대상자 선발이라는 목적에 국

교사평가의 내용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는

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진단하고 향상시

수업능력, 생활지도 능력, 학급경영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

키는 데에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감독자

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일한 영역

중심의 소수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

에서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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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다. 우리의 교육 평가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측정에 편중되

교원 평가관의 변천 과정

는 현상이 문제이다. 학생평가이든, 교육기관 평가든지 간에
구분

수단지향적접근

평가의 목적
및 기능

결과지향적접근

∙인사행정의 수단
∙조직의 책무성 강화
∙순위결정을 위한 선별 ∙교수 능력의 유지 확인
기능 강조

발달지향적접근
∙전문적 자질 향상
∙진단과 장학기능 강조

평가의 내용
및 기준

∙교수∙학습활동의
본질적인 자질 및 태도

∙사전 협의로 정해진
책무기준의 성취정도

∙교원 개인의 요구에
따라 발달 정도

평가방법
및 도구

∙관찰법
∙서열법,
체크리스트, 평정법

∙목표 관리(MBO) 방법
∙사전 협의 및 면담법
∙평정법 �체크리스트

∙자기반성법
∙면담법
∙자유기술법

평가의 과정
및 절차

∙학급방문�관찰� ∙진단적 과정�개선유무
결과판단 및 결정
명시�활동 계획 수립
�계획 수행�결과측정
�결과 논의

∙개인의 관심과 발
달 요구에 맞추어
개별화

수량화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것이 평
가의 진단적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객관적으로 수량화하는 방법이 있고, 주관적
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있다. 객관적인 방법의 전형으로서 점
수 평정, 서열 평정, 체크리스트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주관
적인 방법으로서 자기기술법, 자유기술법, 면담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도 일종의 주관적인 평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교사평가

평가자

∙상급자(교장, 장학사)
∙관료적 권위의 활용

평가결과
적용대상자

∙일부 자질 부족 교사

∙상급자 ∙자기
∙동료교사 ∙학생

∙일부 자질 부족 교사

∙상급자 �동료교사
∙자기자신 �학생
∙외부전문가

∙모든 교사

도 주관적 방법과 객관적 방법을 병행하여 서로의 장점을 보
완해야 한다.
새로운 평가관에서는 평가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시한다.
평가자가 일방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법

출처: 박영숙(교원근무성적평가체제개선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1992

으로 평가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가의 과정에서

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각기 자
신의 장점과 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교사 개인의 장점을 자신
의 수준에 알맞게 발달시킬 수 있는 평가 내용과 기준을 마련
해야 한다.
여기에는 평가 내용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요소가 있을 것이고, 교사 개인
들이 각기 특수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요소와 특수한 요소를 동일
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보편적인 요소를 측정하기 위
하여 미국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엄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교사
의 교육활동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
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특수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려면 엄
′′
밀한 객관적인 도구로서 한계가 있다. 교사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개방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도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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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는 관찰, 면담, 토론 등의 방법으로 피평가자와 상호
협의하고 상담하면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리하
여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는 상호 협력하여 교
사의 자질과 능력을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는 노력을 공동으
로 시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서 교사
개인은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
에게 적합한 교정과 보완 방법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것
이다.
평가자는 다양한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교
장교감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자 중심의 평가에서 동료교사,
학생과 학부모, 전문가를 망라하여 다양한 범위의 평가자를
고려하는 것이 발달지향의 교사평가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우선 현재보다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
야 한다. 교장과 교감을 비롯하여 동료교사, 전문가가 참여하
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사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
요할 것이다.
교사평가의 결과를 보상이나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평가의 진단적 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 있으며, 동일하게 교감으로서의 능력을 평정하여 이를 교
장 승진대상자 선발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평가결과는 능력 있는 교사가 더욱 열

따라서 교사로서 능력이 인정되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

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교감으로서 능력이 인정되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취

는 데 활용해야 한다. 부적격 교사의 대처 방법은 반드시 교

지를 반영하고 있다.

사평가에 의하여 선별하지 않아도 다른 대처 방법을 얼마든

그런데 교사로서의 능력과 함께 교감의 자질 적합성에 대

지 강구할 수 있다. 오히려 교사평가 제도가 정착된다면 훌륭

한 검증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교감으로서의 능력과 함께

한 교사는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될 것이고, 지도적인 교육자

교장의 자질 적합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승진대상자 선

로 부상할 것이다.

발도구로서 근무성적평정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유능하고 민주적인 교장을 선발해야 힌다

오늘날 교육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승진대상자 선발 도구로서 근무성적평정은 학교 관리자로

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능력과 더불어 교육관리자로

서 교장 교감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롭게 개편할 필요

서 교장교감은 또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

가 있다. 현재의 승진평정은 교사로서의 능력을 평정하고 이

와 학생들의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와 행

를 기초로 하여 교감 승진대상자 선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동이 표출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전통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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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관을 교육을 통하여 전수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교
육자의 모범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환경에

1) <표> 미국 NCATE의 교육행정가의 역할과 자질
(1)역할

서는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규범을

(3)Ⅰ. 전략적 리더십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하다.

(6)Ⅱ. 교수지도성

(5)2. 정보관리와 평가

(9)5. 학생단체에 대한 봉사
(10)Ⅲ. 경영지도성

(13)8. 재정관리 및 자원 배분
(14)9. 기술 및 정보체제
(15)Ⅳ. 정치적 공동체 리더십

(16)10. 공동체 및 매체 관계
(17)11. 교육법, 정책, 정치체제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능력을 결집해서 바람직
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감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11)6. 조직경영
(12)7. 대인관계

요하다.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7)3. 교육과정, 교육, 장학, 학습환경
(8)4. 전문성 발달과 인적 자본

또한 학교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도력이 필

(2)자질
(4)1. 전문적∙윤리적 리더십

NCATE는미국의교사교육인증국가위원회임

데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
현행 근무성적평정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교사평가, 수업과 생활지도가 핵심

수 있는 유능하고 민주적인 관리자를 선발하는 도구로서 한

교사평가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의 핵심적인 교육활동에

계를 지니고 있다. 평정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자로서의

대하여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여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품성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전통적인 학교풍토에서 요구되

한다. 교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특성과 수준이 다를 수 있

는 관리자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승진대

다. 따라서 교사평가는 이러한 교원의 전문성 발달 요구에 알

상자 선발도구로서 근무성적평정 요소는 재검토할 필요가

맞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사 개인의 특성

있다. 이를 위하여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직무와 역할에 대한

과 자질을 존중하고 이를 신장시키고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승진대상자 선발

우선 동료교사 또는 평가자가 공개수업과 같은 각종 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장과 교감의 선발 기준

활동에 참관하여 교사와 협의하고 면담을 진행하면서 평가

으로서 다음 미국의 교장 자격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동료교사와 평가자는 교사 개인의 능

한편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점수에 의한 평정 결과만으로

력을 진단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교장과 교감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교사평가는 이와 같이 평가의 과

장과 교감의 자질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심사 방법

정을 중시한다. 중간 단계의 면담과 협의를 중시할 뿐만 아니

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활동기술서, 교육계획서,

라 평가 결과를 교사에서 제공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

추천서와 같은 다양한 심사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소견 발표와 토론, 면접 심사 방법 등을 활용

다음으로 학습지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

하여 승진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절

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

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승진대상자 심사기구

반적인 지침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

에 교육행정기관의 상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심사 기구를 확

다. 일종의 학습지도 지침을 근거로 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할

대하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지역사회 인사, 관계 전문가들

수 있다. 이러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

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의 기준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시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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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오류이다. 또한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과의 교사들에게

교육활동기술서를 통하여 교사는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교육활

계획과 진행을 기술하고 자기 진단의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동 영역에서 교사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기술서에는 교사 자신이 교육활동의 목표, 학생지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

도 계획, 지도 사례와 실적, 자기 평가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전문적

할 수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조사나 평가표에

자질과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권장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의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교육활동기술서에 기술할 수 있

다음의 학습지도 평가표와 같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교사

다.

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율로 권장하는 데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다
양한 교육활동을 교사 자신이 분석하고 진단함으로써 자기

예시 자료 : 교사의 학습지도 평가 표
항목

수
업
진
행

여기에서 교육활동기술서의 기록 행위는 교사 자신의 자

자료ㆍ근거

학습환경을적절하게조성하고있는가?

학습환경
관찰

학생의동기를적절하게유발하고있는가?

수업관찰

수업주제및목표를명료하게제시하고있는가?

수업관찰

학습지도안을잘활용하고있는가?

수업관찰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평정

의견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교정 보완할 수 있도록 장려하
자는 취지이다.
그리고 평가자는 교사가 작성한 교육활동기술서를 확인하
고 교사 개인에 대한 진단과 총평에 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가자는 교육활동기술서를 확인하
면서 앞에서 언급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학습지도방법을활용하고있는가?

수업관찰

수업자료와각종기자재를적절하게
활용하고있는가?

수업관찰

발문ㆍ의사소통을효과적으로하고있는가?

수업관찰

이 또한 평가자의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활동기술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진단 교정하고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자료로서 다

총평

참고: 진동섭외(교원평가및연수체제개발연구, 1998)의자료를

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장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장의 자질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
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췌수정하였음.

교사의 협력과 조언을 통한 상호평가
교육활동기술서, 교사 자율에 맞기자

현재 교감은 평가자로서, 교장은 평가 확인자로서 참여하

교사 평가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평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른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교사평가는 계량화된 점

소수의 감독자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

수 위주의 평정보다는 다양한 특성과 요소를 주관적으로 기

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술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또한 상호작용의 과정도 없으며, 교사의 자질과 능력 향상

재의 자기실적평가서를 교육활동기술서로 개편하여 교사평

에 아무런 피드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

가의 질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현장에서는 승진 경력에 이르고 승진을 위하여 열심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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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평가 능력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교사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데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는 것
은 당연하다. 교사들의 실력이 노출될지도 모르고, 마치 승진
후보자 명부처럼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평가가 교육활동을 더욱 통제하는 데 이용될 우려
도 있다. 교사의 맹목적인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자율성을 억
제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교직풍토에서 교사들이 행정적인 지시
와 명령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교사의 지시 이행
정도 또는 학생 지도와는 무관하게 행정 업무 수행 정도에 따
라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관행을 낳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교
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약화되었으며 타율적인 교육활동에
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근무평정 점
수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익숙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평가의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는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첫째는 동료교사의 평가 참여 방안이 있으며, 둘째는 외부

보장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전문가를 평가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교원의 전문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지도에 열의를 갖고 능력

적 자질은 교원 상호간의 협력과 조언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

을 발휘하는 교사가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업시간수

다는 점에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의 축소, 잡무 경감,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보

것이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관리자 소수의 주관을 배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다.
외부 전문가로서 교육청 장학요원, 교육학 관련 대학 교
수, 교육관련 사회단체 종사자, 상담 또는 진로지도 관련 기
관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아직 이견은 많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자는 교사의 직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의 잘
잘못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평범한 교사 이상의 능력과 자
질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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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새교사평가제도의대상은교사가아니다. 교육이다
- 교사평가제도 도입방안 탐색
신상명｜경북대학교교수, smshin@knu.ac.kr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

말하면, 학생들의 다른 불만들, 특히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

의지를 밝히자 교육계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새로운

에 따른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교사평가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가 제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간에 직접적인 비교도 생각해 봐

제도를 그냥 버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야 한다. 예를 들면, 학원에 가지도 않고 과외도 성행하지 않으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새로운 제

며, 교육은 학교에서만 받는 나라에 사는 학생들의 학교수업

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만족도 하고,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것보다 학원에서 쪽집게로 뽑아준 문제가 대학입시문제에서

그러나 요즈음 세간에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는 교사평가제
도 도입 논의는 순수하게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학생 간에 학교의 수업만족
도를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다기보다는, 현재 우리교육이 맞고 있

38

는 위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내적 반성보다는 외적

현행제도의 문제점이 새 교사평가제도 불렀다

요구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때일수록 교사평가

그렇다면 왜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가? 문

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

제는 현행의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다.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이 제도가 교원

예를 들면,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현재의 상황

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만 활용

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을 더 이상 간주할 수 없다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교원을 발굴∙유지하거나 교원 개

는 데에서 교사평가의 필요성을 찾는 듯하다. 그러나 당국마저

인의 자질을 계발하는 등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갖는다면 문제가 있다. 교사가 현재의

때문에 교사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여 교직사회

공교육 부실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공교육

의 위상을 높이거나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는

부실의 주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

동시에, 학교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

이 교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이나 기대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업무수행에 영향

교사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미치는 평가준거들 간의 상대적인 비중에서도 차이가 있을

특히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 있다.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는 모든 국∙공립학교에

권이니 교사의 수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가가 필요하

동일한 평가준거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차원에서 획일적으

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수업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교사의 수업능력 부족이 전부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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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의 교원평가는 교원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는데 활용한다.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업무성취에

평가한 결과가 교사에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면 평가는 소

서 나타나는 효과성은 교원 개인의 인간적 특성 및 자질, 업무

모적인 잡무에 불과한 것이 된다. 설령 피드백이 된다 하더라

수행의 과정, 업무수행의 결과 등을 측정하여 평가될 수 있다.

도 교사의 자기발전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면 역시 의미가 없

그러나 교육활동의 결과는 측정되기가 어렵고, 그 결과 중요하

다. 그러므로 교사평가의 일차적 목적은 교사의 자기발전에 유

고 복잡할수록 측정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결과를 측정한다

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교원 개인의 노력에 따라 야기된

현행의 교원 근무평정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평가의 결과가 교사의 자기발전에 활용되지 못하고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방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평정척도법에만 의거하여 강제

오로지 승진과 전보 등에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인 배분방법을 실시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기능 때문에 평가자인 교장과 교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제배분방식은

를 하기보다는 승진에 임박한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교사수준의 차이나 학교규모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승진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에게는 근평

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절대적인 수준이나 가치를 확인하기가

결과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므로 평가내용 역시 중요한 변수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질의 개발을 위한 타당한 정보의 제공

가 되지 못하고 있다. 즉,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상의 문제점이

도 어렵다.

모두 평가결과가 교사에게 피드백되어 교사의 자기발전에 활

평가자와 관련한 문제도 논란이 많다. 현행의 교사평가에
임하는 교감, 교장 등 평가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용되지 못하고 승진에 필요한 점수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생기
는 문제라는 것이다.

경우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교사 개인의 성취 등

교사평가제도가 승진에만 활용되는 상황은 교사의 자기발

에 관계없이 승진하려는 자에게 우수한 평가결과를 주는 분위

전 기회를 박탈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저해되는 것뿐만이

기가 학교 현장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평가결과에 대

아니다. 현행의 승진제도에서 근무평정 점수는 오직‘수’
등급

한 평가자의 책임의식이 문제가 된다. 평가자는 자신이 수행한

을 받는 극소수에게만 유용하며, 나머지 대다수의 교사들한테

교사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윤리적∙법적으로 책임을 가질 수

는 근평점수가 큰 의미를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교사의 책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교원 근무성적평정에서는 평가 결과가 개

무성 장치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으면서 그 타당

최근에 새로운 교사평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특
히 학부모들은 부적격교사의 문제를 들어 교사평가제도가 바

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원 스스로 자정 기
새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 방안, 4가지로 분류된다

능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부적격교사

가.교사의전문성과책무성을동시에추구

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사회가 자정기능이 없다

평가이론에 따르면, 평가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직 내부에서조차도 수긍하는 사람들이

수 있다고 한다. 즉,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형성평가가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을 둔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면, 총괄평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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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학생

학교전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동료로서

과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목적

의 역할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료평가가 효과

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 그리고 평가자로서

책무성 기능을 하는 교사평가제도가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

의 안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교직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수단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학생이 평가자로 참여할 경우 교장이나 동료교사가
자세히 볼 수 없는 교실내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
서 장점이 있고, 학부모는 평가참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소

나.책임의식갖춘구성원의참여확대

속감을 갖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

교직사회의 자정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학교 관

서 말한 바와 같이 평가자로서의 책무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리자이자 교사 평가자인 교장과 교감이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인 함께 참여하
는 다면평가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동료평가보다도 더 심각한 단점이 된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은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이 우려된다. 그리고 평가자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동료가 평가자로 참여할 경우, 평가대상자인 교사와 늘 같

점도 단점이 되며, 동시에 일반적으로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 현재와 같이 교장과 교감만이 평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

상황에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평가로 인한 반대급부를 두려워

보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에서는 평가자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문화 풍토에서는 학부형이 담임선생님

의 책무성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자가

을 평가하면서 혹시 나쁜 점수를 주면 나중에 우리아이에게 해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

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 평가자가 평가주체인데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평가
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 할 때는,
그들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일부

예를 들면, 동료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

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사의

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 합리성 추구 문

교육활동 개선에 참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

화와는 달리 동양문화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

인다.

다. 그 뿌리의 하나가 유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료간의 신의를 중시한 나머지 다른 동료를 나쁘게 평

다.교육활동의본질을대상으로‘질’
확보

가할 때, 일종의 배신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제도가 성공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평가의 타당성을

점이다.

확보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 된다. 교사들이 현행의 교사평

또 다른 측면으로 동료교사가 평가자로서의 안목을 갖추고

가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교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일부학교에서는 현행의 근무평

육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드

정제도에서도 동료평가를 첨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

러나는 활동, 즉 성과와 실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가 유리

기에서의 경험을 들어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교육적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그

같지만 의외로 좁은 시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아니면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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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활동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요인, 즉 공교육의 부실문제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 질을 넘지

따라서 새롭게 시도되는 교사평가제도는 설사 그것이 측정

못하므로 교사의 질 개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 OECD 국

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교육활동의 본질

가 중 학생의 수업만족도가 최하위권이므로 교사평가가 필요

에서 벗어나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하다는 주장 등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는 전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형적 성과

적으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사가 전적으

가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알아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로 책임질 일도 아니지만 전혀 책임이 없지도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사평가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타 학교교육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평가방법과 질적 평가방법의 통합이 필

관리 장치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평가의

요하다. 교사의 자기발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목적은 교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보다나은 학교교육을 제공

서는 질적 평가방법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교사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평가가 여타의 질 관

를 격려하고 미흡한 교사를 질책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요구

리 장치와 연계되어 시행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시행될 경우 교

되므로 양적 평가방법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된다. 결국 교사

사들이 전적으로 학교교육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사평가체제를 구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
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평가 및 교장평가, 그리고 장학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종합적인 교육력을 평가

특히 교사의 자기발전을 위해서는‘자기평가’기능을 강화

하는 학교평가에서 교사의 역할과 성과가 평가기준의 핵심적

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하여‘질’
을개

인 위치에 있으며, 학교전체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

선하는 데에는 자기평가가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시키

문이다. 게다가 자기평가는 교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고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장학과도 중첩되

가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사의 사기와 동기를 부여해 주고, 가

는 부분이 많다.

르치는 일에 대하여 동료교사들과 의논하도록 해주기 때문이

이와 같은 질 관리 장치와 연계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다. 교사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계하는

현행의 교사평가제도가 교사들로부터 배척받는 또 다른 이유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체제의 유지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중의 하나는 교사 각자의 수준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

연계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 새

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한 후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롭게 재구조화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방안으로는 학교차원의

예를 들면, 평가대상인 교사를 초보교사, 침체(부진)교사, 능

교육력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와 교장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하

력교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한다면,

고, 교원 개인차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교사평가와 장학을

각자 교사의 수준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의 전문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성 신장에 실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안으로는 학교평가와 교장평가, 교사평가 그리고 장학을 통
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교 질 관리 장치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라.학교교육질관리장치와연계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간 언론 등을 통하여 교사평가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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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가장선호하는평가자로‘동료교사’
를꼽는다
- 교사평가자로서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한계와 가능성
박상완｜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swp@kedi.re.kr
최근 교사평가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평가제도
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교감, 교장 승진자들을 가려내기 위
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 최근 이 문제가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정부가 새

교사평가제도는 한마디로 잘 가르치는 교사를 확인하는

로운 교사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

작업이다. 보다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교육에 열의와 성의를

기 때문이다.

다하는 교사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며 그렇지 못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서울 진선여중에서 열린

한 교사들은 더욱 잘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도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
에서의 특강을 통해 교사들이 좀

움이 필요한 교사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동료교사에

이다. 교사평가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학생

의한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는 학생이나 학

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반드

부모에 의한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2

시 필요한 과정이다.

월 17일에 발표된 교육부의“사교육비 경감대책”
에서도 학

이렇게 보면 교사평가를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교교육의 내실화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평가체제가

하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논의의 초점은 보다 객관적이고,

개선되어야 하며, 평가체제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교장, 교감

공정한 평가제도를 만들고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도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사

구를 만드는 일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장, 교감 등 관리

다면평가제 도입을 제시했다.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기존의 교사평가에 동료교사들이

그러나 일부 교직단체들은 교사평가도구 개발의 어려움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고객 평

나 평가제도가 교직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전

가를 어떻게 통합하여 제도화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면적인 교사평가 시행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

교사평가는 교사들로 하여금‘좀더 긴장해서 교육하게’하고
‘좀더 잘 가르치도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교사평가

42

큰 문제는 교사들의 거부감이다

는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우리나라에서 교사평가, 즉 교사의 수업활동과 학교 내 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교육개혁의 초

무 수행실적(performance) 등을 평가하는 유일한 제도는“근

점이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

무성적평정”
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교

이는 것에 집중되면서 교사평가제도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육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은 근무실적∙근무

되고 있다.

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로 하며, 평정자(평정자 : 교감, 확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이라는 형태로 교사평가가

인자 : 교장)는 평정대상자가 제출한“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는 매우 형

가서”
를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즉, 현 제도에 따르

식적이어서‘잘 가르치는지’
를 평가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

면 교사평가는 근무실적 및 수행능력, 자질 및 태도 등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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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교사는 각각 26.6%, 60.3%에 이르고 있다.
교사들은 대체로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
문에 누구나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더 많은 업무를 성취하고 어려운 일을 수행한 교
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를 하더
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교사가 우수한 교사인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
을 가지고 있다. 교육개발원의 같은 조사에서“교사들은 경
력 이외의 것에 의해 차별적인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는
질문에 대해“매우 그렇다”
와“다소 그렇다”
는 응답이 총
60.8%에 이르고 있다(각각 23.3%, 37.5%). 교원성과상여
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교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납하
는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성과상여금을 일률적으로 배분하
고 있는 점에서도 교원들의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과 인식이
두 가지 영역에서 총 20개 평가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3~6

잘 드러나고 있다.

점의 점수가 부과되며, 자기평가가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교감∙교장 승

평가자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동료교사’

진임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정요소의 하나로만 활용되어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교사평가에

왔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내용이

동료교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일종의 다면평가라 할 수 있

나 교수행동을 반성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

다. 다면평가 또는 360도 평가는 피평가자와 관련되어 있는

능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근무성정평정의 과정과 결과가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평가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방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근무성적평정의 결과

식이다. 교직에는 하급자가 없기 때문에 다면평가에서 평가

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

자는 상급자인 교감, 교장과 동료교사가 될 수 있다.

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고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해

다면평가제도는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

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많은 국가의 정부조직과 민간기업들

기 때문이다.

이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

이와 함께 교사평가와 관련하여 큰 문제는 교장∙교감에

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고위공무원단

의한 교사들이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교사

을 대상으로 1999년 말부터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들의 업적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1993년 정부성과평가법(GPRA)을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설문조사에서“교사

제정하여 각 부처 공무원들의 성과계획과 성과달성도를 다

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는 질문에 대해 전체

면평가의 형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일본 IBM사의 다면평

1,574명의 중등학교 교사 중“매우 그렇다”
와“다소 그렇다”

가는 과장급 이상 중간관리자급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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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교사평가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은 교직, 가르치
는 일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Wilkerson 등(2000)은 교직은 복잡하고 상황맥락적인 현상
이어서 한 가지의 측정 도구나 일회적인 평가로는 교사의 수
행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또한 한사람의 행정가가 교사평가에 대해 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행정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기
타 다른 사람 등의 집단적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자
료에 기초한 평가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의‘수업’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급자보다는 동료
교사들에 의한 평가가 더욱 유용할 것이다. Bowman(1999)
에 따르면, 평가자로서 동료교사들은‘평가’
를 한다기보다는
동료 교사를‘돕는’것이며, 교사들이 스스로 수업에 대해 자
기반성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동료평가는 기존의 학교
장 중심의 인사결정을 위한 평가보다는 교사의 능력계발에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평가자의 기업 기여도에 대한 설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될 가능성

문조사를 기초로 개인의 태도와 능력을 평가하며 직원의 조

이 높다.

직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평가자 선발에
서 피평가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EBS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교사평가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평가자

우리나라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는 평가항목

로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동료교사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

이나 평가 절차의 큰 흐름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다면평가 요

교사는 교사의 업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관찰할 수

령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평가단의 구성과 규모,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감이나 교장 등 상급자에

평가자별 평가 비중, 평가요소별 평가비중, 평가항목의 구성

의한 평가보다는 수평적 위치에 있는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과 설계 등)에 있어서는 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한 연

수용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전체 응답자 953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는 현행 교사평가제도 개선시에 적

명) 다면평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다

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만 동료교사의 평가 전문성

면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

은 평가자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과 적절한 평가도구 개발, 평

다. 다면평가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직원간 의사소통과 인간

가 전후의 협의회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면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다면평가 시행

평가는 동료교사간의 협력과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인기위주의 평가와 개인

아니라 교사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평가결과가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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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사들의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

도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학부모의 참여에 대한 반응은

로 기대된다.

2% 수준에 불과했다.
외국의 교사평가에서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평가자로 참

교사들은 학부모 평가에 가장 부정적이다

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각국의 교사

교사평가는“잘 가르치는 교사”
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제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사평가자는 대부분의

는 목적에서 본다면, 학생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국가에서 학교장이나 수석교사, 우수교사 등 교사를 평가할

위치에 있다. 학생은 교사들의 수업 대상이며, 수업에서 달성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다. 미국의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했는가의 여부는 학생을 통해서 확

경우에도 교사의 업무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들

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활용되고 있는데, 학생평가와 학부모평가를 활용하는 학

일반기업에서는 다른 어떤 평가자료보다 고객의 평가가

교구는 아직 많지 않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교육에서 학생이나 학부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육개혁 논의에서 교사평가

모가 고객으로 인식되거나 이들의 반응이 교육의 성과∙효

제도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교사평가시에 학생의 평가

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는 경향은 약하다. 전통

결과를 반영하는 학교구나 주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적으로 전문가로서 교사들의 가르칠 권리인‘교권’
은 학생의

들어 델라웨어주는 최근 주법률에 학교구들이 교사를 평가

‘학습권’
보다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틀 아래에서는 학생이

할 때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 결과를 검토할 것을 규정했다.

나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이 수용되기는 매우 어렵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사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그 타당

다. 교육부도 학부모 및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는 장기적인 검

성을 검토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

토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한다고 할 때 평가 문장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고등

교권과 학습권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국가
전체의 교육이념을 준수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율성과 책무
성을 가지고 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은
우수한 교사로부터‘잘 배울’권리가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자아실현과 교육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
며, 이 점에서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평가자로서 학생의 위
상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를 통해 간접
적으로 교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자로
서의 위상은 제약된다. 다만,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음으로써 교사 또는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
다.
EBS∙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서 교사평가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다. 학생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서 교사들의 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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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사 평가 도구를 보면“선생

교사평가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질문하도록 격려한

동료교사, 학생에 의한 평가의 필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다”
,“선생님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있지만, 교사평가자로서의 학교장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되

하는가를 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방법을 다양화한다”등

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 교감은 단순히 교육행정가

의 문항에 대해“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매우 그렇다”
까

가 아니라 선배 교사이다. 따라서 후배 교사의‘가르치는 일’

지 Likert 4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

에 대해 잘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현재의 평가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와 관련해서는 특히 학생의 연령이

수단인 근무성적평정 제도가 교장, 교감의 평가능력을 제대

커다란 쟁점이 된다. 어린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에 대한 객관

로 활용할 수 없거나 평가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점이

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교사에 대한 인기 평가

문제이다.

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

앞으로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나 학생에 의한 평가는 교사

선호도나 교과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예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의 교사

를 들어 손충기(1998)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를 실증적

평가 참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달리 중학생의 경우는 교

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는 교사들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과 선호도가 교사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을 확대할 수 있는 다면평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전통적

이러한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자들

인 관료적 풍토의 교사평가를 모든 교사들의 참여에 기초한

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평가도구를 개발함

평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로 전환

으로써 학생들도 교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학생의 교사평가

생의 교사평가 참여가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우리나

참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교사

라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의 타당성 검증과 구체적인

의 수업활동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평가도구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교사평가가 일찍부

있다는 점에서 교사평가시 학생 피드백의 활용 필요성도 매

터 발달한 미국에서도 학생을 교사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우 크다. 그러나 학생들의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최근에서야 일부 주나 학교구를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검토

보다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수업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

되고 있다.

용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교수활동의 핵심 대상이 학생이며, 학생

교사평가의 필요성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학교교

들이 교사들의 실제 수업활동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치

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

에 있다는 점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를 활성화하려는 노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열심

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는

히 잘 가르치는’교사,‘학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는’교사를

교사의 수업행동을 개선하고 수업 효과성을 높이며 교사들

제대로 평가해 낼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사들의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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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는교사들을설득할수있다
- 교원평가, 교원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진우 ｜서울공업고등학교교사, 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 okkjw@chollian.net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시사한 이후 교육
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육활동의거울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떻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82.8%가

교사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의 거울로 작용하여야 한다. 학생들

교사평가제 대해 찬성한다고 했다.

의 평가를 받는 것은 대체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해 교원단체의 반응은 다소 반대하는 편이다. 전교조

그러나 평가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는 2.17 사교육비경감대책 발표에 대하여 논평을 내면서 교사평

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된다. 좋은교사운

가는 교육시장화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대체로 교사평

동에서는 자율적 수업평가 운동을 하면서 수업평가가 자기발전

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을 위한 자극제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

어떤 이는 학생들이 하는 평가가 정확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

자는 입장도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연대의 경우 교원평가제의 도

기한다. 물론 교육활동의 성과를 학생들의 반응으로만 판단할

입을 계기로 현행 근무평정제와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하는 지렛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학생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영

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고, 좋은교사운동의 경우는 일

역이 있다. 동료교사나 학부모나 교장보다도 교사의 수업의 전

찍이 자발적 수업평가운동을 전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론

과정을 온전히 경험한 학생들의 평가야말로 어떤 평가보다 더

화를 계기로 대안적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요하게 취급을 하여야 한다. 여러 교사들의 경험에 따르면 학

그러나 정작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제시된 바에 따르면‘동료교사의 평

생들의 평가가 의외로 예리하고 정확하여 교사 스스로 보지 못
하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가를 반영하겠다’
,‘학부모의 평가를 반영하겠다’
,‘교장도 평가

∙잘못된평가제도혁신

하겠다’
,‘승진이 아닌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겠다’
는 식으로

현행 근평제도는 승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

단편적으로 조금씩 방향을 밝히고 있다.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

사의 전문성 향상에는 별 기여를 못하고 있다. 근평을 잘 받는

도‘완전히 폐지는 어렵지만 가만 두지는 않겠다’
는 식의 애매

것과 실제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교

한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교육단체들과 협의하여 안을 수립하

실 외적인 부분에 더 마음을 뺏기게 만든다는 것이 교사들의 인

겠다고 밝히고 있다.

식이다. 1999년 교총의 교원평가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

면 교사들의 70% 가량은 근평에 부정적이고, 5% 정도만이 만

해 좋은교사운동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무엇보다 교원단체가

족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대다수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고, 실제로 전문성 향상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평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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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써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근평의 폐지만 주장하는

의 문제에서는 학생이 중요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평

것은 설득력이 없다. 평가제도가 그 조직의 가치관과 목적을 반

가도 간접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을 마련

영하는 것이라면 올바른 평가제도를 세우기 위해 교사들이 적극

하는 데는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교원

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의 전문적 기준과 학부모의 요

∙학부모의참여와신뢰회복

구를 만족시키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육권은 학부모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공

이 기구의 의미는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관료적 통

교육체제 하에서 학부모는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

제를 막고, 교육주체들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회가 사실상 거의 없다. 아직까지도 학부모는 학교의 문턱이 높

의미한다.‘어떻게’
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기준으로 평가

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는 서로 보완하

전달하기 어렵다. 일부 학부모의 치맛바람이 문제가 되긴 하지

는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교사들을 서열화하

만 그것은 전체 학부모의 참여가 없는 공간에서 생기는 왜곡된

기 위한 상대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골고

성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어

루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교원평가제가

떻게 활용할 것인가’
의 문제이다. 평가의 결과는 전문적 해석을

될 수 있다.

거쳐 일차적으로 교사 개인이 자기 발전의 거울로 삼을 수 있어

부적격 교사의 문제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제

야 한다. 그리고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

도적으로는 교원징계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이 대책은 교사 개인에게만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직사회의 잘못된 온정주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습을 방해하는 환경적 조건

와 관리자의 무사안일주의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문

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를 통해 부적격

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합당한 권

교사가 드러났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한을 주어 그것을 고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평가의 대상과 주체가 다소 다를 수 있

다. 그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교원평가제가 될 수 있다. 교

지만 기본적으로 위에서 제시한 원리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직사회가 이 부분에서 철저한 내부 개혁 의지를 갖추고 이 문제

이다. 중요한 점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교육

를 다룬다면 학부모들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주체들의 상향식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원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의 대안적 평가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교원평가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

할 것인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위를

인가의 문제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무엇’
의 문제에서 평가

갖춘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 기구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의 주 대상은 교육활동의 본질적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성격을 넘어서 상당한 수준의 권위를 갖고 시행을 담보할 수 있

것은 기존의 근평이 비본질적인 것을 평가했다는 것에 대한 대

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 영역이라 함은 무엇보다 수업을 의

의사결정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

미한다.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가 주 내용이 되어야 한다.‘누가’

인 자문이나 협의에만 그친다면 교직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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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교원단체가 협력하여 교사평가의 모

그리고 정부는 협의의 전제로서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혁신에

델을 만드는 것의 일환으로, 교원단체들은 자율적 수업평가운동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근평제를 혁신하면

같은 것을 함께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

서 새로운 대안적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해야 교사들로서도 납득

체가 협력하여 교사평가의 모델을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행의 근평제를 고수하고자 한

이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교원단체 분회와 학부모회가 협력하

다면 대다수 교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기왕에

여 교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실천의 결과들을 잘 모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된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현재

내서 발전시키고 확산시킨다면 교사 평가가 현장에 무리 없이

의 문제가 많은 제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교사평가를 제도

다. 그렇다고 근평을 개선한다고 하여 대안적 평가제를 근평의

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본적 목적과 방법이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시장적 논리에 기반하여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경쟁기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 논리에 대항하여 시민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교원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대안적 평가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자는 무
엇보다도 교원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교사들은 이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유쾌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사

지금 교직사회는 중대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은 교

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인적자원부도 아니고 일반 시

육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연유한

민단체도 할 수 없다. 교원단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것이다. 이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교직사회가 건강

이 시점에서 교원단체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평가제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교사들

에 대해 교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반대할 경우

은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평가를 받았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결사적으로

을 뿐이다. 승진을 위한 줄 세우기의 평가, 입시위주의 성적에

반대한다면 당장은 교원평가제를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의한 평가 등에 의해 교사들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갖지

러나 배후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뿐

못한 것이다.

아니라 더욱 거센 국민들의 여론적 압박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

이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되 교사의 교육적 가치관에 의한

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집단은 고립되고 사회적 영향력을 상

정당한 평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교사들의 자존

실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다. 또한 막아내고자 했던 교원

심도 회복이 되고 국민들도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평가제를 막기는커녕 훨씬 가혹한 타율적 평가를 자초하는 자충

렇지 않고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게 될 경우 교직사회는 더욱 궁

수가 될 수 있다. 지켜야 할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지

지에 몰리다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교직

키려다가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사회가 주도권을 잡고 관료적 통제와 시장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것이다.

공공적 영역으로 평가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

현 시점은 교원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자율적인 개혁을 할 수

다.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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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평가는부적격하다’
는주장에대하여
-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kmpeace@chol.com
학부모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거세어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등 교사의 교육력 향상과는 무관한

지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방식의 교사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인적

나아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원부와 교원단체의 이런 태도는 교사평가제도입이라는 말을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해 주

통해 학부모들이 하고자 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

기를 기대해 왔다. 학부모단체들이 교사평가 문제를 교원단체

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제기해 주기를 기대한 것은 우선 일부 교사모임이 먼
저 실천하고 있듯이 교사들 스스로가 능력 있고 존경받는 교사

한국교사에 대한 OECD 평가 최하위

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실추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현재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2002년도 교육지표에 따르면‘교사들이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교

기울이는가’
,‘학생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가’
,‘교사가

원단체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고 최근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

학생의 학습을 잘 돕는가’등의 질문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회원

부가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유니세프가 2002년에 동

어쨌든 학부모들이 기대마지 않던 교사평가제 도입이 이야기

아시아 17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평가제와 관련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전반적으로 불신받고

하여 일고 있는 최근의 논란을 바라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

있는 가운데 특히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

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를 통제

러났다. 이와 같은 교사 혹은 교육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교육정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교사의 사기를 꺾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

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나 주

사들이 좀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소통할

당 평균수업 시간 등 교육 하드웨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사평가제를 이야기하고 있을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교육환경, 조석으로 바뀌는

뿐이다. 또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기에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학생이나 학부모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일부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사평가제가 기여할 수

기득권 보호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료들의 태도 등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사평가제 도입을 두고 이는 논란이 학부모들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의 원

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

인이 정부의 교육정책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학교 현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평가제를 단순히 교사의 교육

장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맡기기에는 미덥지 못한 일부 부적격

력 향상과 부적격 교사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으로 사용하려는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

것은 아닌 듯하다. 또 교원단체들은 교사평가에 원론적으로 찬

이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성하는 듯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

못하고 있는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사평가제를 도입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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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의 책임은 다른 과정을 통해 묻고

것은 물론 학교문화를 귄위적으로 만들고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

또 그 해결책을 모색하되 이와는 별도로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

치는 일보다는 승진에 목을 매도록 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다양

육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근평제도는 교사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사평가제도라고 볼 수 없다.

지금 교사의 교육력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도덕성과 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 근평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리성 등이 학부모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무엇을 평가하느냐보다도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라

에서 교사평가제 도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이 하는 평가가 공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교사평가제 도입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하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 하여 이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사들은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

그렇다면 현행 근평제도 아래에서의 평가자가 누구인가를 살펴

사평가제 도입이라는 말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보라. 교사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승진이 된 교장과 교

지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여

감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하는 평가가 대부분의 교사들에 의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력 향상이며 부적격교사 문제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평제도

의 해결이다. 따라서 교사평가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 이렇듯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교직사회에

해결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굳이 이를 고집할 이

만연한 온정주의와 수직적인 구조 때문이다. 그러면 교사평가를

유는 없다.

교사들만으로 할 경우 이것이 달라질 것인가?
필자는 이것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학

학부모, 학생평가 반드시 보장돼야

부모와 학생은 교육전문성이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지금 교사평가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이 평가를 누가 할 것

수 없기 때문에 교사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인가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핵심적인 쟁점은 교사평가에 학

설득력이 없는지를 잘 말해 준다. 더욱이 일부 교육학자들은 평

부모와 학생을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에 있는

가자로서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듯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단체들은 교사평가에 학부모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학생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부

그런 점에서 보면 현행 근평제도를 교사 상호간의 다면평가

모와 학생은 교육전문성 없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

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는 교사평가제의 근

하다는 것이며 나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간섭이나 압력이

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이나, 포상, 연

증가하여 교육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

수 등 승진이나 인사에 도움이 되는 교사를 선발할 때 승진을 앞

단체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둔 교사 밀어주기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교사들만의 다

지금도 교사평가제도는 근평제도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면평가를 통해서는 교사의 교육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수

런데 교사평가에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왜 필요한지는 현 근

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가 교사의 교육력 향

평제도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현 근평제도는 교사의 교육력

상과 부적격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

향상이나 부적격 교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도 없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뿐 아니라 체제 순응적인 교사를 골라 승진시키는 수단으로서만

참여가 없는 교사평가는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기 때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근평제도가 교사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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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승진제도 전면 수용해야 교사평가제 제대로 선다

격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교장직을‘승진’
이 아닌‘보직’개

교사평가가 결과적으로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념으로 전환하여 교장이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와

것이냐의 여부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직사회에서 일반화되도록 하자는 것

판단된다. 따라서 교사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이다. 그리고 교장의 임용 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중에 또 하나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부모와

필자는 교사평가 결과가 인사와 승진 급여 등에 과도하게 연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이들이 직접 교장을 선출할 수

계될 경우 교사의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기보다는 모든 교사가

도 있고 아니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운영위

평가결과에 연연하는 등 현행 근평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원회의 교장초빙제도를 손질해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교사평가 결과를 교사

이렇게 될 경우 몇 가지 예상되는 효과가 있다. 우선 교장과

의 인사와 승진 그리고 급여와 연계한다는 말은 승진대상자 등

교사는 지금과 같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가 되고 교사들

소수 교사를 골라내는 것을 전제한다. 이 경우 현행 근평제도에

간에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벌이거나 교장이 교사 위에 군림하는

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승진대상에 오른 교사는 승진을 위해 열심

권위주의의 폐단 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열심히 가

히 하겠지만 나머지 교사는 평가 그 자체를 외면하게 될 것이다.

르치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따라서 교사평가 결과를 교사의 인사와 승진, 그리고 급여에 과

임용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학부모와

도하게 연계하는 것은 교사 전반의 교육력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교사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을 얻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교사의 승진제

며 이는 결국 교사 전반의 교육력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도가 그대로 존재할 경우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 신뢰를 얻는 교사가 되기를

따라서 현행 교원 승진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현재 논의

교사의 교육력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를 교육력 향상의 도구로만 활용한다고 할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무엇보다도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경우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열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렇게 승진을 위한 별도의 평가가 존재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

위해서 정부는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

는 교사평가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순간에

로 개선하고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의 자율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

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

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

들은 지금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

해서는 현행 교사승진제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펴 교사 스스로 학부모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

교원승진제도의 핵심은 교장임용방식에 있다. 따라서 문제는

다. 그런 점에서 교원단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 도

어떻게 하면 교사평가와 깊이 연계하지 않고 교장을 임용할 수

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사들이 우려해야 할 것은 교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능력있는 교사가 교장으

사평가제 그 자체가 아니라 교사평가제가 왜곡되어 학부모의 기

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최

대에 미치지 못하여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은 그대로 둔 채

근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제안하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

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핵심은 현행 교장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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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신뢰받는학교만들기’
, 치밀하고신중하다
- 일본의 교원평가시스템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학교제도연구실장, jonghyeok@kedi.re.kr
학교교육의 성패는 학교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자질 능력과 관계가 깊으며, 교원으로서 적격한 인재를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생과
적절한 관계를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이
있다는 것은 아동∙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공립학교를 불신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교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
다. 그 중에 중요한 개혁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교원면허
(자격)제도를 종합화∙탄력화하는 원칙 속에서 새로운 개혁안
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면허제도
는 유치원∙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유형별로 구
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속에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적격성이 있는 자를 교원의 직에 임명하고 있다(교육공무원특

라고 판단하여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원면허

례법 제13조). 최근에는 채용 단계에서 교원에 어울리는 우수

제도 등 교원정책의 개혁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물평가 중심의 방향으로 채용 선발

같은 교원면허제도의 개혁은 종합화∙탄력화 원칙 속에서 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원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한편 교원의 근무를 평가하는‘근무평정’제도는 국가공무

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일본의 교원평가시스템은 교

원법 제71조 및 제72조, 그에 기초한 인사원규칙 10-2(근무평

원면허제도의 개선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교원정책 개혁이

정의 근본기준) 등을 통해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라고 할 수 있다.

인사관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통해서 행

우선 교원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본다

정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공무원제도

가.교원채용및근무평정제도

개혁대강�
을 각의 결정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 대강은 새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채용 제도는 임명권자인 도도부현∙

운 공무원 제도로서 능력등급제도의 도입, 능력∙직업∙업적

지정도시 교육위원회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기능

을 반영한 신급여제도의 확립,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대신하여

을 판단하기 위한 학력시험, 그리고 인물을 판단하기 위한 면

‘능력평가’
와‘업적평가’
를 종합한 공정성 중심의 새로운 평가

접시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교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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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직교원의적격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

현재 교원은 직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해야 하

현직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건부 채

며, 임명권자는 이 연수를 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용, 징계, 분한, 타 직종으로서의 전직 등이 있다. 조건부 채용

(교육공무원특례법 제19조). 그래서 각 도도부현∙지정도시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할 때 6개월 간 해당직에서 조건

교육위원회 등은 초임자 연수, 교직 경험자 연수, 직능에 따른

부 근무를 하고, 그 직무를 양호한 성적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

연수,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은 소정의 연수를 통

소 정식 채용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법

해 일정한 단위 획득을 하게 되면 상위의 면허장을 획득할 수

제22조).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따라 조건부

있도록 하는 등 연수 성과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채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의2).

초임자 연수는 1988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1992년부터는

징계 제도는 공무원 조직 내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소정의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교육학교 교원 중 초임자를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제재 조치를 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임자 연수는 지도 교원의 지도∙조언에

것이다. 직원으로서 법령의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

따른 교내 연수(주 2일, 연간 60일 정도)와 교육센터를 통한

무 태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비행이 있을

수강, 타 학교 참관, 사회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참관,

경우에 경고, 감봉, 정직, 또는 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하고

자원봉사활동 체험 등의 교외 연수(주 1일, 연간 30일 정도)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지방공무원법 제29조). 분한 제도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는 근무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

교직경험자에 대한 연수는 5년, 10년, 20년 등 일정 시기에

원의 뜻에 반하는 신분상의 변동(강등, 면직, 휴직, 감봉)이라

이른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교직 경력 5

고 할 수 있다.

년의 교원에 대해서는 교과 지도를, 10년 경력 교원에 대해서

한편 타직종으로의 전직은 분한 면직까지의 수준은 아니지

는 교과 지도와 정보 교육을, 15년 경력 교원에게는 학생 지도

만, 아동∙학생에 대한 지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재

및 교육상담 등을 중요한 연수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리

정 부담 교직원에 대해 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직에 가까운 20년 경력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주로

다. 동시에 전직은 아동∙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인

학교 경영 및 정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하는 시정촌립학교의 교원을 면직한 후, 도도부현 소속 교원

한편 중견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직능에 따른 연수로

이외의 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행정조직

서의 주임 연수, 그리고 교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능 습

및운영에관한법률 제47조의2). 또한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은

득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연수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도 중견

계속적으로 관찰∙지도를 실시하고 연수를 실시하는 체제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연수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

갖추고 필요에 따라 분한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요구

도로 교장, 교감 및 교장∙교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된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2001년도부터 이와 같은 교원

관리직 연수도 있다.

에 대처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실천적인 조사

그 밖에도 독특한 연수 제도로서 장기사회체험연수, 대학원

연구사업을 모든 도도부현∙지정도시 교육위원회에 위촉하여

수학휴업제도 등이 있다. 장기사회체험연수는 교원의 시각을

실시하고 있다.

확대하고 대인 관계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간 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 1개월부터 1년 정도 파

다.현직교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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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주체적인 연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4월에

이와 함께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일상 직무 중심의 학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이 대학원 등에서

내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교장의 지도력 아래 교

배우는 전수 면허장을 취득하기 위해, 1년부터 3년의 기간에

수 기법, 교재 연구, 학교∙지역사회의 교육과제에 대해 교원

걸쳐서 휴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간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교원이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자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연수

먼저 교원자질향상을 위한 치밀한 제도가 확립되었다

를 장려하고 있다. 각 교원은 연수이력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

가.교원의적격성확보노력

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수 수료서 및 연수 설명서 등으로 활

일본 정부는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력이 부족

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 신고용으

한 교원 등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모

로 사용하는 등 교원 평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현행 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인사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이것이 지도력부족 교원을 인정하는 절차다

있다. 또한 적격성을 가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 채용 방

현재 일본의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식에 있어서 교원 지망자의 인물과 인성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연수를 실시하

으로 변화하고 있다.

는 체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직시키는 등의 인사조치

한편 현행 교원면허법 중 교원면허장을 박탈하는 사유를 강

를 강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와 같은 인사관리 시스템을

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현직 교원

촉진하기 위해�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관한 인사관리�
라는

과 관련하여‘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고 그 정상이 중대하다고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했다. 2000년부터 실시한 이 조사연구사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에서‘그 정상이 중대하다고 인정

업은 2002년까지 모든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로 위

하는 경우’
의 문구를 삭제하였다. 또한‘현직 교원이 국가공무

촉하는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분한 면직을 받을 경우

각 도도부현은 이와 같은 위촉사업을 받아서 각 지방교육자

면허장을 박탈할 수 있다’
는 조항과‘현재 면허장을 박탈당하

치단체간 협력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지도력 부

고 2년이 지난 후 다시 면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는 조항

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희망퇴직, 조건부 채용제도

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2003년
4월 1일 현재까지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을 인정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상하기로 하였다.

나.교원의전문성향상노력
교직 경력 10년이 경과한 교원에 대한 연수를 새롭게 구축
하였다. 각 임명권자는 교직 경력 10년 교원에 대해 근무성적

①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을 판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 교육

의 평정 결과와 교원 요구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위원회는 이미 27곳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판정위원회

에서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 혹은 교육 역량을 강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위원회가 32곳에 이르고 있다.

하는 차원의 연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외된 환경

② 판정위원회의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

의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도력을 집중 육성하

는 교육위원회가 22곳, 변호사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

는 연수 등 교원별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가 20곳,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7곳,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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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4곳이다. 또한 교장

사회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며, 학교 교육에 대해 공감대

경력자, 교육위원회사무국직원,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자,

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

대학교수 등의 학식경험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상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육위원회도 있다.

있는 조직으로서의 학교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③ 판정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이미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
는 교육위원회가 32곳, 앞으로 판정 기준을 가지려는 교

학교와 지역사회∙학부모간 쌍방향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육위원회가 22곳이다. 또한 지도력 부족교원을 판정할 기

우선, 교원은 학교∙학급의 교육 목표, 수업 진행방식, 아동

준을 가질 계획이 없는 교육위원회도 1년 간에 걸쳐서 상

의 교육성과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학부모

세하게 교원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판

의 교육 요구도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지

단하는 것으로 한다.

역 사회로까지 확대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을 공

④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으로 판정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대

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지역

상이 되는 교원 본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가

사회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학교평의원 제도’
를 활성화하여

지고 있는 교육위원회가 36곳에 이르고 있다. 한편 앞으

학교 교육운영 방침 및 목표, 교육성과 등에 대한 제언이나 자

로 이와 같은 본인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가지려고 하는 교

문을 구하는 것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

육위원회도 20곳이 되고 있다.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을

⑤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을 실시하
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교장 및 교원에게 관련 사실을 홍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교원이 학교교육의 목표 및 방침, 성

보한 교육위원회가 35곳, 앞으로 이런 계획을 홍보하려고

과 등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학교교육 활성화를

하는 교육위원회가 22곳이다.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교원 사기 진작,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미 지도력 부족 교원을 판정하

교원에 대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제 인정하고 있는 지도력 부족 교원

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

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볼 때,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하는

2000년: 65명, 2001년: 149명, 2002년: 289명

교원의 상을 정립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원

현재 문부과학성 및 각 도도부현∙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지도력 부족교원으로 판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수,

의 교육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교원 정
책의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희망퇴직 및 조건부 채용제도 등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다각적
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신뢰받는 학교만들기’
현재 일본은‘신뢰받는 학교 만들기’
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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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달리중국은학부모평가에긍정적이다
- 중국의 교사평가제도

유경희｜북경회문고등학교교사, liujingji@hanmail.net

교사평가는 교사의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일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평가
에 대한 기준과 심사는 객관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교육이 입시교육에서 소질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교사평가의 방법과 기준도 점차 변화
되고 있다. 기존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사
에 대한 평가제도는 현재 추구하고 있는 소질교육과 부합되
지 않으며, 기존의 단순한 평가방법으로 교사의 승진과 영예
를 결정하는 양적인 평가는 교사의 책무성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면서, 학생의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목표로 전환되고 있
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교사평가제도를 소개하고 교사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 및 동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점차 초빙제가 증가하고 있다. 초빙제는 교장 혹은 현(우리
나라의 시군구에 해당)급 이상의 교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중국은 이렇게 교사를 뽑는다

초빙 대상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

1) 교사자격및임용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장 혹은 현

중국에서는 교육을 사랑하고 직업윤리를 구비하며 일정학

급 이상의 교육행정 부문의 책임자가 임명대상 교사에게 임

력을 소지한 자가 자격사정에 합격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할

명서를 발급한다.

수 있다.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지해야 될 학력은 다

2) 교사직무평정

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사범학교 및 그 이상 학력의

중국의 교사라면 누구나 직무평정을 특별히 중시한다. 왜

소지자, 중학교 교사는 고등사범전문대학 및 그 이상 학력의

냐하면 직무평정은 명예이자 보수, 승진과 관련되기 때문이

소지자,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사범 본과 이상 또는 기타대학

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직무평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살

본과 이상 학력 소지자, 대학교원은 대학원 및 본과 이상 학

펴보면 다음과 같다.

력의 소지자여야 한다.

교사가 직무평정을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중국의 교원임용은 상급 교육행정 부문이 교육발전 계획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마르크스주의와 당의 노선,

에 근거해서 통일적으로 사범계 학교 졸업생을 학교에 분배

방침, 정책을 습득하며, 인간의 사표가 되고, 학생을 사랑하

하는 임명제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초빙제가 있는데,

며, 학생이 덕∙지∙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도록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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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 맡은 업무 외에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

등이다. 초등학교 1, 2, 3급 교사 임직자격은 현급 평가심사

력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사정하고, 고급교사는 지구급 평가심사위원회에

초∙중등학교 교사직무는 3급, 2급, 1급, 고급, 특급의 5등
급으로 나뉘는데, 취득자격은 다음과 같다.

서 사정한다. 중등학교 2, 3급 교사 임직자격은 현급 평가심
사위원회에서 사정하고 1급교사 임직자격은 지구급 평가심

3급교사 : 해당학력을 구비하고 교직에 임하여 수습기간

사위원회에서, 고급교사 임직자격은 성급 평가심사위원회에

이 만료된 자로서 사정에 합격된 자

서 사정한다. 특급교사 임직자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

2급교사 : 3급교사 임직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사정에 합

행정부문에서 사정하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하여 등

격된 자

록한다. 각급 평가심사위원회는 교육행정부문의 지도자, 학

1급교사 : 2급교사 임직경력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소

교장, 교사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교사와 전문가가 2/3 이상

지한 자로서 사정에 합격한 자

을 차지하기로 되어 있다.

고급교사 : 1급교사 임직경력 5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수업경험이 풍부하고 학생지도와 학급운

대학교원은 조교, 강사, 부교수, 교수 4등급으로 나뉜다.

영 성과가 돌출하며, 연구보고서나 논문발표 경력이 있는

조교: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습기간이 만료되

자로서 사정에 합격한 자(고급교사는 정원이 있다)

고 1개국 외국어를 전문실천에 능숙하게 운용하는 자로서

특급교사 : 초∙중등학교 고급교사로서 학과이론과 경험

사정에 합격한 자

이 풍부하고 수업과 학생지도, 학급운용 효과가 특출하며,

강사 : 학위학사 소지 후 조교 4년 이상 임직경력자, 석사

수업과 학생지도, 학급운영 개혁에 창의력이 있고, 교수법

학위 소지 후 조교 2년 이상 임직경력자, 박사학위 소지 후

과 교재연구 성과가 출중하며, 현지 교육계에서 덕망이 높

수급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1개국 외국어를 능숙하게 전문

은 자(특급교사는 정원이 있는데, 초∙중등학교 교사 총수

실천에 운용하는 자(전국 직무평정고사 A급)로서 사정에

의 5/1,000를 초과할 수 없다)1)

합격한 자 부교수 : 학사학위 이상(1995년 이후 근무자 석

상기 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한 것인데 각 지방에서는 상기

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강사 임직경력을 소

기준에 따라 지방과 학교의 직무평정기준을 정한다. 각 지방

유한 자, 박사학위 소지 후 3년 이상의 강사 임직경력자로

은 수업성과와 학생지도, 학급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서 다음의 조건에 구비되는 자는 사정을 거친 후 부교수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휘성 중등학교의 고급교

임직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 자격평정 기준을 보면 수업성과를 맡은 반 학생이 졸업고

① 교수경험이 풍부하고 본 학과의 국내외 동태 파악, ②

사에서 평균성적 합격률이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1등을 하거

두 개 이상의 과목 교수, ③ 교육교수 평가에 1회 이상“우

나, 육성한 학생이 교육행정부문에서 주관하는 시합에 과학

수”
를 수여받음, ④ 석사연구생 지도능력 구비, ⑤ 비교적

기술상을 수여받아야 된다는 조목이 있다. 또한 연구방면에

높은 수준의 논문, 저작, 교재 발표, ⑥ 1개국 외국어를 능

서 성급 이상 학술지에 교육관련 논문 1편이나 지구급 학술

숙하게 전문 실천에 운용할 수 있음(전국 직무평정고사 A

지에 교육관련 논문 2편을 발표해야 한다는 조목이 있는 것

급)
교수 : 5년 이상의 부교수 임직경력자(1995년 이후 근무

1) 특급교사는특급교사수당이있다.

58

자 반드시 박사학위 소지)로서 다음의 조건에 구비되면 교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4

5+6

<< Project
수 임직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있어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 평가과정에

① 교수경험이 풍부하고 본 학과의 국내외 동태 파악, ②

서 수업과 관련없는 정치적인 자질에 대한 비중이 큰데 반하

두 개 이상의 과목을 교수 ③ 교육교수 평가에 1회 이상

여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지도자의 주관 판단이 정치적

“우수”수여받음, ④ 박사연구생과 고급연수인원 지도능

인 자질을 평가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력 구비, 조교와 강사지도 성과 뛰어남, ⑤ 본전공의 연구

평가기준면에서 일부 지역에서 정한 양적 지표는 입시교

파악, 신영역을 개척, 대형 학술 연구 프로젝트 지도완성,

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질교육의 목표와

높은 수준의 논문, 저작, 교재 발표, ⑥ 1개국 외국어를 능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맡은 학급 학생의 졸업고사 성적

숙하게 전문 실천에 운용할 수 있음(전국 직무평정고사 A

이 같은 수준의 학교 중 1등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교사가 입

급)

시위주의 교육만을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국가에서 규정한 학력기준에 미달이거나 임직 기한을 못

한 교육관련 논문 몇 편을 성급 또는 지구급 학술지에 게재해

채운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교원의 성과가 뛰어나면 파

야 한다는 기준은 교사들이 직무승진을 위하여 수업에 전념

격 승진을 할 수 있다.

하지 못하고, 논문을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
신 쓰거나 학술지 담당자에게 비리를 하는 등등의 행위를 유

중국 교사평가의 문제점

발시킨다. 고급직무 정원제는 또한 상대평가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교사평가제는 초빙임용제가 부적격 교사의 임용자

경력과 실력이 비슷한 교사간 경쟁을 하는 가운데 탈락자가

격을 취소하는 역할을 하는 외에 기타 직무평정은 상벌, 승

생기는 현상으로부터 교사간의 괴리를 조성하며 일부 교사

진, 처우와 관계되어 강한 공리성과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는

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기 위하여 허위성과를 조

데 이는 교육본연의 목적과 교사의 전문성, 책무성 강화에 소

작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평가주체면에서 교육행정부문과 학교가 평가주체가 되어

2005년 중국도 새로운 교사평가제가 실시된다
중국이 소질교육을 추진하면서 2005년부터 신교육과정이
실시될 예정에 따라 교사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동향과 개
선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1) 교사평가를 교육 본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평가내용면에서 수업과 학급운영 등의 교육의 본
질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데 이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
존의 교원평가제도가 승진을 위한 평정자료로 쓰이면서 학
교의 본질적 목적을 왜곡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2) 수업과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위주로 하는 평가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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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합리한 수업평가 지표를 설계하는

① 학생지도 지도 평가기준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자는 판단시 가능한 얻을 수

교사는 학생을 이해, 연구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학

있는 정보를 고려한 후(면담형식으로 수업실시자의 의도 등

생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전제이

을 파악) 객관적으로 등급을 매긴다. <표 1>은 수업과정관찰

다.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학생들의 일상행위를 파악하고 사

중의 평가지표이다.

회와 학생 가정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매 학생

② 수업종합평가

의 성격과 취미를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지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표1> 수업과정 관찰표

또한 학생을 존중하고 개인차에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학

시각

생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는 매 학생의 인격과 자존심, 개성, 감정과 프라이버시를 충
분히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며,

주요 평가 내용
1. 임무, 역할 및 호응관계가 학과 탐구의 요구와의 일치정도

수
업
설
계

2. 합리적인 지식구성 방식과 중점, 난점의 처리
3. 교수방법과 활동방식면에서 학생들의 과거의 경험, 수업전준비,
학습스타일에 대한 주목

열등생에게는 그들에게 적합한 목표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

4. 학생들을 격려하여 학습을 협조하도록 주의 줌

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도하며 예습과 방과후 보충지도

5. 학생들이 돌이켜 사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줌

를 하는 것으로 학생이 빠른 진보를 가져오게 한다.

1. 학습내용이 학급 학생의 발전수준과 어울림
2.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과학적임

② 수업방안 설계와 실시 기준
㉠ 이야기를 하는 방법 또는 상상의 분위기를

교
수
내
용

㉡ 수업을 잘 설계하여 학생들의흥미를 불러일으킴.

㉣ 사고를 넓히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킴.

4. 탐구하는 학과내용은 동태적인 지식체로서 가설과 추측, 조사분석 및
증명으로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음
5. 수업과 관련된 지식과 과외 지식을 적절히 연결시키며, 각 학과의
관련지식과 연결시킴.

조성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시작함.

㉢ 수업기교를 살려 학생들의 주의력을 전이시킴.

3. 수업중점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타날 때 학생의 지력활동을 전개

1. 교수기교가 학과요구와 일치함.
수
업
실
시
과
정

2. 교사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됨
3. 교사가 실내수업에 대한 관리 스타일이 수업 질 향상에 도움이 됨.
4. 교수진도가 학생의 수준과 요구 및 교과과정 요구에 부합됨.
5. 교사의 질문기교가 학생의 개념이해와 문제해결능력 발전에 도움이 됨.

③ 성공적인 수업평가기준

6. 실내수업이 교사의 질문이나 학생의 평가에 따라 적시에 조절됨.

㉠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1. 전체학생이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치를 부여함.

㉡ 학생이 수혜자로 됨(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격의 도야, 사고의 습관 양성, 끊임없는 추구를
소유하게 함)

2. 학생의 관점, 질문과 기여도를 중시하는 분위기 조성
수
업
문
화

3. 학생이 서로 호응합작하면서 학습함
4. 교사학생이 서로 호응하면서 학습함
5. 학생을 격려하여 질문을 제기하게 하는 수업분위기 조성
6. 건설적인 비판과 기존 관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학생을 격려함

3) 평가 조치와 방법
① 수업과정 관찰

자원
활용

1. 교육공학적 수단으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함.
2. 학생들 스스로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

수업평가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실시하는 전면적인 평가의
주: 표안의관점중관찰된부분에“∨”
를하고, 관찰하지못한부분은평어를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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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종합평가는“수업이 학생들의 학과 이해에 미
<표 2> 수업 종합평가표

치는 영향”
과“수업 질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두 개
방면에서 확정된다. <표 2>는 수업 종합평가표이다.

③ 신교육과정에서 실시될 평가체계의 특징
교사의 자체평가를 위주로 하고, 학교지도자, 동
료, 학부모, 학생이 공동으로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평

항목

달성도 요약기술
1. 학생이 학과에 대한 이해를 통태적인, 학습 탐구활동을 통하여 형
성도거나 충실히 할 수 있는 지식체를 형성

학생이
학과
이해시
발생될
가능성
이있는
영향

가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학생이 학과의 중요개념을 이해함
3. 학생이 자체적인 탐구능력을 구비함
4. 학생이 현실 속에서 이미 형성된 技能과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음
5. 학생이 본 학과의 학습에 자신감이 있음
6. 학생이 본 학과에 대한 흥미가 생김

㉠ 교사자체 평가 : 교사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여

우수

자신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함.

양호

일반

부족하다

매우부족하다

1. 교수목적성이 있

2. 교수목적성이 있

3. 교수목적성을 소

4. 수업 중 약간의

5. 수업이 메마르고

고 전체 학생이 의

고 전체 학생을 대

수의 효과적인 실천

성공적인 수업요소

학생들이 수동적으

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평가지

의있는 학습에 적극

상으로 한다. 학생

요소를 통하여 기술

가 포함되나 수업설

로 학습에 임하며

참여하며, 수업설계

이 의의있는 학습활

한다. 학생은 때때

계,실시, 및 내용면

무기력함을 나타내

표체계에 따라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함.

가 엄밀하고 실시과

동에 적극 참여하

로 의의있는 학습과

에서 다수 학생이

고 학생은 교사나

정에 교사가 예술성

며, 수업 설계가 엄

정에 참여하나 수업

적응하기에 어려움

교과서에서 제공하

을 살리며 즉 융통

밀하고 잘 완성한

설계, 실시 및 내용

이 있다. 즉 수업과

는 정보를 수동적으

성이 있게 학생의

다. 그러나

선택 면에서 부족점

정이 학생이 학과에

로 받아들일 뿐이

욕구와 흥미를 학습

교수내용의 선택 및

이 있으며 수업과정

대한 이해를 촉진시

다. 수업자료 제시

과정에서 고루 돌본

학생에 대한 욕구와

은 학생이 학과에

키고 학생들의 학과

방식에 대하여 다수

다. 수업과정은 학

흥미를 골고루 돌보

대한 이해를 촉진시

응용능력을 발전시

학생들은 수용하지

생이 학과에 대한

는 면이 부족하다.

키고 학생들의 학과

키는데 상당한 한계

못한다. 학생이 각

이해를 촉진시키고

수업과정은 학생이

응용능력을 발전시

를 보여준다.

종 활동에 참여하나

학생들의 학과 응용

학과에 대한 이해를

키는데 한계를 보여

그냥하는 것이지 목

능력을 발전시킬 수

촉진시키고 학생들

준다.

적성이 결여하거나

있다.

의 학과 응용능력을

개념발전에 대한 명

발전시킬 수 있다.

확한 연계가 부족하

㉡ 학교 지도자 평가 : 학교지도자 및 평가팀이 정

㉢ 동료 평가 : 수업목표, 방법과 과정 및 수업대
상, 수업환경 등의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동료평가는
서로가 학습하고 교류하는 기회이다. 교사는 동료평

실
내
수
업

가를 통하여 대량의 가치있는 정보와 경험을 얻을 수

질

있다.

요
약
기
술

㉣ 학부모 평가 :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평가도 매
우 중요한 참고적인 가치가 있다. 교사는 학생이 가정
에서의 생활 실정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

다.

모의 평가는 다른 한 측면으로부터 교사에게 학생의

술”평가에 대하여

주: 표의“개괄적 기
평가자가 판단 후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 학생은 학

대응한 등급에“∨”
를 메긴다.

교와 교사, 동학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학부모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사평가 과정에 반영

주: 표의“개괄적기술”평가에대하여평가자가판단후대응한등급에“∨”
를메긴다

한 생각, 의견과 건의는 교사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참고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하여

해야 한다.

학생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학생 평가 : 학생은 수업참여자로서 학생의 발전은 교

학교를 기본으로 하고 수업연구를 기초로 하는 교사 수업

사업무의 중심이자 목표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활동 및

개별안 분석, 연구토론제도를 구축하여 교사들이 자체 및 동

교사와의 접촉에 직접적인 느낌과 판단이 있다. 교사는 반드

료의 수업행위에 대한 분석, 회고와 평가를 통하여 전체 교사

시 고도로 중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업과 기타 방면에 반영

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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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교사평가제도

권미연 ｜베를린통신원, miyun65@hanmail.net
이고 그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입시 경쟁
및 그로 인해 중고교의 교육이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입시 위
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 개개인들은 엄청난 사
교육비를 들이면서도 자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밖에 없
는 한국의 상황이 독일의 학교 현장과 교육관계자들의 입장
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교사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로서 독일의 교
사평가제도를 참조하고자 할 때에는 두 나라가 처해 있는 교
육적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경험은 우리가 처해 있
는 현실을 돌아보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인다. 비
록 대학의 평준화로 인해 한국이 겪는 심각한 입시교육과 사
교육의 문제가 없는 독일에서도 현재 우리에게 고민되는 비
어느 나라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나라

슷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나아가 바람직한 일임에 분명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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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사평가제도의 약사- 운영과정, 평가자

가 따를 수 있는 모범이든 또는 정반대로 반면교사(反面敎

‘교사평가(Lehrerbeurteilung)’
는 독일에서도 아주 다루

師)의 대상이든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있었던 경험은

기 힘든 주제였고, 시기적으로 1980년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겪을 수 있을 시행착오를 줄이

공론화되지 못한 주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의 교육적 상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황에서 이 주제는 이론적이나 실천적으로도 경험의 축적이

그러나 사례를 단순히 살펴보는 데에서 참조 대상이 되는

빈약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1974년 이전에는 김나지움과

나라와 우리 사이에 놓인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간

직업학교의 학교장들만이 교사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과한다면, 그 참조 과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있었다. 그런데 1974년 라인란트-팔츠 주의 학교법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특수학교의 학교장에게

현재 한국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도입이 선포된 교

도 교사평가의 과제를 부여했고,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교사

사평가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에서 발표된 구체적 계획안

평가가 형식적으로나마 포함되게 되었다. 이로부터 라인란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일간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 근본

트-팔츠 주를 시발로 교사평가를 둘러싼 공공적인 토의가 이

취지가 교사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사들의 자질을 높

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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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면 토의는 합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측면
이 더 많았고 교사 단체의 측면에서 이 주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그 토대에 놓여
있었다.
1960년대 중반 독일에서는 공공재정이 궁핍하여 여러 사
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원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많
은 주에서는 교원의 퇴직으로 인해 생긴 결원에서도 새로운
교원을 거의 충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교
원 노동시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몇 년간
지속된 심각한 교원의 부족 때문에 그 이후 몇 년 간 교육청
의 비하적 묘사처럼“분필을 잡을 수만”있으면 모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시기가 지나
고 난 후 국가고시 성적이 뛰어난 교사 지망생도 교사가 될
기회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때 시간직 교사를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 2차 국가고시의 성적을 전공과 연계시키는 것이 교

었다. 학생수의 감소 때문에 초등학교와 하우프트슐레에서

원임용 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이 되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교

는 학급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또한 그 때문에 교사들이

원임용 국가고시가 도입되던 상황과도 아주 비슷한 측면이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있다 할 것이다.

교사평가는 교사들로부터 순수성과 실효성을 의심받게 되었

한편 김나지움과 직업학교에서는 60년대와 70년대에 걸

다. 당연히 해당교사는 교육 활동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 교

쳐 임용이 된 후 3,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와 교사 사이에서 신뢰에 바탕을 둔 친밀한 결합을 원하지

A13에서 A14 호봉으로의 승급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고,

만, 학교운영자의 편에서는 드러나는 업무성과와 확인된 업

승급은“근무평가”
(dienstliche Beurteilung)를 통해 업무성

무 동기를 강조한다. 학교운영자의 편에서는 어떤 경우든 업

과(Leistung)를 증명하는 절차와 결합되게 되었다. 이러한

무 동기를 지닌 더 젊은 교사를 보유하고자 하며 그들의 관점

상황에서 주어진 자리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 보아 성과가 적거나 성과가 없는 나이 든 교사를 내보내

경쟁이 강해졌고, 또 이러한 경쟁은 점수를 결정하는데 적절

려고 시도하게 된다.

한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성과를 토대로 한 교사끼리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많은 학

의 경쟁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교사평가

교에서 교사들은 외형상 드러나는 평가에 의해 더 많은 부담

의 주된 담당기관 및 담당자는 초기에는 주로 교육청과 교육

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평

청의 장학관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학교장에게 교사

가 자체가 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교사를

평가 업무가 이관되어갔다.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끼리의 외형적 성과 경쟁을 부

그런데 이후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

추기고(교사 측에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 기준에 의해) 교사

감소하면서 교사평가는 일관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

를 걸러내고 도태시키는 역할, 또는 실제로 교육의 발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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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운 기능이 없는 감시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생각

정이 따로 독립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주도 있으며 그렇

을 가지게 된다.

지 않은 주도 있다. 예컨대 통일 이전 서독의 11개 주(현재는

한편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몇몇 연구서들에서 이와 같

16개 주)에서는 바이에른 주, 베를린 주, 함부르크 주, 노르

은 교사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신뢰성의 강화를 위해 여러

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트 주만이 교사평가에 대

제안과 연구 모델들이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

한 규정을 공무원법이나 조례 등 관련 법규 속에 독립 조항으

선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인력배치에 필요한‘근무평가’

로 정해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교사평가는 그 자

차원을 넘어서서 교사를 후원하고 학교의 질을 높여 교육의

체가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이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적이 없다. 그

안이라고 할 수 있다.

리고 이러한 연구서들에서 평가자로서 동료 교사, 학부모, 학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

생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으나 이것도 현실

어 2001년 12월에 발표된 OECD 32개국의 15세 학생들을

에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켜 실제로 도입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에

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대개의 현행 교사평가는 학교

서 독일이 21위 정도에 머물러 독일의 교육관계자들이 큰 충

장의 교사에 대한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격을 받은 후 제시된 교육개혁안 중에서도 교사평가에 관한

교육과학노조 베를린 지부 교육정책 담당 자비네 뒤버스

내용은 전혀 없었다.

(Sabine Duebbers)는 독일의 현행 교사평가제가 그 평가기

즉, 독일의 교육관계자들은 독일의 학생들이 부진한 성적

준에서 현대의 교육과 일치하지 않고 아주 형식적이어서 올

을 기록한 근본 이유를 사회, 경제적 약자층, 빈곤층 출신의

바른 평가를 위해 전혀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교사평가를

어린이들이 적절한 사회적 후원을 받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통해 학교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파악하여, 이른바 온종일 학교(Ganztagsschule)의 확산을
통한 개별 학생에 대한 후원의 확대와 독일어 및 읽기 교육을

교사평가제도의 명칭 및 현황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물론 이와 아울러 주 전체에서나 국가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평가제도의 명칭은

전체에서 관리하는 중앙아비투어의 도입을 통해 학교간, 학

대체로‘근무평가(Dienstliche Beurteilung)’또는‘교사근무

생간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

평가(Dienstliche Lehrerbeurteilung)’
이다. 이러한 명칭에서

일의 교육계에서는 교사평가의 확대나 새로운 형식의 교사

도 알 수 있듯이 독일에서 교사평가는 그 자체가 따로 독립되

평가제 도입이라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또는 직원들의 근무평가의

다만 그들은 독일의 학생들의 성적부진을 교사 개개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형태는 한국

능력 부족에서 찾지 않고, 독일 사회 시스템의 약점에서 찾았

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교사에 대한‘근무평가’
와 비슷한 형

다. 이 점은 분명 부모의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이 부나 기득

태라고 할 수 있겠다.

권의 세습에서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비교를 통해서 보더

이에 따라 교사평가에 관한 법적 규정이 부분적으로는 학

라도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 드러남에도 독일

교법에 존재하지만, 대개 각 주의 공무원법

사회는 자신의 시스템을 심각한 약점이라고 인지하고 사회

(Landesbeamtengesetz), 조례 또는 교장근무지침 등에 포함

경제적 출신 배경으로 인해 교육에서 나타나는 기회의 불평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속에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 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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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며,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 아니 할

핵심적 사안이 아니며, 또한 연방국가로서의 독일에서 각 주

수 없다.

가 여러 방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평가
에서도 통일된 법규나 규정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독

교사평가의 대상 및 내용

일 전체에서 교사평가의 목적이 명시된 통일된 법규를 확인

당연히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교사평가에서 평가의 대상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주 교육부의 근무평가 규정을 보면

은 학생이나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의

다양한 목적 설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빈도에 맞추어

교사들 자신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

사평가는 앞 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또는 계약직 직
원)의 근무평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

1) 교원인력 활용에 대한 토대의 획득(모든 주)

편 독일에서 교원임용을 원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교직

2) 개별 교사에 대한 조언과 후원(바이에른, 니더작센, 잘

(Lehramt)을 이수하고 제1차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18개월
또는 24개월 간의 세미나와 일선학교에서의 실무실습과정을

란트 주)
3)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감독에서 나타나는 오해의 인
식과 제거(바이에른, 잘란트 주)

거친 후 제2차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때 이 제2차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 실무실습과정을 밟고 있는 예비교

4) 수행원칙의 현실화(바이에른, 라인란트-팔츠)

사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5) 직업적인 활동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원의 교육

그런데 독일에서 교사평가가 의미 있고 유효한 결과를 보
이고 있는 영역은 바로 제2차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

성과의 승인(바이에른)
6) 장학관에게 수업과 교육활동의 다양한 형태를 알려 줌

비교사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교사는 수업의
계획, 수업 실행, 성적 평가, 학교 활동 전반에의 참가, 동료

(함부르크)
7) 학교교육전반에 대한 후원(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

교사와의 협동 작업, 학생 상담, 학교 외 시설에 학교의 일을

트팔렌)

통해 참가하는 정도, 학생 돌보기, 자신의 업무능력향상 및
자발성과 책임성 등 교직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평가를 받

아울러 이러한 목적은 교원에게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부

는다. 이때 대개 평가의 주체는 예비교사가 그 기간 동안 참

여하는 기능, 교원의 선발과 할당기능 및 그를 통한 학교의

가해야 하는 세미나 운영자, 담당선배교사(Mentor), 해당 학

사회에 대한 통합과 정당화의 기능을 가진다.

교장 등이며 이들이 작성하는 소견서(Gutachten)는 6등급으

그러나 이와 같이 드러난 교사평가의 목적은 앞에서도 잠

로 나누어져 실습기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과

시 언급했듯이 현실에서는 교원 수급의 현황에 따라 주로 교

함께 2차 국가고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 인력의 관리와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운용되게 되었다.

한편 기존 교사에 대한 평가도 예비 교사에 대한 평가 내
용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1)

따라서 예비교사가 아닌 기존 교사에 대한 평가에서 개별 교
사를 후원하여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학교의 질을 향상시
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교육적 목적은 법규에 형

교사평가의 목적 및 기능

식적인 문구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듯하

교사평가가 교육정책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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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

교사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장 자리가 비면 그 학교의 교사협의회에서 능력 있고 신망 있
는 교사를 교육청에 추천하거나, 또는 주 교육청에서 교장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교장을
임용한다(그리고 교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학교
에서 수업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국적 용어로 말하
자면 수석교사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교장으로의
승진이 교사 개인의 근무평가점수에 직접적으로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된 A13에서 A14로의 승급은
직책의 승급이 아니라 단지 호봉(Besoldung)의 승급일 뿐이
다.
즉, 독일에서 교사평가제는 교육현장에서 교원인력활용이
라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면서도 그것이 교감이나 교장으
로의 직책의 승급과는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원인력활용이라는 목적에서조차도 교원수급사정에 따라
평가에서 지속적인 일관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리는 독일의 사례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교사평가에서 교사에 대한 조언과 후원을 통한 교원 자질의

교사평가의 문제에서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고자

향상과 그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의 강화라는 목적은 거의 포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우선 익히 알려진 대로 독일은

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교사평가제는 교육 현장에

근본적으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어 한국의 인문계 중고등

서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근무평가’
에서조차 큰 의미를 가

학교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에서‘일류대학을 가기 위한’입시

지지 못한 채 형식화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는 교사평가가 교원인력활용의 목적으로만 주

또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평가에서 교사는 교육

로 운용되었으며, 놓치지 말아야 교육적 목적, 즉 개별 교사

적 책임 아래 전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

에 대한 조언과 후원 및 그를 통한 학교의 경쟁력 강화라는

의 성적평가자료는 상급학교의 진학 사정에서 가장 근본적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공교육이 입시교육

자료이며, 여기서 개별 교사의 권위와 책임은 다른 누구에 의

으로 황폐화되어 있지 않은 독일에서 이렇게 교사평가제가

해서도 훼손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

현실에서 정착하지 못한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

인될 수 있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독일에서의

지 않는 것 같다.

교사평가제도의 경험도 이와 같은 독일의 상황을 이해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 교사평가가 어떤 경우든 단순한 교원인력
수급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교사평가는 우수교원을 확

한편 독일에서는 평교사에서 교장으로의 승진이 한국처럼

보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업적 평가에 따른 교사들의 도태 수

평교사가 점수를 많이 획득한 순서대로 교감, 교장 연수를 받

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다. 우수한 교원의

고 발령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당 학교의 교

확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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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한국처럼 교과지식 위주의 임용

-교사의태도(언어, 유연성, 학생의태도에대한반

고시가 그 해답이 아니라면, 결론은 현장실습의 강화를 포함

응, 질

한 교원양성제도의 합리적 개혁이 우선일 것이다. 나아가 기

문, 지도방식, 가치평가)

존의 임용된 교사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후원 및 재교
육 제도의 확보일 것이다.

-학생의태도(자발성, 학습의진보, 사회적구성과사회
적태도, 학업분위기, 교육수준)
-수업의내용(적합성, 생활세계적연관성, 교육적가치,

둘째, 한국에서처럼 중등교육이 입시교육으로 피폐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교사 개인의 자율적 책임과 권위가 한국보
다 훨씬 잘 확보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교사평가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염
두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처럼 중등교육이 입시

내적구성)
-방법(조직화, 접근및동기부여, 적합한수업형식, 적절
한변화, 매체사용, 요약과결과확인)
-특색(시간에맞는수업형식, 개혁-수업의창조적양식)
3. 수업외적업무성과및행동양식

경쟁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의 어

-동료와의관계(친교, 의사소통솜씨)

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가에 학부모와 학생

-팀능력, 협의회/작업집단에서의협동

이 참가하여 나타나게 될 결과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전체에대한참여(학교활동, 학교소개, 학교프
로그램, 조직발전, 학교에대한동화)
-외부와의협력(학부모관련업무, 조직, 연맹및학교소유

여기서 우리는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학교교육 자체가 경

법인과의좋은관계, 학교개설준비정도)

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공교육

-신뢰성, 정확성(모든의무의양심적지각, 규정된명부

을 파행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과 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

의기입, 정확성, 학교를대표하는일필요한경우의준

하는 대학의 서열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그것이

비성)

모든 한국교육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직업적재발전(재교육에대한관심, 복명(�命)과자기발
전에대한개방성)

도달하게 될 것이다.

4. 특이점
5. 요약

주)
1) 2000년에 하인츠 라우셔(Heinz Rauscher)는�교장지
침서 94-교사평가와 교장에 의한 조언�
(Schulleiterh-

2) H. Tilmann, Lehrerbeurteilung, Quelle & Meyer,

andbuch 94 - Lehrerbeurteilung und Beratung

1981 27-30 쪽 참조. 그러나 여기서 빈도수가 높은 항목

durch den Schulleiter)에서 교사평가에 대해서 전문적이

이 교사평가의 목적 설정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고 기본적인 참고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사평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을 제시했다.

1. 개인에대한진술및현재재직학교
2. 수업
-수업의계획과교안, 구상의명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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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2

■ 특별기획2 e-Learning 체제와교육의변화
>> 단기책e-Learning , 그러나 이시점에선필요한선택이다
>> 교사는학생보다교과내용을더잘알지만학생은교사보다
정보통신기술을더잘안다”
>> Tutor가없는 e-Learning 은위험하다

단기책e-Learning , 그러나이시점에선필요한선택이다
e-Learning 체제와 사교육

김홍원｜학교교육연구본부장, 사교육연구특임센터소장, khw@kedi.re.k
이런 점에서 e-Learning은 유익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영지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배우
기 위해 인터넷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검색하여 박물관의 역
사, 건물의 모습, 소장된 미술품 등을 조사한다. 궁금한 것이
있어 프랑스어를 아는 삼촌에게 부탁하여 e-mail을 통하여
박물관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틀 후에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왔다. 프랑스에 가지 않고도 궁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준수는 섬에 산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
에 비해 학습 여건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준수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수학실력 수준을 점검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개발된 수학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공부를 한다. 두 종류의
수학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하나는 높은 실력을 지닌 수

교육담당교원 연수를 받는다. 사이버 연수과정에는 인터넷

학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담은 수업프로그램이고, 다른

에 탑재된 교재를 읽고, 인터넷 토론방에서 담당지도교수와

하나는 여러 가지 수학문제들이 있는 문제프로그램이다. 과

연수생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한다. e-mail을 통하여 과제를

거에는 대도시에 가야만 이런 실력을 지닌 선생님의 강의를

제출한다. 자료실에는 여러 가지 영재교육 관련 자료가 있어

들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섬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준

시간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받는다. 좋

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보고, 그래도

은 자료가 있으면 자신이 탑재하여 여러 선생님이 공유하게

모르면 인터넷 지도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준수는 방과후에

할 수도 있다. 같은 교육청에 있으면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

는 아버지를 돕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 일찍

는 과학교사들이 별도로 만든 인터넷 모임에 수시로 들어가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서 서로 안부를 묻고 정보를 교환한다. 모르는 것이 있어 인
터넷에서 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즉시 답을 해주어서 유

45세인 철수 아버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익하다. 자연스럽게 학습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안에서 선생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

님들끼리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연구하는 일이

부를 한다. 궁금한 것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질문을 한다.

재미있다.

중학교 과학교사인 김 교사는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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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K 기업은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연수를
실시한다. 본사에서 강의를 하면 이것이 동영상으로 전국에
있는 연수장소로 전달된다. 본사의 강사와 지역의 연수생들
이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연수가 실시된다. K 기업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해외에 있는 직원들과도 회의를 하고, 중
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e-learning은 전자통신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새롭게 나타
난 교수-학습 방법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전자통신매체의 발달
에 힘입어 나타난 e-learning 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여 교육을 혁신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첫째, e-learning 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적 제
약을 받지 않고, 빨리,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에는 학습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일정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e-learning 체제 안에서는 학

한 분지(分枝)를 이루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습자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교사

있다. 이와 같은 수준별, 분지별 프로그램은 학생의 능력 수

로부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준에 맞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

때문에 학습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다.e-learning 체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교수-학습프로그램을

된다. 시간과 장소, 비용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학습 체제는 과

개발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노력, 경비가 들지만,

거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보다 많

한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은 시간과 장소, 학습자 인원에

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

둘째, e-learning 체제는 개인맞춤형의 교육을 이루게 하

서는 더 경제적이다.

는 수단이 된다. 소인수 학급에서 한 사람의 교사가 개인맞춤

셋째, 평생학습체제를 구현하는 수단이 된다. e-learning

형의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한계가

은 시간과 장소, 학습자의 인원이나 특성 등에 구애 없이 실

있다.e-learning 체제에서는 미리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프로

여러 수준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놓고, 학습자가

그램을 미리 개발하여 사용하게 된다. 또 지금의 장소, 시간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을 하게 할

에 지도교사가 있어 학습을 관리하는 과거의 교육과는 달리,

수 있다. 동일한 수준의 학생이라도 각자가 지닌 지식수준이

e-learning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학습을 해야

라든지, 문제 해결상의 오류 원인 등은 다를 수 있다. 동일한

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태도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수준의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

e-learning은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교육유형인 평생학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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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e-larning은 공급자 중심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수준별(상∙중∙하)로 개발한다.

의 주입식 학습을 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변화

∙학교나 학생은 가정, 학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무료

시키게한다. e-larning 체제는 21세기의 새로운 교육모습을

로 복사하거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구현하고 혁신을 도모하는 한가지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러

에서는 수업 중 또는 방과후 보충 학습 등에서 이를 활용할

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이러닝산업

수 있다.

발전법’
을 법률 제 7137호로 공포하였다.

∙자기실력진단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이 자기의 실력을
진단한 다음,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

EBS 수능방송∙인터넷강의, 장기대책은 아니다

도록 하였다.

오늘날 교육은 국민의 희망이 아니라 고통으로 느껴지고

∙현직교사로 구성된 200여명의 사이버교사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것의 가운데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과 사교육

학생의 질문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비가 자리 잡고 있다. 과도한 사교육은 학교급, 지역, 계층,

답해준다(사이버담임교사제).

학생의 성취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 관계되어 있으며, 지

∙현직 유명 교사와 외부 유명 강사(학원가에서 스타강사

금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사

라고 이름난 강사)로 강사진을 구성한다. 대략 100명 정도이

교육비는 가정과 국가의 경제적 불안 요인뿐만 아니라, 계층

며, 반은 교사, 반은 외부 강사로 구성되어 있다.

간 사교육비 차이로 인한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해 국가 사회
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0대 추진대책은 단기∙중

∙강의내용은 교재로 개발되어 보급되며, 학생들은 실비
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한다.
∙저소득 계층이나 도서벽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
가가 필요한 시설이나 교재를 제공해 준다.

기∙장기 대책으로 나누었으며, 이 중 첫 번째 대책이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여 고등학생의 수능과외를 대체한다

이러한 대책은 매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신

는 것이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

문에서 커다란 지면을 할애하여 관련내용을 보도하였으며,

면 다음과 같다.

대책에 대한 찬반의견, 실현가능성과 효과 등이 지속적으로
여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o EBS에서 56개 과목의 수능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러한 대책에 대해 개발원에서 2월말에 온라인모니터링

이를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제시하고, 강의내용과 수능

체제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09명의 응답자 중

시험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수능문제를 어떻게 출제하고(그

(교원이 54.9%, 전문가가 28.3%, 학부모 7.7%, 기타

대로 출제하는가? 아니면 약간 변형하여 출제할 것인가? 응

9.2%) 75.8%가 e-learning 체제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는

용하는 문제를 낼 것인가? 등), 어느 정도의 비율로 출제할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가 공교육

것인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체제를 통해서 사교육을 흡수하고, 수능대비 지도를 하고, 강

∙EBS 플러스 1(수능전문방송)을 통해 24시간 수능강의

의된 내용 중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토록 하는 것이 어느 나라

를 방영한다. 동일한 내용을 하루 3회 방영한다. 인터넷에는

에서도 볼 수 없는 대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능대비

수능강의를 파일로 탑재하여 놓는다.

를 위한 사교육비가 가정 경제를 어렵게 할 정도가 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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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계층에서는 커다란 불안, 불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고심 끝에 나

만요인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대책만이 즉각적, 현

타난 방법이다. 그러기에 정부도 단기대책으로 제시하였으

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며, 장관도‘해열제’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것으로 판단된다.

열이 일단 내려야 몸이 움직이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필자가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여러 모임에 참석한 결과

몸을 추스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듯이, 과도한 사교육과 비

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살림과 교육문제를

용을 줄여야 가정도 안정되고, 국민의 불만∙불안 요인도 잠

맡고 있는 어머니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물론 일부교

재우고, 이러면서 공교육 본연의 모습과 권위를 찾아갈 수 있

사 및 학부모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이 학교를 입시학원화하

게 되는 것이다.

고, 학생들은 수능방송과 과거의 학원을 모두 들어야 하는 이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

중 부담을 갖게 되고, 수능방송에 출연하는 강사는 더 스타강

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고, 다른

사가 되어 소득을 더 올리게 한다는 문제를 유발한다면서 반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이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수

대를 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복용하면 좋지

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않지만 당장 열을 내리는 데 필요한‘해열제’기능을 하는 이

는 텔레비전, 케이블, 적절한 용량을 지닌 전용회선과 서버,

러한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컴퓨터 등이 잘 구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필요한 시

학원관계자들은 수능강의와 방과후 보충학습이 학원 수강

설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들

생들의 등록 비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반대의

이 첫 방송이 되는 4월 1일에 많은 접속자로 인하여 행여나

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유명강사들이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였으나 정부

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실제로 각종 신문보도

의 사전 준비와 대책에의해 현재까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

에 의하면 학생의 등록비율은 많이 떨어졌으며, 유명강사가

다.

있는 대형학원이나 강남의 학원보다 이러한 강사가 없는 중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제공되는 수업의

소학원이나 강남 이외의 학원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한 것

질이 좋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를 외면하고 예전대로 학원 강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자사가 개발한 인터넷

의에 참여하게 된다. 실력 있는 강사진 선정, 제공된 수업과

강의를 무료로 듣도록 하고, EBS 수능방송의 틈새를 노리는

교재에 대한 수요자의 평가 결과 반영, 강의내용의 수능 반영

보충강의나 교재를 개발하고, 수능방송보다 더 세분화된 수

방법과 비율, 더욱 세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사이버담임교

준의 강의나 교재개발을 시도하려고 하고, 텔레비전이나 인

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

터넷을 통한 학습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의 질을 계속 높여가야 한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대책과 변화에 불안을 감추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여러 학교에서 방과후 보
충학습 시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 학교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

와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즉

이 대입준비를 위해 국가가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수업에 참

활용 계획 수립, 강의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학생의 감독이나

여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구현하기 위해

관리 등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BS 방송을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이상적인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구에서도 하위권에 있던 학생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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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마주
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수능강의는 화면 속
에서 설명 위주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이 오
랜 시간 동안 주의를 집중하여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 질문과
토의, 발표, 실험이나 실습, 관찰, 현장조사, 시뮬레이션, 역
할연기, 농담과 웃음이 있고 학생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행하
는 살아있는 수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학생이 탐구력, 상상
력과 창의력,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을 하기도 어렵다.‘감동이 있는 창의적인 수업’
,‘새로운 문
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해 가는 수업’
을 수능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대
도시 이외 지역의 학생이나 저소득층의 학생들도 대입시에
력을 전국수위수준으로 끌어올린 대구영신고의 사례는 교사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를 듣는 동안, 우수교원 확보, 수업?평

의 의지와 참여가 어느 정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사가 적극

가방법 개선,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

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로지도 강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같은 중기 대책이 빨리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독점

시행되어 학교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학벌위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경쟁상대는 생존차원에서 경쟁

주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단기대

력을 높이려고 투쟁하는 사교육 시장이다. 사교육 시장과의

책의 시행과 효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경쟁에서 밀린다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변화시키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학교교육은 이전보다 더 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특히 중산층 이상의 학부

폐화해 질 것이다.

모들은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더라도 다시 사교육 시장
으로 발을 돌릴 것이다.

e-learnng은 정보화 사회, 수직화된 사회가 아니라 다원
화된 네트워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 모습이
다.e-learning은 수능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만을 위해서가 아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학교교육의 개선기회로 삼
아야

니라, 첨단 정보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규학교 수업이나
학교 밖 평생학습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는 학교수업을 수능강의 위
주로 진행하게 하고, 학생들이 학교교사보다 수능강의에 나

육을 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이용되어야 한다.

오는 교사나 학원 강사를 더욱 신뢰롭게 여겨 가뜩이나 황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

되어 있는 공교육을 더욱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의는 교사의 역할과 수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

그러나 수능강의는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

로 교사가 수업을 개선하여 참된 수업의 의미와 진가를 보여

하는 것이며 이런 역활을 해야한다.

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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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earning체제와 교육의 변화

“교사는학생보다교과내용을더잘알지만
학생은교사보다정보통신기술을더잘안다”
e-Learning 체제와 교육변화

서영석｜한국교육학술정보원사이버학습기획팀장, young@keris.or.kr
이전까지사교육시장에서비싸게이루어졌던수준별학습
이이제학교라는인간화된교육적생활공간에서, 그것도가계

<표1> EIU의 국가별 이러닝 준비도 평가(2003년도)
국가

점수
(10점 만점)

순위
(총 60개국)

국가

점수
(10점 만점)

순위
(총 60개국)

스웨덴

8.42

1

싱가폴

8.00

6

의부담을줄이면서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는방식으
로이루어질것입니다.

캐나다

8.40

2

덴마크

7.98

7

(중략) e-Learning은농어촌및저소득층자녀에게도대도

미 국

8.37

3

영 국

7.93

8

시 지역의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

핀란드

8.25

4

노르웨이

7.91

9

로써사회통합과교육복지를실현하는획기적인계기가될것

한 국

8.24

5

스위스

7.72

10

입니다.
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EBS 수능
「대국민담화문‘e-러닝시대개막에즈음하여국민여러분
께드리는말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안병영

강의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그간 서울 강남의 소수 인원만이
들을 수 있던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를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
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하

왜 e-Learning인가?

여, 중∙소도시 학부모의 81%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IT 산업을 국가의 중점

또한 2001년부터 e-Learning을 통한 대학 과정 이수라는 새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OECD국가 중 7위를 차지하는 인터

로운 제도로 마련된 사이버 대학의 경우 그 정원이 2001년 9

넷 강국이 되었다. 2003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가입

개 대학 6,220명에서 2003년에는 16개 대학 약 28,000여 명

자 수는 전 국민의 64.1%인 2,861만 명에 이르며, 초고속 인

으로 늘어, 그 학생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터넷 가입 가구 수는 총 가구의 68.6%인 11,31만 5,000가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덜 받으면서 저렴하게 대학 과정을 이

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수준은 2000

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대학 수학 기회를 놓친 사람에

년을 기점으로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모든 교실

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에 대형 프로젝션 TV와 컴퓨터 등 교단선진화 기자재가 보
급되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e-Learning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는 앞
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 학습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특히 올해에는 영국의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 EIU(Ec

학습 기회 제공, 특수교육 및 장기간 입원 학생을 위한 교육

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국가별 e-Learning 준비도 평

기회 확대를 가능하게 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과 전담

가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해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

교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방송 수능 인터넷 서비스를 함에 있어 빈부

이러한 선진 교육정보화 환경의 구축은 먼저 교육기회의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 등으로 교육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

원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료 지급, 위성 방송 시청 장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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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의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빈부 격차에 따

따라 전화통신망을 이용한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른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전화통신망을 이용한 아주 초보

바 있다. 이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문화관광부

적인 수준의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이었지만 그 당시에도

의 문화의 집, 보건복지부의 공부방 등을 통해서도 소외계층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던 사업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에게 e-Learning이 제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교육열과 정보통신의 가능성이 낳은 결과였다. 하지만 이때

다.

만 해도 통신 회선의 속도가 너무 느려 시범 사업을 통한 e-

e-Learning은 교육 기회의 확대뿐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

Learning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따라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교육

서 초∙중∙고등학교의 e-Learning은 1995년까지 플로피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는 교육 공급자 상호간의 경쟁

디스크나 CD-ROM을 기반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운영되

을 유발해, 교육의 질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는 학습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정보공유체제

그 후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는「신교육체제 수립을

사업은 전국에서 생산된 교육 콘텐츠를 에듀넷에서 한 번에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첨단정보공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 및 학생이 양질의 교육 콘텐

학을 이용한 교육정보화, 열린교육사회비전을 제안했다. 이

츠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2003년

보고는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교육정보사이트

말 이미 28만여 건의 교육용 콘텐츠가 제공되어 교사와 학생

인 에듀넷 탄생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초∙중등학교의 e-

이 수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가 수업 준비를

Learning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자료 공유를 시발로 <그림 1>

더욱 충실히 하게 하며,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 문제를

과 같이 단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 교육관련 각종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으

<그림 1> e-Learning의 발전 과정

로써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교육 방법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

그간의 e-Learning은 어떻게 추진되었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e-Learning이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7월「학교컴퓨터교육지원추진계획」
이
수립되고 그해 9월「교육연구전산망기본계획」
의 최우선 사
업으로 학교컴퓨터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다. 그동안 연구자 수준해서 개발하던 컴퓨터보조교수
(CAI, 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자료가 국가 차원에

[교육자료 이용 활성화(1996~1999)]

서 개발∙보급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인터넷을 통한 최초의 교육자료 이용활성화

1990년도에는 한국통신에서 공중전화 낙전 수입을 이용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내 최대의 교육정보서비스시스템인

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16비트 컴퓨터를 보급함에

에듀넷(www.edunet.net)이 이 시기에 탄생했으며, 개통 초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4

5+6

75

특별기획2 >>

e -Learning체제와 교육의 변화

기에는 주로 교육자료를 전자화하고 이를 자료실에 등록하

다. 또한 2003년에는 교수학습센터구축 사업이 시작되어 단

는 등 교육자료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

순한 교육 콘텐츠의 공유를 넘어서 교과연구회, 교원연수원,

이버공간에서 학생 또는 교사 들의 동호회가 구축되어 활발

연구학교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이 시범 운영되기도 했다.

[수업자료 이용 활성화(2000)]

<그림 2>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통합 검색 서비스

2000년부터는 교실 수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
가 차원에서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사업 및 학업성취도평가
문항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개인
중심의 콘텐츠 양적 확대에서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수업 자
료 개발로 그 축을 옮기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사이버
강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개인별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시작
했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원(2001)]
수업 자료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제공
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

[사이버가정학습체제 구축(2004~)]

한 수업 방법 공유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제

2004년은 e-Learning 체제 구축의 새로운 원년이라 할 수

는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닌 수업 방법의 노하우를 담는 ICT

있다. 4월 1일, EBS 수능강의 서비스가 전국의 학생을 대상

교수학습과정안 및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국 규모로

으로 자율 학습이 가능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이버 강의 서비스의 일방향이라

제 학생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별 교과 질의 응답을 제공하는

서 어느 때든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지

사이버 선생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역 차이로 인한 교육 서비스의 불평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EBS 수능 강의 서비스는 고등학생 및 수험

[국가 교수-학습지원 연계 체제 구축(2002~2003)]

생에 한해 수능 중심의 자율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그

2002년부터는 중앙 및 시∙도 교육청에서 제작된 각종 교

대상자와 교육 내용에 한계가 있다. EBS 수능 강의 서비스

육 콘텐츠가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를 통해 국가 지식 DB로

가 단기적인 추진된 e-Learning 서비스라고 하면 초∙중∙

구축되어 서비스되기 시작했다. 이는 중앙과 시∙도 교육청

고등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는

에서 생산된 교육 콘텐츠의 소재 정보를 일정한 표준 형식으

「자율학습 콘텐츠」
,「사이버교육상담서비스」
,「사이버가정교

로 구축함으로써 이용자가 중앙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 정

사서비스」
,「사이버학력진단서비스」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

보서비스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고 한 번의 접속으로

는 체제이다.

전국에 흩어진 교육 콘텐츠를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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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학교수업대체형으로 학교간 컨소시엄 구축을

<그림 2>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개념도

통해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함께 개설해 운영
하는 형식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의 가상고등학교(VHS,
Virtual High School)와 플로리다주의 온라인 고등학교
(FOHS, Florida Online High School) 등이 대표적인 형태라
하겠다. 끝으로 국가차원의 원격학습이 진행되는 곳이 있는
데 이는 가상 수업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지원
체제가 이루어진 형태로 캐나다의 알버타원격교육센터
(ADLC, Alberta Distance Learning Centre)가 대표적인 기
관이다.

국내의 e-Learning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최근 국내에서도 수업자료의 공유∙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e-Learning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소극적인 e-Learning 추진에서 사이버상에서 가상의 학교를

해외의 e-Learning 지원 체제는 크게 3가지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이버스쿨 운영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는 보충∙자율학습 지원형으로, 교실

례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약 1,500명

수업의 지원∙보완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 제공 및

을 대상으로 5개 교과 16강좌를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운

커뮤니티 구축 운영형태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학습국가망

영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의 경우도 중∙고등학생에게 기

인 NGfL(National Grid for Learning)과 호주의 교육국가망

술∙가정이나 한문 교과에 대해 원격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

인 EdNa(Educational Network in Australia)가 있다.

며,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집에서도 국어, 영어, 수
학 등 주요 교과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

<표2> 해외 e-Learning 지원 체재 사례
서비스명

고, 사이버 상에서 학업 관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일이용자

수연간이용자수

보충∙자율
학습지원용

3,403

1,242,095

27일까지 10주에 걸쳐 사이버 공간(eclass.edunet.net)에 학

Maryland Virtual High School
(미국 : 매사추세츠주)

학교수업
대체형

2,991

1,091,715

급을 구성하고 사이버 가정교사를 두어 학생들이 개별적으

Florida Online High School
(미국 : 플로리다주)

학교수업
대체형

4.701

1,715,865

500

182,500

National Grid for Learning
(영국)

Babbage Net School
(미국 : 뉴욕주)

형태

보충∙자율
학습지원용
학교수업
대체형

21,344

7,790,560

Cyber School
(미국 : 오레곤주)

학교수업
대체형

8,713

3,180,245

Alberta Distance Learning Center
(캐나다)

국가차원
원격학습

642

234,330

5+6

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를
시험 운영했다.

Community Learning Center
(미국 :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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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2003년 10월 20일부터 12월

본 시험 운영에서는 5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전담 관리해 주는
사이버 가정교사 60여 명을 조직해 운영했다. 또한 맞춤형∙
수준별 학습콘텐츠로 수학과 총 217차시를 제공해 학생의
수준이나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77

특별기획2 >>

e -Learning체제와 교육의 변화

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사항은 첫째, 교사와 학생의

현재 미국에서는「X세대를 뛰어넘어… www.Y세대

관계가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광역단위 사이버 학급

(Beyond Generation X.... Generation www.Y)」
라는 프로젝

의 경우 학생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으므로 학교와의 온-오

트가 미국 연방 교육부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

프라인 연계체제 구축으로 해당학교 선생님의 참여를 유도

트의 시작 동기는 간단하다.「교사는 학생보다 교과 내용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 잘 알지만, 학생은 교사보다 정보통신기술을 더 잘 이용할

둘째, 향후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가 전교과로 확대될 경

수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부족한

우 대량의 콘텐츠 공급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민∙관∙학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격의 없이 노력한다면 학교에 큰 변화

연계체제 구축 및 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연차적 컨텐

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 내용을 가르칠 때 정

츠 개발이 필요하며, 셋째 향후 확대 운영시 대규모의 사이버

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와 정보통
신기술 이용 능력은 우수하나 학업에 흥미를 잃은 학생

<그림 2>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흐름도

(www.Y세대)을 동반자로 묶어줌으로써 학교를 변화시키자
는 것이다.「www.Y세대 프로젝트」
를 통해 모든 교과와 학년
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수-학습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협동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게되고,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자
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www.Y세대 프로젝트」
는「학교에서 교사는 주기만 하고,
학생은 받기만 한다」
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관념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생은 이제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
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Learning은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
키는 핵심 전략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 교육체제에 e-

가정교사 필요하게 되므로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

Learning이 효과적으로 융합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

해 사이버가정교사의 업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이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를 통

다음은 사이버 학습의 흐름도이다.

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교육 혜택이

앞으로e-Learning 어떻게발전되어야하나?
“저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학교에 가면 향수병
(homesick)에 걸립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저는 손
자의 향수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할것입니다.”
전 미국교육부장관 리처드 랠리(Richard W. R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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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영역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식을 e-Learning을 통해 언제, 어디서
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e-Learning이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
한 계획과 운영관리, 적극적인 실행, 그리고 냉철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에서 e-Learning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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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기술 및 인프라, 학

사회문화적 검토와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이

습자원의 확보,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의 확

가능하다.

보와 적절한 사용 계획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이제 e-Learning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만으로 추진하

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4월부터 사이버가정학습 정보화전략

기보다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관

계획수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중앙과

련부처의 통합 지원 체제가 구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바로

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망라된 e-Learning의 종합적

지금이 국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e-Learning이 총괄적으

인 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EBS 수능 강의 인터

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넷 서비스의 개통에서 보여주었듯이 e-Learning은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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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가없는 e-Learning 은위험하다
e-Learning 활성화와 Tutor의 역할

백영균｜한국교원대학교교수, skytop@chollian.net
이 글에서는 e-Learning의 개념과 운영요소, 효과적인 eLearning 전략을 살펴본 뒤 국내∙외 e-Learning 활용 현황
을 요약 정리해 본다. 그리고 기존의 튜터의 역할에 관한 연
구를 바탕으로 e-Learning 활성화를 위한 튜터의 역할에 대
해 정리하고자 한다.

세계는 이렇게 e-Learning을 정의한다
e-Learning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여러 학자들의 e-Learning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표로 제
시하여 보았다.
e-Learning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과 수행을
Rosenberg(2000)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 양한 유형과 범위의 학습 활동 및
자원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2004년 1월 8일 e러닝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미국정부(2000)

e-Learning은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
되는 교수 내용 혹은 학습 경험이다

Horton(2001)

e-Learning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디
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ASTD(2001)

웹기반 학습, 컴퓨터기반 학습, 가상교실, 디지털 협력과
같은 도구와 과정으로, 인터넷, 엑스트라넷, 오디오와 비
디오테잎, 위성방송, 상호작용 TV, CD-ROM 등의 의미
를 포함하는 것이다.

해 e-Learning 관련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교육문
제 해결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e-Learning을 공식적
으로 거론하는 등 e-Learning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과거의 어
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의 환경 개선과 사이버 교육
의 활성화에 힘입어 e-Learning은 학교에서보다도 기업에서
먼저 도입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e-Learning이 도
입되던 초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Hammomd(2001)

e-Learning은 모든 종류의 학습에 테크놀로지를 이용
하여 학습을 설계, 전달, 선정, 지원, 확장, 코칭하는 것
이다.

Cisco(2002)

e-Learning은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
에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반 체제
이다.

System)과 저작툴(Authoring Tool), 학습 콘텐츠에 많은 관
심을 기울였으나 최근에는 학습콘텐츠의 표준화 문제 등과
함께 콘텐츠의 공유 및 학습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
춤 서비스, 그리고 e-Learning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이 집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e-Learning은 인터넷 혹은 다

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e-Learning이 성공적으로 이

른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튜터(Tutor)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융통성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그러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매체를 통하여 단순한 정보제공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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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활동을 보장하는 학습의 한 형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외국은 e-Learning의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했다

있다. e-Learning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기

여기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e-Learning 활용의 현황을 개

때문에 면대면의 환경과는 달리 학습자들이 어려움 없이 스

략적으로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학교를 지

스로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원하는 e-Learning을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가 원활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평준(2002)은

방안을 정리하였다.

e-Learning 운영을‘학습자의 최대 만족 및 최대 학습효과를
위해 e-Learning 환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
으로 전제하

1) 국내

고, 운영을 크게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분류

가) 대전 동부교육청

하여 설명한다.

대전 동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e-Learning은 2002년 동
부사이버학습실로 시작하여 2003년 동부사이버스터디로 확

하드웨어 측면의 운영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육일정
영역 ∙행정적/제도적 방침
∙재정적 지원
∙인적지원체계
∙e-Learning 학습지원
시스템(교수자용, 운영
자용, 학습자용)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
과정운영∙관리활동
학습촉진 활동
∙교과목 운영
∙학습 환경 점검
∙학습자 관리
∙동기 부여
∙교수자, 강사 관리 ∙상호작용촉진전략
∙학사안내
∙학습활동 지원
∙과정 운영결과 수렴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은 학습 촉진활동과 과정의 운영
및 관리 활동을 지칭하며 하드웨어 측면의 운영은 e-

대되었다. 학생은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의 예시답안
과 비교하여 공부하는 체제이며, 제시과제 이외의 심화된 학
습질문에 대해 48시간 이내의 답변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문제점
[학생측면]
∙사이버학습 도중 포기하는 학생 발생
∙사이버 상에서 학생의 동기를 계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학생측면]
∙학교담임과 연계된 사이버 학습 운영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학생 친화력 향
상

[교사측면]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사선발로 교사
의 또 다른 부담 유발

[교사측면]
∙동호회, 연구회 주축의 운영
∙교사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상응하는
보상체제

∙일반회원인 경우 학생수의 증가(100
명 이상)로 개인별 학습관리가 사실상
힘듦

∙주제중심으로 사이버교사 증원 필요.
에듀넷 사이버가정교사는 전체적, 학
교단위는 주제별 특화

Learning이 진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체제와 e-Learning의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다음에 제시한 학자들의 견해처럼 e-Learning 성공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측면의 운영, 즉 얼마만큼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하는가와 같은 학습활동의 촉진 전략에 있다.

Karen Lazenby
(2001)

Gilly Salmon
(2001)

활성화방안

[콘텐츠측면]

[콘텐츠측면]

∙선수학습 진단에 따른 체계적 학습 콘
텐츠 개발의 어려움

∙선수학습 콘텐츠는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온라인 강의를 줄이고 자기 규제 학습 형태로 함
∙상호작용에 관한 분명한 규칙 정해 알려 줌

나) 광주교육청

∙학생들이 요점을 종합하도록 해야 함
∙잘한 과제들을 공개해야 함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함

광주교육청의 e-Learning은 심화보충학습 지원을 위해 원

∙토론에서 함께 참여자가 되어야 함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코멘트를 제공하여야 함
∙직접적인 정답 제시를 피해야 함
∙모든 학생들의 기여도에 대하여 알려야 함
∙토론을 종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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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수업지원시스템과 재택학습지원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다. 원격지원시스템은 과목선택 기회 학대 차원의
중∙고등 기술가정, 한문 교과로 운영하며, 재택학습시스템
은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차원의 초∙중∙고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위주로 운영된다. 또한, 강의형식보다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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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를 통한 게임형식의 콘텐츠 제작으로 학습 흥미도를 향

소년교양)으로 나누어 학습 콘텐츠를 VOD/AOD 서비스 제

상시키고 있다.

공하고 있으며, 방송 출연/검수 교사 중심의 학생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EBS에서는 대학입시 대비

문제점
[학생측면]
∙학생수의 증가로 개인특화된 서비스

활성화방안
[학생측면]
∙최대 1:20을 넘지 않는 학급배정 고려

단계별/수준별 학습전략 및 일정안내를 특집으로 제작하며,
유료 서비스 형태이다.

부재
[교사측면]
∙스토리보드 제작에 교사가 참여하여
교사의 이중부담 발생

[교사측면]
∙콘텐츠제작은 업체전담, 교사는 검수
수준에서 참여 필요

[콘텐츠측면]
∙보충심화학습 위주의 콘텐츠로 기본
수준의 학습을 요하는 학생의 학습기
회 반영 못함

[콘텐츠측면]
∙기본학습 콘텐츠가 먼저 구비된 상태
에서 심화보충콘텐츠 개발 필요

[운영측면]
∙관리는 담임교사가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교실수업과 연계 부족

[운영측면]
∙학교수업을 지원하고, 연계된 운영체
제 필요

문제점

활성화방안

[학생측면]
∙저소득층 학생의 비용 부담 발생

[학생측면]
∙정부기관에서 공동 구매하여 시∙도
교육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콘텐츠측면]
∙내신 및 수능을 위한 입시위주의 콘텐
츠

[콘텐츠측면]
∙학생의 창의력과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통합 교과 콘텐츠 개발 시도

[운영측면]
∙방송 콘텐츠이므로 학생과 교사의 실
시간 상호작용이 부족

[운영측면]
∙방송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

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사이버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재택학습
으로 일반학습과 일반학습에서 제시된 학습콘텐츠를 지도교
사의 도움 없이 교과별 학습도우미의 도움으로 자율학습하
는 공개학습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민간 사이트 현황
① 학생 측면
유명 학원 강사들로 강사진 구성하여 학생의 학습선호도
가 높으며[메가스터디, 제이엔제이, 배움닷컴], 중학교~고1
은 내신성적 중심, 고2~3은 입시준비 등 목적이 명확하게

문제점

활성화방안

[학생측면]
∙하위권, 상위권 학생에 대한 콘텐츠 및
서비스 대책이 미흡

[학생측면]
∙하위권, 상위권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학급 편성

[콘텐츠측면]
∙콘텐츠를 시간당 개발하므로 강의식
이나 단순 제공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모
듈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framework가 필요함

[콘텐츠측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침을 중앙단위
에서 연구하여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고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운영측면]
∙단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지
식을 갖춘 교사와 사이버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된 교사가 매우 부족함

[운영측면]
∙단위학교 운영을 위하여 각종 운영 및
개발 지침서 개발과 연수를 통하여 안정
된 학습체제 확보

설정되어 있다[1318class]. 또한, 학습상황을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시하며[아이야닷컴, 와이즈캠프], 와글와
글, 우리끼리 등의 기능으로 친한 친구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씽크빅, 와이즈캠프, 배움닷컴, 에듀피아].
② 콘텐츠측면
학습자 개인별 전략과목 패키지, 시리즈 강의 등 학생의
희망과 학습목적에 부합된 콘텐츠 제공하며[메가스터디], 논
술탐구(국어), 동영상학습(수학, 영어, 사회 등), 가상실험실
(과학) 등 과목별로 문제해결력과 응용력을 키워주는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에듀피아].

라) EBS
어린이(유아, 초등학습), 청소년(중학학습, 고교수능,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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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 측면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을 지도해주는 담임선생님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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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체계적인 학습결과 관리가 이루어지며[와이즈캠프, 에
현황

듀피아],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습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메가
스터디, 와이즈캠프, 씽크빅]. 또한, 화상교육과 전화상담을
통해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와이즈캠프].

문제점

활성화방안

[학생측면]
∙수익과 연계된 주요 교과 위주의 편향
된 교과 운영으로 학습자의 교과선택의
폭이 좁음
∙교수자만 있고, 동기유발이나 학습을
격려하는 튜터와 같은 사이버상의 중요
한 요소인 촉진자가 존재하지 않음
(1318class)

[학생측면]
∙인터넷 과외수요의 대부분이 우수학
생이 많으므로 운영도 우수학생 위주임.
일반학생과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
화된 서비스 필요
∙학습을 관리하고, 촉진자, 정보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이버교사에 대한
역할 확장 필요

[콘텐츠측면]
∙철저한 입시위주로 콘텐츠가 구성되
어 암기위주의 주입식 학습이 주로 이루
어지고 있음(메가스터디, 제이엔제이
등)

[콘텐츠측면]
∙매체의 장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콘텐
츠 구성 필요함. 예를 들어 학력평가 해
설은 동영상이 적합하며, 토론학습은 커
뮤니티, 개념학습은 플래시, 동영상 등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매체를 다양하게
선택

[운영측면]
∙학습사이트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
되어 콘텐츠의 질 관리가 부족하고 독자
적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offline의
지원 및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됨

[운영측면]
∙장기적으로 발달하는 IT기술 및 대중
화된 IT를 바탕으로 한 학생지원체제 구
축 필요(휴대폰, PDA 등)

시사점

[미국]
∙많은 주(state)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터

[학생측면]
∙학교와 연계된 사이버학습을 수

넷 기반의 강좌를 개설

행함으로써 이중 부

∙VHS(Virtual High School) : 학교간 컨소시엄

담을 줄이고 보조 수단으로 충분히

으로 운영

활용함

∙FOHS(Florida Online High School) : 코스를
수강하면 소속 학교의 학점을 인정받는 형태, 온
라인교사의 요건을 중시, 모듈 단위로 코스 개발
∙BNS(Babbage Net School) : 전통적인 학교의
지원/보완 형태로 소수 학생들만을 위해 개설할
수 없었던 교과목 제공
∙CLC(Commuinty Learning Center) : 차터스
쿨(대안학교),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성공하
지 못한 학생들에게 원격교육 실시, 전통적인 학
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CyberSchool : 사이버학교 국제 컨소시엄을 구
성해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참
여
[캐나다]
∙ADLC(Alberta Distance Learning Centre) :
1991년 이후 원격교육 중심의 사이버학습체제
운영, 코스 수료자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 응
시가능
[유럽]
∙사이버교육만을 실시하는 사례는 드물고 교
수?학습 자료 제공 중심과 프로젝트 학습이나
ICT활용 교육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호주]
∙국토가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국가적 특
성으로 일찍부터 원격교육이 발달함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
화, 특성화된 사이버스쿨을 통하여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줌
[교사측면]
∙온라인 전통교실의 교사에게 요
구되는 능력이외에 사이버학습에
서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
는 능력, ICT활용 및 소양 능력 등
이 요구 됨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학생의
1대1 철저한 관리 가능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
해서는 많은 수의 교사가 동원되어
야 하며, 현직 교사외에 분야별 전
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컨텐츠측면]
∙제한된 오프라인 환경(학교)에서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개설하기 어
려운 코스나 컨텐츠를 중심으로 개
발
[운영측면]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학교간 컨소시엄이나 전문화(예:지
역별 전담과목 사이버학교 운영)된
사이버학교를 운영

2) 외국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각 대학이 생존전략으로 원격교

외국의 경우에 e-Learning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

육을 도입∙개발함으로써 면대면 교육과 원격교육의 평준화

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지만 제한된 사례를 종합하여 아래
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e-Learning의 활성화를 위해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교육환경의 특성상 사이

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동기

버학교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며, 캐나다

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을

는 기존 학교 교육과 함께 다양한 학습 선택 기회 제공을 취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체계적인 학습 관리

지로 지역단위 수준에서 학교의 학습자에게 사이버 교육을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된 튜터의

제공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 같이 전적으로 사이버교육만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개인별 전략과목 패키지, 시

을 실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학습이나

리즈 강의 등 학생의 희망과 학습목적에 부합된 콘텐츠를 제

인터넷을 통해 전체 유럽을 통합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려

공하고, 논술탐구(국어), 동영상학습(수학, 영어, 사회 등),

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호주는 최근 10년간

가상실험실(과학) 등 과목별로 문제해결력과 응용력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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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 >>

e -Learning체제와 교육의 변화

주는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셋째, 학교와 연계된 eLearning을 수행함으로써 공교육의 보조 수단으로 eLearning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e-Learning에서의 Tutor란?
e-Learning에서 튜터는 학습자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튜터는 일반적으로
개인교사 또는 가정교사를 뜻하지만 e-Learning에서의 튜터
의 개념은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튜터의 역할은 학습자들의 과제를 읽고, 피드백하며, 학습
Moore 와
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교수자
Kearsley(1996) 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교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

Salmon(2000)

학습자들이 배운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활용하도
록 돕는 사람

Comelius &
Higgison(2001)

학습자를 지원하고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효과적으로 학
습하도록 돕는 사람

CSALT(2001)

참여자들을 특별히 고려하여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고, 관리하는 담당자

Horton(2001)

주로 학습자의 질문에 반응, 문제해결, 토론이나 채팅 조
정, 동기부여 하는 등 전형적으로 학습자를 돕는 역할

조은순(2002)

과정의 원활한 학습진행을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학습내
용, 학습활동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역할

키기 위해 튜터가 지녀야 할 촉진기술을 학습분위기 조성
(Climate setting), 그룹토론 관리(Managing group
discussion), 그룹 작문 과제 관리(joint writing projects), 개
별 보고서 관리(individual papers), 기록 편집(editing the
transcript)으로 언급하였다.

(나) Mason의 연구(1991)
교육적 컴퓨터 컨퍼런싱(Computer Conferencing)을 위한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 볼 때, 튜터는 교수-학습을 보조
하고, 학습을 관리하며, 준내용전문가이며, 상호작용 촉진을

튜터의 역할을 조직적(Organizational) 역할, 사회적(Social)
역할, 지적(Intellectual) 역할로 구분하였다.

유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 말할 수 있다.
(다) Berge의 연구(1994)
1) Tutor의 역할 및 역량에관한 연구들

튜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들로서 교수적

튜터의 역할에 관한 몇 개의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Pedagogical), 사회적(Social), 관리적(Managerial), 기술적

(가) Davie(1989)

(Technical)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면대면 코스와 CMC(Computer Mediated Commun
ication) 코스로 구성된 대학원 교육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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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1991)이 분류한 e-Learning 환경에서 튜터에게

계, ⑤ 발전(Development) 단계의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요구되는 3가지 역할, 즉 조직적∙사회적∙지적 역할이라는

에서 튜터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동의하고, 이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
시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을 요약하면 튜터
는 교수-학습의 조력자로서의 교수적 역할과 학습자에게 심

(마) Salmon의 연구(2000)

리적인 지원과 온라인 학습 공동체 의식을 창출하는 등의 사

사이버 학습공간에서 학습전개를 ① 접근 및 동기 부여

회적 역할, 성공적인 과정이수를 위한 행정적 업무 처리 등의

(Access and Motivation) 단계, ② 온라인 사회화(Online

관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socialization) 단계, ③ 정보 교환(Information giving and
receiving) 단계, ④ 지식 구성(Knowledge construction) 단

2) e-Learning 활성화를위한 Tutor의 역할
튜터는 e-Learning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습심리 등 현장에서 필

업무
과목내용분석

학습분위기조성

학습자성향파악
및학습자관리

세부활동내역
∙전체 교과 내용 파악 및 내용 오류 확인
∙학습자들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학습초기에 환
영메시지를 보내고, 친근하고 개인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학습자
들에게 심리적인 지원과 도움을 줌
∙수업 개시 전 수강에 어려움을 갖는 학습자 기술적 지원∙학생
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사가 동원되어야
하며, 현직 교사외에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학습자의 특성 및 학습성향 파악
∙학습자의 학습현황을 수시로 점검 및 처방함

비고

요한 요구를 잘 이해하고, 교수-학습 조력자, 준내용전문가,

수시

상호작용 촉진자, 행정적∙관리적 업무 수행자, 기술적 지원
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적인 e-Learning을 이끌 수

학습
시작전후

Q&A 관리

참고자료관리

토론실관리

열린공간운영

∙학습자의 출결 상황 점검, 과제 제출, 시험의 실시 여부 파악
등과 같은 행정적/관리적 업무 수행
∙과목운영에 관한 정보 전달
∙주의사항, 과제 및 시험에 관한 공지전달
∙학습 및 과목수강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하여 FAQ 작성
∙학습관련 참고 자료 제공
∙학습자 스스로가 참고 자료를 제공하도록 유도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튜터는 과목내용분석, 학습분

수시

위기 조성, 학습자 성향 파악 및 학습자 관리, 과정 관리 및
공지 작성, Q&A 관리, 참고자료 관리, 토론실 관리, 열린공

∙수강신청, 등록 등의 학사 운영 활동에 책임을 짐
과정관리및
공지작성

있다. 성공적인 e-Learning을 위한 튜터의 업무 및 세부 활동

수시

간 운영, 과제 및 평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튜터의 역
할은 e-Learning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
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튜터

매일/24시간이
내답변

양성과정을 통한 훈련된 튜터의 배출이 시급한 현실이다.

수시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관해 토론실 개설 및 운영
∙토론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토론 진행 과정 관리

필요시

∙학습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토론실 이외의 사적인 공

필요시

간 제공
과제및평가

∙제출된 과제에 대한 내용 검토 후 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과제
수행방법, 의견 및 점수 부여
∙계획에 따른 과제 제출 및 시험출제

Educational Development ː2004

5+6

과제마감후
빠른시일이내

85

│세│계│의│교│육│동│향│

경제기구OECD는왜그토록교육에관심을갖는가
- OECD 교육장관들의 미래 교육 구상

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ekim@kedi.re.kr

OECD 교육장관회의가 지난 3월 18~19 양일간「모든 이를 위한 학습
의 질 향상」
이라는 주제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 24개국 교
육장관을 비롯하여 총 35개국으로부터 178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 우리
나라는 교육부총리를 대신하여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수석대표
로 한 대표단이 참석하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국들의 대화에 동
참했다.
OECD 교육장관회의는 OECD 교육관련 회의 가운데 최고위급으로서
대략 5년을 주기로 소집된다. 1978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이번이 여섯
번째 회의이다. 지난 5차 회의가 불과 3년 전인 2001년에 이루어졌는데, 대략 5년 주
기라는 관행을 깨고 서둘러 개최된 이유는 교육 문제가 그만큼 선진국들의 주요 관심
OECD 교육장관회의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각국 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 도전과 극

사로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글에서는 OECD 교육장관회의의 역
할과 특징, 의제와 그 토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이 시대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
육적 문제와 미래 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복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고위급 공개 정책 토론
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OECD는 사실상 경제기구다
OECD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질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국적 실
체로서, 문자 그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다. 1961년 경제협력을 목표로 창설된 이래
30개 회원국을 거느리면서, 전 세계 GDP의 59%, 무역의 76%, 인구의 19%, 개발
원조금의 95%, 에너지 소비량의 53.9%를 차지하는 실로 막강한 경제 대국들의 모
임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03년 현재
OECD 전체 예산의 약 2%를 분담하면서, 30개 회원국 가운데 예산 분담률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기구가 왜 교육 정책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
는 교육 정책이 각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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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기 때문이
다. 따라서 OECD는 출범 초창기부터 교육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국의 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탐색하며, 대안을 창출, 공
유함으로써 회원국의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자 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이 국가 발전의 중심 전략으로 교육 발
전을 표방하면서 OECD의 이러한 노력은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탄탄한 조직력과 네트워크, 그리고 세계 최고의 브레인으로 무장
한 OECD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연구 활동을 통하여 비중 있는 성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교육 정책 연
구 및 정책 개발의 흐름을 논의함에 있어서 OECD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며, 회원국간에 혁신적인 대안 및 경험을 비
교,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원지가 되고 있다.

OECD 교육장관회의의 특징, 최고의 교육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
OECD 교육장관회의는 회원국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수장들의 모임이다.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각국의 교육정책결정권을 지닌 최고위 관계자들간의 회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성된 모임인 만큼 고도의 정치
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의 면밀한 관계 아래서 교육적 이슈를 조명한다.
회의 결과의 파급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회의 기간 중 중요한 현안과 대안이 보다 깊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OECD는 사전에 현안분석 자료(issue paper)를
준비한다. 이 자료는 회원국의 다양한 교육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수 차례에 걸친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완성되며, 회원국이 직면한 교육적 상황, 공통 현안 및 핵심 아젠다, 중점 토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장관들은 이 자료를 기초로 설정된 주제와 결부된 자국의 주요 현안, 문제점, 도전, 혁신적 대안을 중심으로 사
전에 토의 자료를 준비한다. 회의 기간동안에는 주제 순서에 따라 장관들 상호간의 집중적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다. 회의 결과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일종의 선언문이 채택되며, 이는 향후 4~5년간 OECD의 핵심 연구 사업을 결
정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의 교육 정책 방향과 내용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OECD 교육
장관회의가 설정해 온 대주제를 되돌아보면, 선진국 교육정책이 시대별로 직면해 온 문제점, 그 흐름 및 강조점을 알
수 있다.

제6차 OECD 대주제,‘모든이를 위한 학습의 질 향상’
이번 교육장관회의는「모든 이를 위한 학습의 질 제고(Raising the Quality of Learning for All)」
를 대주제로 채택했
다. 지난 1996년에 개최된 4차 회의가‘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의 실현(Realizing Lifelong Learning for All)’
을 그리
고, 2001년의 5차 회의가‘모든 이의 능력개발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Competencies for All)’
를 각각 대주제로 채택
한 것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OECD가 교육 부분에 부여한 중요도 및 교육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
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OECD에서 교육정책 연구 및 제반 교육 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는「교육∙고용∙노동∙사회국(DEELSA)」
이었
다. 따라서 교육 문제는 고용, 노동, 사회문제와의 밀접한 연관 하에서 경제 성장, 사회적 응집력의 강화, 노동 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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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구조의 안정 등 보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1일자로 동 부서의 교
육 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교육국(Directorate for Education)」
을 창설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전반적으로
조직 살 빼기를 단행하고 있는 OECD의 추이에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국의 분리∙독립을 각국
에 알리기 위하여 각국에 보낸 서한에서 도날드 존스톤(Donald J. Johnstone) 사무총장은“교육은 모든
회원국 정부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OECD 내부에서 그 역할이 증대되어 왔고, 따라서 각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정책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한다.”
는 내용을 교육국 창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 OECD 내부에서는 교육 정책을 여타 부문과의 연계 속에서 조명하는
것으로부터 진일보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시급하게
대두되었으며, 2001년 5차 장관회의 이후 불과 3년 만에 개최된 6차 회의는 이러한 요청을 절실하게 반영
하고 있다. 따라서 6차 회의의 대주제는 교육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도전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하위 주제로서‘모든 학생의 성취도 향상’
과‘교사 공급 및 효과성의 증대’
가 채택된 것으로부터
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주요 논의 2가지, 성취도 향상과 우수교원확보
이번 교육장관회의는 대주제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개개인의 부, 거주 지역, 능력, 장애에 관계없이 모
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의 질 향상이야말로 모든 교육 체제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목표로서, 그 중요도는
한층 높아진 반면 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위기의식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느
끼고 있는 사항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각국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참으로 상호 배치되면서도 그렇다고 어떤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양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
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정책 개혁이 요구되는 바, 각국의 정책적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
는가 라는 질문은 실로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되기에 충분한 절박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장관들의 시각을
통해서 본 세계의 미래는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았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명사적 변화 앞에서 확실한
좌표를 찾고자하는 열망의 흔적이 역력했다.
주요 논의의 내용은 대주제가 표방하고 있는‘모든 이의 학습의 질 향상’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즉 모든 학생의 성취도 향상 방안, 그리고 성취도 향상에 가장 중요한 변수
인 우수 교원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각국 장관들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적 통합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교육과 사회통합’
을 주제로 포
럼이 개최되었고, 회의 중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각 소주제별 논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의 성취도 향상 방안과 관련하여서, 각국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학교에 투입되는 자원
및 교육 내용’중심에서‘성취 결과’
로 옮겨가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OECD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의 결과를 인용하여 각국이 직면한 도전을 분석해내고 있다. 장관들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효율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교육 질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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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교육 질 관리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정보 공개의 투명
성이나 활용의 공정성, 그리고 효과적인 지원 체제 개발 방안
등도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둘째, 우수 교원 확보 방안은 교사의 질은 학생의 학습의 질
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학습 내용, 학습 태도, 기술 습
득, 동기 유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교직의 매력 저하, 고령 교사의 증대, 이직률 증가 등으로 우수한 교사를 충원, 개발, 유
지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이 평생학습자로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기제 강구 방안 등이 집중적
으로 논의되었다.
셋째, 교육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학생집단의 이질화∙다양화 현상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 구성원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많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
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을 통하여 신뢰, 협력 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 가능성에 터하여 사회통
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개입의 필요성 및 방안, 그리고 현행 제도가 노출시키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
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민의 증대 등이 시민의식 형성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각국은 자국의 시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참여의
식을 구비한 세계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은 무엇이며, 이러한 자질 배양을 위해 학교와 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
다.

논의 결과, 세계의 공통화두는‘학생성취도 향상’
이번 제6차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장관들간의 이틀에 걸친 열띤 토론의 결과는 아직 확고한 형태로 정리되어
발표되지는 않았다. 단지 교육장관들이 각 소주제별로 대체적으로 동의한 요점이 정리되었고, 그밖에 다양하게 제기된
내용은 쟁점의 형태로 요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이 교육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공통적 화두는 단연
‘모든 학생의 성취도 향상’
이라는 점이 재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육장관들은 현재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뜻을 모았다.
첫째, 모든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하여 국가 교육 목표와 단계별 성취 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의거하여 개별적 지원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단위학교가 교육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리더십이 강화되어
야 한다.
둘째,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교원의 공급을 위해 임직 경로를 다양화하고, 교사들이 평생학습자로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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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이민자, 장애자,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정보 격차해
소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민, 세계화 등으로 인한 다원화 사회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이 도전받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가 민주 시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기제와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OECD 교육장관회의의 핵심 토의 내용 및 쟁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OECD 웹사이
트 초기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http://www.oecd.org).

OECD 교육장관회의의 가장 큰 기여는
이번 장관회의는 지난 5차에 걸친 여느 교육장관회의와 구별되는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
운데 하나는 경제협력기구인 OECD가 교육을 여타 사회, 경제발전, 고용 안정, 직업세계로의 전이 등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조명되었
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미래 사활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로서 교육의 역할은 앞으로 OECD 내부에서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회의 기간 동안 선진국 교육장관들이 제기했던 교육 관련 문제점들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말 그대로 지구촌임을 실감하게 했다. 세계
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교육에 깊숙이 밀려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직면한 교육적 문제와
대안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
게는 교육에 대하여 거는 기대와 우선순위에 따라 각국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의 쟁점은 달라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디에 서 있으
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요청되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의 교육은 대내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으로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간의 논의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달성한 수범 사례로서,
그리고 교육과 인적 자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정책으로 국부를 이룩한 귀감으로 자주 인용되곤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성공과 장점이 결국 우리의 교육체제가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OECD 교육장관회의의 가장 큰 기여는 아마도 각국 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강점과 약점, 도전과 극복 사
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고위급 공개 정책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 논의의 결과가 우리 교
육의 문제와 개선 대안을 끊임없이 성찰적으로 비추어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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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희｜한국교육개발원영재교육연구실장, seokhee@kedi.re.kr

- 영재교육 연구동향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기초 연
구와 응용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 연

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

자들이 내린 정의와 또래들보다 뛰어난 학

게 된다.

생들에게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하는 교육학자들이 내린 정의의 두 가지가

구는 주로 영재들이 나타내는 심리적 행동
적 특성을 발견해 내는 데 초점을 둔다. 또
한 영재들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잠재력을

91

영재성, 보수적 개념부터 진보적 개념
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ternberg와
Davidson(1986)은 지금까지 학자들이 내
린 영재성의 정의의 종류는 17가지나 된

실현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의 기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의해서

도와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도

영재성의 개념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이

주요한 연구이다. 기초 연구가 잘 이루어

있다. Renzulli(1982)는 영재성의 개념은

이들을 크게 나누면 암시적인 이론과

지면 영재들이 왜 뛰어난가에 대한 답을

일반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아직 의문으로

명시적인 이론으로 구분된다. 암시적인 이

찾게 되고, 이들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남아 있다고 했다. 영재성의 개념은 연속

론은 영재성에 관한 알 듯 말 듯한 개념을

판별 검사 개발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상에서 상위 1%로 보는 매우 보수적인 개

명확히 정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명시

자료의 개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응용

념부터 가치 있는 인간 행동 중의 하나라

적인 이론은 영재들의 발달심리와 인지심

연구, 영재교육기관의 효과에 관한 평가

도 뛰어나다면 영재로 보아야 한다는 매우

리학을 기반으로 한다. 암시적인 이론의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진보적인 개념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대표는 Tannenbaum(1983)의 정의이다.

이상의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탄탄하

Gallagher와 Courtright(1986)는 영재성

Tannenbaum은 영재성이 발현되기 위해

게 수행되면 이로써 영재교육도 자동적으

의 개념은 개인차에 관해 연구하는 심리학

서는 일반 능력, 특수적성, 비지적 촉진 요

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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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운, 환경의 5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영재성의 발달

충분조건으로서 매우 필수불가결하다고

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시적인 이론 중 가

에 관하여 출생부터 청년기, 중년기 노년

결론짓고 있다.

장 대표적인 이론은 Sternberg(1986)의

기로 구분하며 보통 20~40세에 가장 왕

종단 연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

영재성의 삼부요소 이론이다. 이 이론에

성한 생산력을 보이며 노년기가 되면 능력

에는 사회 문화적 조건이 변화되면서 수집

속한 세 개의 하위이론 중 첫째는 지능을

이 퇴보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한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

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결함 모델(deficit model)이라는 제목 아래

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종단 연구를 선호하

것으로서 개인의 정신적 기제를 구체화한

가장 많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능에

지 않는다. 그러나, 종단 연구를 하지 않으

것이고, 둘째는 과제수행 경험의 연속선상

는 유동 지능(Fluid intelligence)과 고정

면 영재성의 발달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가

에서 지능을 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이 있고, 발

어렵다. 예를 들면, 영재성의 계발을 촉진

셋째는 지능을 개인의 외부 세계와 연결짓

달 패턴이 다르다. 종단 연구에 따르면 고

시키거나 방행하는 조건, 특정 영재성별

는 것으로서 개인이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정 지능은 나이가 들어도 저하되지 않는

전형적인 발달 경로, 영재성의 발달 과정

에서 지적인 행동을 특징지으며, 환경에

데, 유동지능은 30대부터 저하되기 시작

에서 분야별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 창

대해 적응, 환경을 선정하거나 수정하는

한다.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

의성과 영재성 간의 관계, 일반 요인이 영

것을 말한다. 명시적 이론들은 크게 특성

이 자체가 아니라, 학문적인 훈련의 양과

재의 인지 발달에 주는 영향, 일반 요인이

중심의 정의, 인지요소 모델, 성취 중심의

질 및 건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나이

생애의 특정 시기에 보이는 안정성 또는

모델, 사회-문화적 모델의 네 가지로 구분

는 경험의 지표이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변화 등에 관해서는 종단 연구가 아니면

되며, 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주는 독립적인 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알기 어렵다.

종단 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Terman

향후 종단 연구는 반드시 한 개인이 그

영재에 관한 연구와 교육 계획을 유도

(Terman, 1925 ; Terman & Oden,

시대의 영역(domain)과 분야(field)와 어

하는 영재성의 개념, 정의, 구조는 최근 다

1951 ; Walberg et al., 1994)에 의해서

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랜 기간

양해지고 있고, 연구와 이론에 기반을 두

수행된 천재의 유전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에 걸쳐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고 있으며 판별과 교육계획 수립에 영향을

연구는 1920년대에 시작되어 아직도 계

Subotnik과 Arnold(1994)는 주장한다.

많이 주고 있다. 21세기 초에는 영재성의

속되고 있다. 그는 IQ 135 이상인 영재

이는 한 개인의 발달은 그 시대의 영역 및

개념들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영재교육

1,528명을 선발하여 추적하는 연구를 수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들은

을 더 잘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

행했다. 그 당시로서는 가장 과학적인 기

영재성의 다양한 양태인 천재, 저명인사,

며, 더 이상 영재성에 관한 단일한 개념에

준이었던 IQ를 영재성의 결정적인 요인으

영재, 재능아들을 정의한 후에 이들 각각

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보았다. Terman의 연구는 기념비적인

에 대해서 연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로서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발달에 관한 이슈들

있다. Terman은 이 종단 연구에서 수집한

- 영재성에관한생애발달에걸친종단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능은 필요조건으로

구

한 인간의 능력의 생애에 걸친 발달에

92

- 사회화에 관한 비교 문화적 연구에 대한
기대

서 중요하나, 지적인 가정과 학교 환경, 높

국가간, 문화간 비교 연구는 수행하기

은 성취동기는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가 쉽지 않다. 영재성에 관한 연구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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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구나 문화간 비교 연구가 흔치 않

었다. 미국 국립 영재교육연구소

로그램이 더 많은 교육자들의 관심을 불러

은 것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같은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일으켰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Renzulli

전제 아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적으

and Talented)는 다양한 집단의 영재들을

의 삼부 심화학습모형을 기초로 한 교육

로 연구를 해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발굴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런 영재성을

프로그램들이다. 현재 이 모형은 미국 전

다. 영재성은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시키는 방법

역의 70~80%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활

서 그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문화

도 개발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The

용하고 있다. 집단 편성 방법에 관한 논란

권마다 영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기 때

Center for the Study of Giftedness도 소

이 1980년대에 더 왕성하게 일어난 바, 주

문에 다른 문화에서 영재를 어떤 시각에서

수 집단의 영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지속적

요 논란의 대상은 주류화와 특별학급 편성

바라보는지를 아는 것은 영재성의 발달에

으로 행하고 있다.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것이

관한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영재성의 판별을 위해서 다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속진

지금까지는 국가간 문화간의 비교연구가

차원적인 영재성과 다양한 재능 개념을 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급학교로의 조기 입

매우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비교 연구를

많이 복잡하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

학 외에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심화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영재들을 이해할 수

다. 즉, 한 가지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학습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있게 될 것이고, 영재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줄어들고 자가 판별을 더 많이 활용할 것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에 관한 효과성

있게 될 것이다.

이다. 자가판별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적인

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충분히

재능을 자신들의 수행과 산출물을 통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재의 판별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영재들의 정신 건강과 정의적 발달에

오랫동안 지능을 기준으로 영재를 판별

아동들의 잠재적 재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이로

해 온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심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영

인해서 영재들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시켜

Terman의 연구이다. 그러나, 단일한 지능

재들이 발굴되지 못하는 집단에서 영재들

줄 수 있는 집단, 진로지도자, 카운슬링을

만으로 영재를 판별하기보다는 영재성에

을 발굴하려는 노력도 더 왕성하게 될 것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교

관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판별할 필

이다.

육자들이 영재들의 정의적 특성과 필요에
더 민감하게 됨으로써, 영재들의 이런 필

요가 있다는 주장이 1990년대에 제기되
었다. 예를 들면 성취도, 일반 지능, 창의

영재교육

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카운슬링

성, 교사의 지명, 동료의 지명, 부모의 지

영재교육의 방법에는 크게 속진과 심화

사회화 경험을 디자인하고 활용하게 될 것

명, 학생 산출물 평가, 비지적 행동(학습

방법이 있다. 집단 편성 방법에는 집중적

습관, 과제집착력, 자기주도성, 성취에 대

이며 강도 높은 영재학교의 방식과 이에

한 자부심 등), 자기소개서, 해당 분야의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집중적이고 강도가 낮

창의성

전문가의 수행 평가 등을 활용할 필요가

은 방과후, 주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방

창의성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개발되었

있다는 주장이 증가했다. 최근에 와서는

식이 있다. 1970년대부터 Johns Hopkins

다. 일부는 창의성의 성격을 과정으로서

학생의 산출물과 수행을 평가할 뿐 아니라

대학의 수학 조숙아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일부는 능력으로서, 일부는 창의적 잠재력

학생들이 심화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11-12세 수학 영재들을 대학에 조기 입학

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창의성에 관한 많

를 주고,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했고, 아직도 이

은 이론들은 창의성의 성격과 기능, 측정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 대학의 Center for the

절차, 자극하고 계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는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는 발굴

Talented Youth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다.

초점을 맞추었다. 각 이론들은 몇 가지 이

되지 못하는 영재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심화 프

슈를 제공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능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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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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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에 관한 연구이다. 길포드의 창의성에

다양한 교수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개념, 자아상, 동기, 성인 모델과 관련된

관한 연구는 지능에 관한 연구를 사람이나

차별화된 숙제, 개별 프로젝트, 실생활 문

현상학적 요인들을 포함하며 가족들의 압

검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발

제 해결하기 등이다. 이런 전략들은 학생

력, 기대, 태도, 가정의 분위기와 지지도

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의

들의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자극하는 결과

등의 가정 가족요인들도 포함한다. 다른

모델로까지 활용되었다.

를 가져온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구자들은 학교 프로그램과 교실의 환경,

창의성을 측정하려는 검사가 많이 개발

는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적 특징도 제시하고 있다. 조

되었는데 이 검사들의 타당도에 관해 논란

교실을 떠난 후에도 영재들이 자신이 추구

석희, 안도희, 한석실(2003)은 18년 전에

이 많다. Tannenbaum(1983)은“한 검사

하는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발굴되었던 신동들에 대해서 연구한 바,

가 타당도를 가지려면 그것을 측정하는 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들 중 미성취한 영재들은 학교에서의 부
적절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보충하려는

상과 유사한 방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94

한다. 그러나 창의성 검사에서는 이런 작

미성취 영재

부모의 조치 부재, 유아기 이후 부모의 지

업이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미성취 영재에 관한 관

속적인 지지 부족, 가족간의 연대감 부족,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심이 아직 매우 적다. 공교육기관에서 실

자기 통제에 대한 훈육의 부족 등이 그 원

검사가 개발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가 수

시하는 영재의 판별, 교육뿐 아니라 연구

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유아기에 독서량이

행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측정된 창의성,

에서도 미성취 영재는 아직 별로 다루어지

많았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다

IQ, 성취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

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성취 영재들은

른 모든 조건에 불구하고 더 성취를 하는

을 그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Hany,

교사나 연구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1994).

다. 그러나, 미성취 영재들을 발굴하고, 어

새로운 밀레니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

창의성을 계발하려는 교육 프로그램은

떤 요인들로 인해서 영재들이 자신의 잠재

취 현상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창의성을

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는가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 현상에

직접 가르치는 것이다. Myers-Torrance

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성취

관한 이해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Workbooks, Purdue Creativity Training

영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대되고 있다.

program, Parne's Creative Problem

불행이기 때문이다.
소수 영재 집단

Solving, Williams' Classroom Ideas for

미성취 영재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Encouraging Thinking and Feeling 등이

계발하지 못한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영재 판별 방법

이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미래 문제해결

려운 점은 타고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으로는 불우한 가정의 영재, 시청각 장애

프로그램(Future Problem Solving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계발되

가 있는 영재, 소수 민족 집단의 영재들을

Program)이나 오디세이(Odyssey of the

지 못했다는 점이다. 미성취에 관한 연구

발굴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서 현재까지

Mind)는 국제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특

들은 미성취가 다양한 증세를 보일 뿐 아

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이

별활동 프로그램들로 창의성을 계발하기

니라 그 이유도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들이 영재교육기관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을 새롭고 혁신적인

있다(Tannenbaum, 1983). 미성취의 성

당히 높다(김홍원, 윤초희, 2003).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격과 원인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여, 자아

소수 집단의 영재들이 발굴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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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양하다. 그 예로 소수 집단(불우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 분야에서 성

야 한다. 예를 들면 신경심리학적, 생물학

한 가정의 영재, 시청각 장애가 있는 영재,

취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세계적인

적 접근 방법, 유전학적 연구 등도 포함되

타민족에 속한 영재 등)에는 영재가 존재

성취를 한 사람들의 부모는 자녀 시간의

어야 한다. 나아가 비교문화적 연구도 수

한다는 믿음의 부재, 지나치게 지능검사나

생산적인 활용 중시, 특정 분야에 일찍 입

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 실험 연구, 질적

성취검사에만 의존하기, 획일적인 영재교

문시키기, 부모의 격려, 자원의 제공, 학습

연구도 영재성의 본질과 발달에 따른 변화

육 프로그램과 환경, 특수재능을 지속적으

기회의 마련 등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성취

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초 기능, 학습

를 이루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능 등을 교육하는 일반 교육의 실패, 지

20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연구들은 부모

적 정의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가 영재성의 발굴과 계발에 대단히 중요한

응용연구는 영재의 판별, 교육, 평가, 정

학습 환경,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찾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

책과 같이 영재의 교육에 직접 관련된 방

내고 선발과정에 참여시켜야 할 교사들에

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가 홀로 영재

법들의 효율성, 효과 등에 관한 연구이다.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부족, 지속적이고

성 계발을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영재성을 진단하고 발굴하고 상담하고 교

체계적인 차별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낮은

로 부모도 홀로 영재성을 계발시켜 주기

육하는데 있어서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이

자아개념을 갖게 된 데 대한 인식 부족과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와 부모간의 상호

론에 근거를 둔 전략과 역동적인 측정 평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자 하는 노력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프로그램들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다(Passow,

을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학교만

은 새로운 심리학적 이론과 틀에 비추어

1986).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통신문을 보내는 것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굴되지

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

Sternberg의 투자 이론(1994), Simonton

못하는 영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볼

의 Chance Configuration Theory(1991),

런 소수 집단에 속한 영재들을 발굴하려는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환경적 적응 방법 등이 기존의 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기원

-응용연구

그램을 재조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새

은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여전히‘영재연구’
는 부족하다

로운 이론이다. 전문가-초보자에 관한 연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구들은 특정 영역에서의 재능 계발에 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연구들이 수행
부모와 가정

되어야 한다. 가장 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영재성의 계발에서 유아기 및 아동 초

연구 분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에 부모의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밝혀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지속적
인 발전을 이루어, 과거 1950~1960년대
의 단일한 확산적 사고를 전적으로 강조하

다(Bloom, 1985). 특히 자아개념, 가치관,

-기초연구

던 모델에서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능력을

태도, 동기, 관심, 집착력 등과 같은 정의

영재성의 본질에 관하여 심리측정적 접

포함하는 역동적이고 확대된 개념을 포함

적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근 방법에 의한 연구 외에 인지과학적 접

하는 모델로 변화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

인되었다. Bloom은 영재들이 부모로부터

근 방법에 의한 연구가 더 보충되어야 할

으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대부분

지속적으로 격려, 양육, 교육, 훈련을 받지

것이다.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더 많이 수

과거의 제한된 확산적 사고 모델에 머무르

않았다면, 그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 수준

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재 개인과 이들

고 있다(Monks, Heller, Passow, 2000).

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

의 발달 관련 변인간의 오랜 시간에 걸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호하게 결론지었다. 이 부모들이 중시한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

개발한 판별 검사들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것은 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과제를 할

문이다. 간학문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

창의성의 최신의 역동적이고 확대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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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창의

(pp.99-111). New York: Cambridge

R. J. Sternberg (Ed.). Handbook of

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들

University Press.

creativity (pp.116-133). New York:

과 창의성계발을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

Hany, E. A. (1994). The developm-

프로그램들이 영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ent of basic cognitive components of

력 계발에 미친 효과를 임상적으로 검증해

technical creativity: a longtitudinal

(Eds.) (1986). Conceptions of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 효과를 검

comparsion of children and youth

giftedness. New York: Cambridge

증하고자 할 때 개입되는 문제는 교사의

with high and average intelligence. In

University Press.

전문성이다. 영재성 및 영재교육과 관련된

R. F. Subotnik & K. D. Arnold (Eds.),

지식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장

Beyond Terman: Contemporary lon-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에까지 보급되는 데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gitudianl sutdies of giftedness and

and its development. Human

개발된 자료와 이를 영재에게 제공해야 할

talent. (pp. 115-154). Norwood, NJ:

Development, 34, 1-31.

교원이 매개하기 때문이다.

Ablex.
Monks, F., Heller, K., & Passow, A.

Sternberg, R. & Davidson, J. E.

Sternberg, R. & Lubart, T. (1991).

Subotnik, R. & Arnold, K. D. (1994).
Beyond Terman: Contempor- 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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