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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육정책에 한모든길은

‘교육정책정보센터’로통합니다!

어디서나쉽고편리하게시스템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인터넷주소창에“교육정책”을입력하시면접속하실수있습니다.

www.edpolicy.net

※원하실경우에는교육정책관련정보에관한메일링서비스를주1회받으실수있습니다.

최신정보- 본시스템에등록되는최신정보/ 통합검색-본시스템내탑재된모든정보의종합적검색

주제별검색- 6개 주제, 86개소주제로분류된주제별디렉토리검색/ 기관별검색-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

등주요정책자료생산기관별검색/ 법령검색-  주요교육관련법령/ 통계검색- 주요교육통계데이터및분석

정보제공/  교육현안- 쟁점의논의배경, 현황, 문제점, 주장, 외국사례, 전망/  정책연구- 연계기관 및 학회 등

의정책연구보고서요약/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의주요골자소개및분석/ 

국내교육동향-교육정책관련주요기사제공/ 국외교육동향- 외국의주요교육동향소개/ 

교육논단-교육관련사설∙칼럼등의요약/ 현안모니터링결과- 주요교육현안에 한모니터링결과제공/

정책토론방-주요교육현안에 한토론장제공

동향분석

정보검색

정보분석

동향분석

토론및조사

교육정책정보센터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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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OECD 회원국을 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우리나라학생의학업성취수준은수학

(2위), 과학(1위) 분야에서최상위로나타났으나, 상위5% 학생들만

상으로했을때는상 적으로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향후

교육의질적수준저하및국제경쟁력약화라는새로운교육문제가

두될수있음을시사함으로써, 재교육에 한세간의많은관심을불

러일으켰다.

사실,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에따라우수인적자원의양성이국가경

쟁력을높이는관건으로부각되자, 세계여러나라는 재교육에많은

지원과관심을기울이고있다. 수월성을추구하는 재교육에 해서는

자칫형평성논란이있을수있으나, 재들의특성에적합한프로그램

과기회를제공하는것은교육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을높

이는차원에서도긴요한일이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를보면, 재를

국가의장래, 안보및복지에필요한국가인적자원으로규정하고, 재

의특수한능력이조기에계발되지못하면잠재력은사장될가능성이높

다고보아초∙중등학교의 재교육을강조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우리나라에서도먼저, 정책적∙법적검토를거쳐지난2002년

재교육진흥법이시행됨에따라우수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

는기반을마련한바있다. 또한, 공교육차원에서 재교육을본격적으

로실시할수있게됨에따라 재교육에 한철학, 비전, 그리고교육기

준을만들고, 이를어떻게진흥할것인가하는종합적인 책수립이요

구되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등7개부처공동으로

2002년11월「 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수립해체계적인 재교육시

행의기틀을구축하게되었다. 

재교육을위한 기반이조성된만큼 이제정부는물론 재교육기

관, 시∙도교육청, 학교등은서로긴 한협력체계를구축해, 각분야의

재들을선발해그들에게알맞은프로그램을제공해주는데모든노력

을경주해야한다. 이와관련해, 재교육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

고려해야할몇가지를살펴본다.

첫째, 재를지도할우수한교원을양성∙확보하는일이다. 고도의

전문성을지닌교사의확보는 재교육의성패를가늠할중요한요소이

다. 재담당교원이 재의심리적특성을이해하는것과함께, 특정교

과의전문성을동시에갖출수있도록프로그램을개발하고연수과정을

개설해야한다. 담당교사들도자율적인연구모임을조직해교수∙학습

방법개선과자료개발등자체역량강화에노력해야할것이다.

둘째, 재교육기관에서운 중인프로그램에 한지속적인점검과

객관적인평가를통해 재교육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높이는것이시

급하다. 이러한노력이전제되지않는다면 재교육이선행학습또는

상급학교진학수단으로왜곡되기쉽다. 또한외양만 재교육이고내용

은종래의특기∙적성교육에불과하다면학생, 학부모의호응을받지못

해 재교육의정착이어려워질것이다.

셋째, 고등교육과의연계성확보로 재교육의지속적기회를보장해

주어야한다. 이스라엘텔아비브 학의‘학제적프로그램’과미국텍사

스 학의‘Plan Ⅱ’등과같은 재를위한별도과정의운 이필요하다.

우리의경우, 이공계 재통합과정, 학사와석사의연계과정등여러가

지방안이제시되고있는바, 이를정책화해초∙중∙고∙ 학간연계체

제가구축되도록해야하겠다.

넷째, 재교육의올바른이해를위해홍보가필요하다. 많은사람들

이 재교육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부작용을우려한다. 특히사교

육을통한 재교육의과도한집착은자녀의건전한발달에문제를일으

킬수있고그나마갖고있는창의성마저훼손시킬우려가크다. 

재교육시행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법∙제도의

정비와더불어인프라구축에중점을둠으로써, 재들이잠재능력을최

한 계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

다.KED

우수인재의체계적육성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자

서범석││교육인적자원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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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 우수인재의체계적육성으로국가경쟁력을강화하자

Power Interview

“미국역시교사들의의욕을고취시키는것이

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 프레드릭헤스(Frederick M.Hess) 미국공공정책연구원교육정책연구소소장

“아버지와선생님모두강물에빠졌다면

선생님을먼저구해야한다는것이이스라엘인들의답입니다”

- 로밋라흐멜(Schlomit Rachmel) 이스라엘교육, 문화, 체육부 재교육총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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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직교사의‘회색수입’도중국의사교육열풍거들었다

프랑스- 꼭알아야 할프랑스교육에 한한국인의오해3가지

Project  특별기획1-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교원인사제도의쟁점과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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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발형정책’도그결정권은정부에있다

∙학교경 자의역할및자질에걸맞는교장임용제도를마련해야한다

∙법제화추구, 분권, 참여, 견제, 조정의원리에따른점진적접근이필요하다

∙민주적이며능력있는교장을선발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생각해보자

∙교장승진제도개혁하면학교는살아난다

∙전문성강화와질유지를위한외국의다양한교장임용제도

Project  특별기획2- 재교육, 이 로좋은가? 

∙ 재교육의허리를강화하자!

∙ 재교육, 왜국가차원에서실시해야되는가?

∙ 재교육의질도결국은담당교원에의해좌우된다

∙ 재는‘현장’에서드러나고‘현장’에서키워진다

∙ 재성의판별:숨겨진 재성을정확하고빠짐없이판별해야

Research Findings

∙우리의학점은행제, 외국에서도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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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곽재석 (한국교육개발원국제협력팀장kjs@kedi.re.kr)

프레드릭헤스(Frederick M.Hess)

Power Interview

미국공공정책연구원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교육정책연구소소장

“미국역시교사들의의욕을고취시키는것이

가장시급한문제입니다”



Q
:2002년미연방정부에서는“No Child Left Behind Act”를제정하 다고들었습

니다. 이제도에 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A : “No Child Left Behind Act”는학생들의학업의성취수준에따라서교육을평가하

는체제(performance-based accountability)를말합니다. 략4가지기본원칙으로구성

되고있는데, ①학생학업결과에따른학교및교육구에 한책임규명강화, ②유연성과지

역자치증가, ③학부모선택권의확장, ④유효성이검증된교육방법에 한강조등입니다.

이러한교육체제의실시와관련하여표면적으로는90% 이상의미국성인들이찬성을표하고

있으나제도의엄격한실행에있어서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에있어서는다소엄격한학교시스템유지가요구되기마련

이지만, 정상참작을요청하는불가피한상황들이발생할가능성이많이있기때문에각각의

상황들에타협하게될수있습니다. 따라서평가의목적및내용등이구체적으로결정되어야

하며학업성취도에 향을주는요인들에 한구체적인분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이와함께실패학생들에게취해야할적절한조치들과학업성취에 한제도적보상등

이보장되도록하는교육정책마련도시급한상황입니다. 

Q : 이러한미연방정부의NCLB (No Child Left Behind) 정책에따라, 교사의질을높여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도커지고있다고들었습니다. 이에 한박사님의의견은어떠신지요?

A :미국의교사선발및양성시스템부터가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전문교사의

자격시험의난이도및합격기준이매우낮기때문입니다. 실제로, 학부에서교육전공자들의

SAT점수가하향분포되어있고, 학부때받은교육의질이떨어질수록최종직업으로교사가

되는경향이높게나타났습니다. 

Q :처음부터훌륭한교사를위한우수재원확보에서부터문제가있다는말 이신데, 혹시

그러한우수교사확보의어려움이교사의 우문제와연결되어있지는않습니까?

A :일각에서는교사에 한 우문제를거론하는데, 제가보기에는, 미국교사들의급여가

낮게책정되어있다는사안은설득력이약하다고봅니다. 2001년도미국교사평균연봉은약

43,000달러로, 일반직장인평균연봉인40,100달러보다높았습니다. 실근무시간을비교하

더라도, 교사의주당근무시간은표면적으로약49시간이나, 학교내실근무만산정시주당

33시간으로, 다른직종과비교할때결코많지않습니다.

Q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사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어떤 책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A :가장시급한것은교사들의의욕을고취시키는문제라생각합니다. 앞서급여문제를말

드렸지만, 교사에게지급되는금액의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 교사의보수기준이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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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학교교육의 위기

를맞고있습니다. 이에 한

근거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만

18세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32%만이4년제 학에진학

이가능한기초적인문해능

력과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현실을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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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에따른경력위주로되어있어서, 우수한교사에게

마땅한보상이주어지지않는데문제가있습니다. 차별

없이공평한 우라는것은, 각개인이그노력과기여도

에따라 우를받는것을의미합니다. 합리적인보상체

계가없다면, 교사들은평범한수준으로하향평준화될

것입니다. 실례로, 미국방성에서기존의연공별보수시

스템을개혁하 을때, 직원들의성취도와사기가매우

향상된바가있고, Charlotte나 Denver등의지역에서

도, 교사의실적에따른보다유연한보수체계를도입하

려는움직임이일고있습니다.

Q : 미국공교육의위기에 한다양한 안중에차터

스쿨(Charter School)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해말 해주시지요.

A : 차터스툴은미국공립학교주요개혁방안중에하

나로, 교육인가에따라학부모, 교사, 또는지역사회인

사가지역별학교교육위원회와공동으로참여하여운

하는학교입니다. 종교나지역적연고에의한입학차별

을두지않는차터스쿨은학생의학습촉진, 학습기회

확 , 새로운형태의학교, 자치권확립, 교육현장학습

프로그램에 해교사가책임지는방식의도입, 교사에

한새로운전문직의기회제공등을그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이런차터스쿨이약3,000개정도있는데,

일각에서는교사에 한 우문제를거론하는데, 제가보기에는, 교사에게지급되는금액의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라, 교사의보수기

준이연공서열에따른경력위주로되어있어서, 우수한교사에게마땅한보상이주어지지않는데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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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 학등의기관(agent), 교육구(district)와

계약을체결한후, 일반학교의80%의예산을지원받아

운 됩니다. 이들학교는수행결과에의해재계약여부

가결정되고, 통상계약기간은5년으로이루어집니다. 

Q :미국의사립학교체제인학교Voucher 제도운

에있어서문제점은없습니까? 있다면그해결책으로는

무엇이있을까요?

A : 미국은도시지역과교외지역간격차가매우큰

편입니다. 특히, 4학년이후의학생학업성취도에있어

서도시지역학생들이많이뒤처지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미국도시지역의65%는학교선택권을보장하

는학교Voucher제도에찬성하는반면, 교외지역의지

지자는이의반도되지않는실정입니다. 따라서이에

한해결책으로보다작은규모의학교를많이설립하고

이들학교가각각의특색있는교육과정을마련하게함

으로써, 학생선택의폭을최 한넓힐수있는선택준

거(choice-based) 법률을적용하는것입니다. 또한학

생들이 일률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능력과

성취수준에맞추어졸업할수있도록하는방법도보완

책이될수있겠지요.

Q :앞으로, 미국교육이풀어나가야할가장큰과제

는무엇이라고보십니까?

A :미국은학교교육의위기를맞고있습니다. 이에

한근거는여러가지자료들로설명할수있는데, 우선,

만18세고등학교졸업생들중32%만이4년제 학에

진학이가능한기초적인문해능력과기본과정을이수

하고있는현실을들수있습니다. 또한2003년에실시

된국가교육능력평가에서읽기부문합격자수가초등학

교4학년의31%, 8학년의32%에그치기도했습니다.

미국교육위기의가장주요한문제는교육분야구성

원들의능력이나효율성, 생산성자체를좌절시키는학

교교육시스템에있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교육개혁

의필요성이있는것입니다. 

Q :미국교육의위기와교육개혁의필요성에 해서

말 해주셨는데, 앞으로개혁은어떻게진행되어야한

다고보십니까?

A : 교육개혁의방법론에있어서두가지가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적인개혁”과“기본상식적개혁”이

그것인데, 우리는이두가지교육개혁방법론에 한현

명한선택을내려야만합니다. 미국의교사들과학교경

자들은주로“현상유지적인개혁”을주장하고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이미그들이할수있는한최선을다하

고있다는데근거한주장이지요. 따라서학교를향상시

키는길은학교시스템에더많은재정과예산을투입하

고, 전문적지식습득과훈련에 한더많은지원이라고

생각하는반면, 교육의근본적인개혁을위한교사의책

무성, 성과제도등에 한개혁방안에 해서는거부하

고있는것입니다. 

“상식에기반한개혁”은미국교육에있어서무능력의

문화자체를바꾸는데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책무성

(account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라는 두 가지

개념에기반한개혁, 즉, 성공적결과에 한존중과, 수

월성에 한확실한보상, 실패에 한응당한불이익이

주어지는문화를구축하는것이그근본개념입니다. 보

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의

“상식에기반한개혁”쪽에무게를두고있습니다만, 어

떻게개혁의방향이잡힐지는시간이더필요한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개혁이든지 책임

(responsibility), 공적(merit), 기회(opportunity)

의가치에 해서재조명하는데에서출발하는것이중

요하다고생각합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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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재교육연구실장, seokhee@kedi.re.kr)

Power Interview

이스라엘교육, 문화, 체육부 재교육총책임자

로밋라흐멜(Schlomit Rachmel)

“아버지와선생님모두강물에빠졌다면

선생님을먼저구해야한다는것이이스라엘인들의답입니다”



Q 
: 학자마다나라마다 재에 한정의는다양합니다. 이스라엘정부는어떤아이를 재로보는지궁금합니다.

A :우리는흔히IQ 얼마이상의지능이높은아이를 재로생각하기쉽습니다. 그러나지능만높다고 재라

고할수는없지요. 아무리지능이높아도과제에 한집착력이나창의성없이는한분야에서두각을나타낼수없으니

까요. 그래서지능과창의력, 과제집착도의교집합으로본학자도있고, 환경이나운까지도 재의요건에포함시키는

사람도있습니다. 그러나 재들의공통적인특징은있습니다. 한분야를많이좋아하고특별히가르치지않아도또래

의아이들보다언어나, 수리감각등에서1, 2년정도앞섰다면시∙도교육청이나전문가들에게한번쯤문의해볼필요

가있습니다. 또한 재는복잡한과제를던질때가장쉽고효율적인방법을찾아해결하려는경향이있지요. 평재는

처음하던방법이나익숙한방법을반복하지만요. 

이처럼 재판별은보통아이들과의비교에서나타나는상 적인것입니다. 세계적으로1930년 에는그사회의

1%, 70년 는3~5%, 90년 이후는15% 정도를 재로보고있습니다. 시간이지날수록많은나라들이 재의범

위를넓혀조금이라도 재성을보이면교육기회를주는방향으로가고있지요. 이스라엘은쫄뜨연구소가매년 재

를판별하는데필요한검사를제작하여전국의초등학교2~3학년학생들을 상으로검사를실시하고, 상위3%에해

당하는아이들을발굴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스라엘에서는 재들을발굴할때, 전국적인기준을사용하는게아니라지역별로상위3%를발굴합니다.

그이유는사회통합도매우중요한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전국단위로상위3%를선발하면특정지역의아이들만선

발될가능성이많고낙후된지역의 재들을발굴하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 어느지역에나 재가출현할

가능성은비슷하다고보며, 그지역의발전을위해서기여할인재들을발굴하고교육하는것도국가의통합된발전을

위해서는 단히필요한일이라고보니까요. 

개인적으로제희망은이스라엘정부의예산이넉넉해서앞으로는상위10%의아이들까지 재교육 상자로선발

될수있는시기가가능하면빨리오는것입니다. 

Q : 재성을제때발굴해주지않으면문제가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재성은변함이없는건아닌지요?

A : 적절한자극과교육을하지않으면능력이사장될수있습니다. 재교육을받지않아도머리가나빠지는것은아

니지만, 학습태도나정서적인문제가생긴다는점이중요합니다. 학업수준이너무맞지않아빈둥거리거나비생산적인

일에몰두하는등아이의학습태도가저하되는것은물론이고튀는언행으로선생님께야단맞기도쉽지요. 또한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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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을길러주는방법엔여러가지가있지만탈무드에제시된것과같은“토론(Debate)"을강조합니다.

화중에서도설명이아니라적절한질문을주고받는과정에서아이스스로결론을내리게하는방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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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억압되며좌절감이깊어질수있고요. 왕따당하기

싫어자신의능력을감추거나아이들과어울리지않으려

고하는경우도있습니다. 재교육을받지않으면머리

가나빠진다는것도오해이지만, 재는타고난머리가

있어내버려둬도잘할수있다는생각도맞지않다고봅

니다. 재에게열심히노력하는태도를가르쳐야재능

이사장되지않습니다.

Q : 이스라엘의 재교육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은무엇입니까?

A : 재성을길러주는방법엔여러가지가있지만탈

무드에제시된것과같은“토론(Debate)”을강조합니다.

화 중에서도 설명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아이스스로결론을내리게하는방식이지요.

때로는토론의결과, 답이나오지않을수도있다고누구

나인식하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무엇인옳고그른가

를따지는능력과태도이지요. 답이틀렸을경우에도틀

렸다고말하지않고어떻게그런생각을했는지를묻고

아이의 생각과 추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오늘은 선생님께

어떤칭찬을받았니?”라고묻지않아요. 신“오늘은어

떤멋진질문을했니?”라고묻지요. 이처럼부모들은아

이스라엘의부모들은학교에서돌아온아이에게“오늘은선생님께어떤칭찬을받았니?”라고묻지않아요. 

신“오늘은어떤멋진질문을했니?”라고묻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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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스스로호기심을갖고학습하려는태도를중시합니

다. 또한남들과다른생각을하더라도위축되지않고독

창적인주장을할수있도록연습시키지요. 

재들은 어느 분야의 재라고 미리부터 분류하지

않는것도특색이에요. 부분의 재교육기관은과학,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의교육을동시에실시합니다.

아이들에게뷔페식의다양한과목중에서원하는것, 좋

아하는것을선택하여수강할수있도록하는거죠. 다만

한가지원칙은반드시과학분야의과목과예술분야의과

목을고루균형있게선택해야한다는점이에요. 모든아

이들은상호전혀다른분야를일정부분배워(과학 재

라면인문학이나예술을2 1이나3 1의비율로) 통

합적이고간학문적인경험과시야를갖게됩니다. 

예를들면, 과학분야에서는‘파동의법칙’을수강하

면서음악분야에서는‘악기의소리’나‘디지털피아노

를이용한작곡’같은과목을수강하도록해, 물리와음

악을동시에경험하도록하는데초점을두고있습니다.

이런다양한분야를경험할때아이들은더창의적이될

수있다고믿고있지요. 

Q :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이 우수한 인재

를키우는데 재교육의목표를두고있습니다. 이스라

엘이추구하는 재교육의목표는무엇인가요?

A :이스라엘은 재에게이스라엘인으로서의정신과

가치를중요하게가르쳐서이들이창의적인지도자로서

국가의발전을이끌어주기를기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아버지와선생님이모두강물에빠져

서떠내려가고있다면누구를먼저구해야하는가에

한질문에 해, 선생님을먼저구해야한다는답을한답

니다. 그이유는선생님은이스라엘의정신을전수해줄

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죠. 

이와같이이스라엘의정신을지속적으로가르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없이 산 850년이라는

긴방랑의역사속에서도히브리어가살아있는것이고,

국가를세울수가있었던것입니다. 

Q :이스라엘에서도유아를위한 재교육이있는지,

그렇다면어떤지도를하는지요?

A :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이 되어야

재선발시험에응시할수있습니다. 이스라엘의어린이

들은 부분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아요. 유치원에서는

씨나수를가르치지않는다. 신항상창의력을개발

하는게임과놀이를지도하지요. 재교육을포함한이

스라엘교육의특징은개인의적성과창의력을계발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교사의지식을통째로쏟아붓는

신 학생이 배우면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맞는다양한교습법개발에주력해요. 재들

일수록진로를자주바꾸거든요. 적성에맞지않는다고

생각하면그때그때진로를바꾸는것도자연스럽게되지

요. 결국 재교육은 재들에게자신의적성과개성을

찾아내고, 이를계발해나가는데도움을주려고노력하

고있는겁니다.

Q : 이스라엘에서 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어

떤사람들인가요?

A : 이스라엘 재교육담당교사들은크게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하나는일반교사들중에서특별히가

르치는방법이나그교과분야에서특별히뛰어난교사

이며, 또다른하나는교사가아닌전문가들중에서교육

에관심이있는사람들입니다. 학교수, 연구소의연구

원, 박사과정학생이나의과 학의레지던트와같은사

람들도 재교육을담당합니다. 이들은비전통적인방법

으로자기분야의전문성을학생들을지도하는데활용하

면서보람있는시간을갖지요. 아이들은이런사람들에

게서지도를받으며미래에어떤직업을가질지에 해

더직접적인경험을하게되기도합니다.KED



우리나라교육개혁을논의할때종종프랑스사례를들면서,

프랑스에서는 학이모두평준화되어있고, 

바깔로레아시험에만통과하면누구나 학에갈수있으므로

학생들은과외나시험공부에찌들지않고교육다운교육을받고

있다는등의이야기가자주오간다. 

그렇지만, 그런이야기는주로프랑스교육을단편적으로

경험하거나얻어들은바에근거한환상에불과하다. 

세계의 교육

Wor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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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5일(화) 오전 니더작센 주

힐데스하임지방법원에는11명의힐데스하

임베르너폰지멘스직업학교학생들이피

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동급

생 디터-데니스를 상시적으로 괴롭히고 굴

욕감을 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비공

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가 읽은 공소사

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예전에

일본이나한국의일부학교에서있었던‘이

지메’와 비슷한 내용이라 할 만한 것이다.

기소된 동급생들은 디터-데니스에게 작업

복을입은채로샤워하도록강요했고, 또담

배를 삼키거나 심지어 전체 학급생 앞에서

자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그들은 디

터-데니스의 머리에 플라스틱 양동이를 씌

운 채 소방호스로 두들기고 때리고 짓밟았

다. 주범으로지목돼조사를받고있는알렉

산더는18세로서, 3년전에부모를따라시

베리아에서 독일로 이주한 이주민 가정의

학생으로 아직 독일어를 토막말 정도밖에

하지못한다. 알렉산더를기소한검사헤닝

존넨베르크에 따르면, “하우프트슐레에서

3년동안독일어를배우지못하여적응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다른 학생들처럼 알

렉산더도 개전의 정을 내비치는 듯했으나

결국 욕지거리를 내갈겼고, 검사 존넨베르

크는알렉산더에게보호관찰형을내려달라

고요구했다. 또한검사들은다른학생들이

나쁜 사건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재판

이 공개리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하 다. 

재판정바깥에서는다른학생들이서있

었는데, 그중랄프라는학생은멀리떨어져

서있는터키출신친구티벳이호명되어법

정으로들어갈때윙크를하 다. 랄프는현

재17세인데, 이미금품갈취로인해19개월

의보호관찰형을받은상태이다. 랄프의말

에따르면티벳이특별히난폭한아이는아

니라고 한다. 랄프는“우리 반에는 당연히

독일의학교폭력Ⅰ
김종기｜베를린통신원, ki1325@hanmail.net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der deutsche Kinderschu

tzbund)에따르면(1993년), 전체어린이와청소년의약

10%가부모에게얻어맞고학 를받는다. 매해약100

명의어린이가부모에게맞아서죽거나 양실조로죽

는다. 30만명의젊은이들은부모의폭력을그냥견디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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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노예처럼지내게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만

연한학교폭력의실태를짐작할수있게해

주었다. 

학교에서이루어지는폭력의유형들

1995년에이루어진한연구조사(H.-D.

Schwind 외저『학교폭력, 보쿰의예』에따

르면독일교사의약80%가일주일에최소

한한번이상학생들이서로상스러운욕을

하면서다투는것을목격했다고한다. 그리

고 욕설의 종류가 보통의 흔한 똥(Schei�

e)이라는상투적인욕에서항문이나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성적인 욕이 상시적인 욕

설이 되었으며, 1학년에서도 이러한 욕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교사들에 따르면, 이

연구 조사가 발표되기까지 수년 동안 학생

들사이에서언어적폭력이놀랄만큼증가

했고, 특히 여학생들의 언어폭력이 폭발적

으로증가했다. 

두번째로가장빈번한폭력의유형은신

체적폭력이다. 학교안전사고의4분의1은

머리카락 쥐어뜯기나 주먹다짐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 1990년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의다툼으로인해학생들이치료를받는수

는 전체 학생의 1.2% 가량으로 한해

97,000명에해당된다. 이것을한학생이10

년간 학교에 다니는 동안의 평균으로 환산

해 보면 10명 중 한 명의 학생이 학생들끼

리의 싸움으로 다쳐서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온다. 그가운데1/3은뇌진탕또는뇌출

혈을입고1/4은타박상, 근육또는인 파

열, 관절탈구이며, 10%는팔또는다리가

골절되고2%는이빨이부러진다. 

전체1,100만(1995년추산)의학생들중

약 300만에 이르는 학생들이 학교에 한번

이상무기를소지하고왔다. 무기가운데가

장 흔한 것이 칼이며, 다음으로 최루가스,

가스총, 손가락에 끼우는 타격고리, 총, 투

척용쇠구슬, 막 기가이어졌다. 비슷한시

기의조사에따르면설문에응한베를린학

생의26%는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서무

기를소지한다고 답하 다. 

또독일의전체학교중절반에서금품이

나 의복을 강탈하거나 갈취하는 사건이 일

어나며, 독일 전체 45,000 개 학교 중에서

4,000개의학교에서여학생들에 한성폭

행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행 장소는 바로

학교이다. 슈빈트의같은연구에따르면, 보

쿰소재학교의12%에서성폭행이일어나

고있다. 

폭력을행사하는학생은약70%가남학

생이며신체에상해를입히는건수는90%

가 남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학생보

다남학생이더많으며, 피해자는 개신체

적으로 허약한 학생, 소심한 학생, 인기가

없는학생들이다. 공격적태도는사춘기연

령의나이에서가장빈번하며, 점점더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공격적 태도를 보이고 있

다. 소규모학교에서보다 규모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보다 도시학교에서, 소규모

학급에서보다 규모 학급에서, 외국인 학

생이적은곳보다많은학교가폭력행위가

더 많다. 특히 설문에 응한 교사들에 따르

면, 교사들19,5%가독일학생과외국출신

학생 사이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고한다.1)

폭력행위는학교형태에따라차이가나

는데, 김나지움에서는언어적폭력과약탈,

갈취, 협박이가장많았으며, 하우프트슐레

와 특수학교에서는 이와 달리 신체적 폭력

World Education   GERMANY

1) 여러연구보고중올보이스(D. Olweus, Gewalt in

der Schule, Bern, 1995)가다룬스칸디나비아국가들

에서의 결과만이 학교 폭력이 학교의 크기나 학급의

크기와무관한것으로나왔다. 



이가장많았다. 그리고폭력은여러곳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장빈번한범행장소는학

교운동장이며,2)   그다음이하교길목이다.

전국 상해보험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이 폭력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현장으로나왔다. 이사실은휴식시간중에

학교 운동장을 감독하는 비교적 소수의 교

사들조차( 규모학교에서1,000명이상의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끼리의 폭력의 규모에

해서잘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을보여

준다. 그리고폭력은점점더난폭해지고있

으며, 1995년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하

우프트슐레에서는10년전보다두배로많

은학생들이폭행을당하고있다. 

빌레펠트의 청소년 전문가 클라우스 후

렐만에 따르면, 한 학년당 약 15%의 학생

들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이

며, 여학생을 제외한 통계로는 약 3분의 1

에달하는남학생들이신체상해, 금품갈취,

기물파손, 정신적 테러의 잠재적 범죄자이

다. 또한 슈빈트의 연구에 따르면 7학년에

서 13학년까지 학생들의 11.4%가 폭력행

위를나타내고있다. 그중심각한폭력행위

를하는학생은전체학생의약4%에해당

하는50만명가량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사들에 한 폭력도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약 7.2%에

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격당하며, 카셀

의1993년통계에따르면설문에응한7%

의교사가학생들에게공격을받은적이있

으며그에따라추산하면45,000명의교사

가운데2,000명정도가학생에게폭행을당

해 상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교사에 한 폭력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일

어난학교의총격사건을방불케한것은2

년 전 튀링엔 주 구텐베르크 김나지움에서

슈타인호이저라는 학생이 16명의 교사 및

학교직원을사살하고자살한사건이었다.3)

공격적행위와폭력의원인

가. 가정

개의연구보고서처럼어린이와청소년

의 폭력행위의 원인에는 하나로 통일된 것

이존재하지않는다. 즉학교폭력은다양한

원인을가지고있다. 그가운데에서가장주

된 요인은 여느 보고서에서도 비슷하듯이

가정, 사회, 학교이다. 

가정은 사회화를 배우는 최초의 장소이

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태도에 본질적인

향을미치는 역이다. 그리고가정은 개

의사람들이가장먼저폭력을경험하는장

소이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폭력을경험하고, 그과정에서어

떤문제를해결하는데에폭력이가장효과

적인 방식이라고 각인하게 된 사람들이

부분이다. 이렇듯 공격적인 아이들은 폭력

적인가정에서자라난다. 즉폭력적인어린

이나 청소년은 흔히 스스로가 가정에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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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학교는 거의 개한국에서와같은맨 흙바닥

으로 된 큰 운동장이 없고, 고무바닥과 시멘트 바닥으

로 구성된 조그마한 운동장(Schulhof)이 있다. 그리고

모든학교에는큰 체육실이있고체육수업은모두이

체육실에서이루어진다. 그리고쉬는시간에학생들은

이조그만운동장에서뛰어논다.

3) 한편교사들의학생들에 한폭행도체벌이금지된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 1996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

면헤센주의2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16%, 튀

링엔 주의 10%, 작센 주의 7%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한교사의 폭력행위가 발생하 다. 그 유

형은주먹질, 따귀, 물건던지기, 또는욕을하거나모욕

을주는것이었다.



력의 희생자이며, 폭력을 동경하는 경험을

가지고있다. 이렇게가정에서의폭력은어

린이 스스로가 폭력의 희생자이면서 또한

자신의 문제를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악

순환의고리로이어지고있다. 

독일 어린이 보호연맹(der deutsche

Kinderschutzbund)에 따르면(1993년), 전

체어린이와청소년의약10%가부모에게

얻어맞고 학 를 받는다. 매해 약 100명의

어린이가 부모에게 맞아서 죽거나 양실

조로죽는다. 30만명의젊은이들은부모의

폭력을그냥견디고있다. 독일에서수치로

제기된 어린이 학 건수는 개 2만 명에

서 5만 명(1990년)인데, 이처럼 오차 수치

범위가큰것은그것이은 하여잘드러나

지않기때문이다. 부모의70%가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매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하고 있으며(1994년), 모든 어린이의 약

60%는엉덩이에매질을당한다. 심지어매

년가정에서약15,000건의성폭행이발생

했다(1994년).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에

한 성적 학 나 폭행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개되

지않는경우가많으며그과정에서성적학

를 당한 어린이만이 그것을 끔찍하고 무

서운경험으로지니게되며, 혼에깊은상

처를 받는다. 또한 부모 또는 형제 자매도

깊은 상처를 입는다. 가정에서 얻어맞거나

학 받은 아이는 적 적인 분위기에서 성

장하며, 내적으로 고립되어 파괴적이고 공

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보이얼레(S.

Bauerle)는프로이트가이미1919년에『어

린이에 한폭력』이란논문에서“얻어맞는

다는것은그것이비록아프지않은것이라

해도사랑의거부이며경멸을의미한다. 부

모의변함없는사랑속에서안전하게왕처

럼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몇

만얻어맞아도자신의전능(全能)의하늘

에서 추락한다”고 쓴 것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무력

감, 좌절감, 열등감은우월감과공격적인것

에 한환상을키우게하는요인이다.        

또한 부모의‘사회적 스트레스’는 부모

를아이에게매질하는부모로만드는한요

인이된다. 그리고그사회적원인은교육의

부족, 미숙련직업, 낮은취업기회, 실업, 경

제적어려움과가난등이다. 또한폭력적인

아이들은 개부모가교육

태도에서 비일관적인 행동

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

다. 같은 경우의 행위에

해 기준이 없이 금지와 허

용을반복하는부모를가진

아이들은자신의행동을단

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

단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경향을가지기쉽다. 

한편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위는 개사랑의결핍의표현이다. 부모

와가족관계에서진정한사랑의관계를맺

는방법을배우지못한어린이는어른이되

어서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

지못하고고립되기쉽다. 

나.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자신들

에게주어진과제를가정의테두리밖에있

는사람들을통해도움을받아해결할수있

을 때에만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다. 어린

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사회인이 되는 것

은적지않은범위에서가족의사회화조건

에 향을미친다. 성장기의청소년은아직

사회의어느곳에도접합되어있지않아존

재조건자체가불안정하다. 다원적이며끊

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는 청소년의 불안정

성을더욱강화시킨다. 또복잡다기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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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를 조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만

든다. 사람들에게더많은것이제공되고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장점이

지만 지나친 다원성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할수있다. 왜냐하면지나친다원성은공통

적인의미지평을찾는것을어렵게하고극

단으로치우치기쉽게만들기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사회 속의 각 개인은 자아

도취에쉽게빠지며사회를자기자신의관

점으로만파악하는경향을가지기쉽다. 이

렇게자아도취에빠지는사람은세계를자

기의 감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재로서파악할능력이없다. 동시에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인 공감 를 찾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한편에서 사랑의 결핍

을낳는다. 왜냐하면자아도취에빠진사람

은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자신 이외에는 어

느누구도사랑할줄모르기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자아도취형 인간은 다른 사람으

로부터 고립된다. 지나치게 다원화된 현

사회는 이러한 자아도취형 인간은 많이 생

기는토양이되어있다. 그렇지만이러한자

아도취형 인간이야말로 자기 스스로부터

나오는, 자신의삶과체험에일관성을부여

하는 자기 의식이 결여되어 스스로에게 자

신감을부여하지못한다. 따라서이러한사

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아를 평가하는 데에

서불안감을가지고있으며그때문에지속

적으로 자아도취적 평가에 빠지며 이러한

자신의 상을 훼손하는 사람에게 적 감을

나타내고 나아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응하게된다. 

한편 산업사회는 물질주의적 사고와 행

위로각인되어있으며, 물질적재화가개인

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의 형성에서

상징적의미를가진다. 사람들이돈을통해

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돈

을많이버는것이현 인간들이추구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이다. “돈이 세계를 지배

하며”돈은 물질주의적 세계에서 개인에게

안정감과자기존중감을준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

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기며 그 간격은

점차더심해진다. 그리고빈부의격차가더

심해진다는 것은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빈

곤층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당연히빈곤층의청소년도또래의다

른 청소년들처럼 소비와 소유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적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기

로부터 생기는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기 위

해서 돈이 부족하면 청소년들은 금품갈취

나약탈등의재빠른길의유혹에빠지기쉽

다. 이때폭력은정상적인경로를밟아자신

의욕구와욕망을실현할수있는길이없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해볼만한 수단

이되는것이다. 

한편현 인들사이에만연되어있는연

감의 부족과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

회적책임감을맡기를거부하게만든다. 사

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부모들 아래에서 성

장한 어린이들은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

하기쉽다. 어린이들이사회화과정에서결

속감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성장하

게되면사람과사물에 한깊은관계를맺

는것이어렵다. 

인간들은본성상다른사람에의존할수

밖에 없으므로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 한

친 감, 사랑, 따뜻함, 애착을가진다. 사람

들이 이러한 친 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빈

번하게 폭력적이 되며 최소한 인간관계를

폭력적으로형성할가능성이많다. 

그 외에 현 사회가 안고 있는 가치와

규범의 상실의 문제, 삶의 의미의 전도, 관

용의부족, 기술화등등은현 인들에게더

많은 경쟁을 부추기고, 매체에서 생산되는

폭력은 청소년들을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

되게만들고있다. ... (다음호에계속)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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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중국 교육부에서“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킬 것”에 관한

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초∙중등학생들의

학업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고있는추세이다. 교내학업부담을경감한

후 학부모들은 사교육 쪽으로 관심을 돌리

기시작한것이다. 중국은경제가발전하면

서국민들의생활수준이향상되었고, 한가

족에자녀를하나씩만두고있기때문에자

녀의교육문제가각별히중시되고있다. 

더구나 맞벌이를 하는 중국 학부모들은

직장생활이 바쁜 관계로 자녀교육에 신경

을쓸여유가없고, 학력이낮은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해 전혀

몰라서 아이를 전문가인 교사가정에 맡기

거나 학생을 집에 데려와 가르치기도 하

고데리고놀기도하는새로운형식의사교

육붐이일어났다. 

중국의경제가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문화도 전환기를 맞아오

면서 교사들의 가치관도 변화가 일어나 교

사 역할이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

다. 이리하여다양한형식의사교육붐이일

어났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사교육들은 어

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에 한원인과장단점을분석한후향후발

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지금중국에서유행하는사교육들

가.  입시목적의과외학습반

북경, 천진, 상해, 성도, 무한, 광주등지

역을 상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6%의 학부모는 자녀에게 과외교육을 선

택하 다. 

과외내용은 예술분야가 63%, 외국어가

54%, 학교 교과과정이 32%, 컴퓨터가

26%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특기반

58%(중국의중학교는평준화정책을실시

하고 있어 무시험을 통한 컴퓨터 추첨으로

근거리입학을하고있다. 그러나명문중학

교에서는 특기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가지특기가있으면그에해당하

는특기를원하는학교로학교선택을할수

있게되어있다. 각학교마다요구하는특기

는 다양한데 어떤 학교는 수학성적이 뛰어

난학생을모집하고, 어떤학교는 어성적

이뛰어난학생을모집하고, 어떤학교는악

기연주를 뛰어나게 잘하는 학생을 모집한

다). 가정교사 37%, 과외보충수업반 27%

의순위이다. 

현직교사의‘회색수입’도중국의사교육

열풍거들었다
유경희｜북경통신원, liujingji@hanmail.net

중국의 많은 교사들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근무

시간외과외를해월급보다훨씬많은수입을취득하

고있으며이부분에 한소득세는납부하지않고있

다. 왜냐하면이부분의수입은본인이신고를하지않

는한, 세무기관에서조사를하지않기때문이다. 중국

에서는이런부분의수입을“회색수입”이라고한다.



나.  아이를교사가정에맡기는“교사보모”

아이를정년퇴직한교사가정또는현직

교사가정에 맡기는 것을 중국에서는“교사

보모”라고 한다. 이는 남부의 도시에서 매

우성행하고있다. 교사가정에맡겨지는학

생들은초등학교학생이가장많고그다음

으로는중학생이다. “교사보모”는생활관리

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지도도 해주는데

일이 바쁘고 비교적 부유한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서환 을받고있다. 학부모는아이

를교사가정에맡기고교사도이기회를빌

려수입을늘리는것이다.

아이를“교사보모”에게 맡기는 이유는

장사를하는맞벌이부부와철도, 간호사등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직장 일

로애한테신경을쓸여유가없어서이다. 그

리고 어떤 학부모들은 본인이 애를 교육하

고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 아이의 성적이

좋지않다고인정되어애가좋은성적을취

득하게하기위해아이를정년퇴직한또는

현직 중인 교육자에게 맡겨 부모를 신해

자기아이의학습을감독관리하게하는것

이다. 이러한학부모들이애를맡기는기간

은짧은경우1개월, 긴경우완전히아이를

교사에게 맡기고 매주 토요일에 집에 데려

가고 일요일에 교사가정에 다시 데려다 주

는데 숙식을 교사가정에서 하고 한 달에

600~1,000원의(명교사일 경우 1,000원,

일반교사일 경우 600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한 교사가정 당 4~9명의 학생을

받아관리한다. 

다.  “ 학생보모”

학생이집에와서아이한테과외도해

주고데리고놀기도하며밥도해주는형식

을“ 학생 보모”라고 한다. “ 학생 보모”

에게는 시간제 또는 일당의 형식으로 보수

가지급된다. 

이런 가정교사를 원하는 경우는 초등학

생이가장많고다음으로는중학생이다. 초

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가정교사에 한 요

구는가르칠줄알아야할뿐만아니라노래

와 춤, 운동을 잘해야 하며 또한 애한테 이

야기같은것도잘해아이가가정교사와놀

면서재미를느껴야하는것이다. 

어떤학부모는“ 학생보모”를구할때,

외모와 기질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

도하는데이는외모와기질이아이한테많

은 향을끼친다는이유에서이다. 어떤가

정에서는 학생을 학생 집에 묵게 하면서

아이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의 오락과

운동시간도 배정하며, 학습태도와 진취심

향상을위한교육도시킨다. 

학생 보모는 주말과 방학기간에 많은

수요로한다. 방학기간에부모가출근을하

면아이가혼자서집에있기때문에학습생

활안전면에 한아이관리가매우중요하

기때문이다.

교사의 주머니 채우기도 사교육 원인의

하나

가.  교육자원의불균형

중국의 교육자원은 상당히 불균형해 우

수교육자원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

이 평준화되어 있지 않아 우수교사가 소수

학교에집중되는경우가많다. 양질의교육

을받고싶어하는학부모들은방과후“명교

사”를찾아아이에게과외를받게한다.

나. 입시경쟁의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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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학에서 학생정원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도시 졸업생에게

만진학의길이많이열려진편이라고할수

있다. 중국의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한가족

에자녀한명밖에안두는현상이보편화되

었기때문에 중의교육에 한욕구, 특히

양질의 교육에 한 욕구는 끊임없이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현행 교육, 초∙중

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국민들의 이런 강렬

한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역사적인수급불평형의관계속

에서 사람들은 진학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중학교 무시험제도를 실시해 학

군단 내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중학교로

진학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품행이

우수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특기가 있는 학

생들에게 좋은 학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각 성 시에서“우수학생”, “추천생”, “특기

생”을비율을정해중점중학교로들어갈수

있도록하는정책적혜택을주고있다. 

학부모들은자신의아이가“추천생”, “특

기생”으로 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식

의“올림픽 과외반”, “보충수업반”에 들어

가서과외공부를받게한다. 또한중국의고

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고 서열화되

어 있어 명문고등학교에서 들어가기 위해,

입시경쟁에서 유리한 지위에 처하기 위해

보충수업이나과외학습반에참여한다.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에들어가야만

학진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

등교육입학률은현재11%정도(물론일부

도시지역은 이미 중화단계를 넘어서

보편화단계로 들어서고 있지만)로 아직은

엘리트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

시경쟁이있을수밖에없다. 

다. 자식에 한지나친기 와경제력의

뒷받침

동양전통문화의 향을받아 학을가

야만 출세를 한다는 관념이 사람들에 머리

속에 뿌리박혀 있어 학부모들은 자식이 명

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양질

의교육을받은후 학에진학하기를원한

다. 현재초∙중등학생의95%가가정에자

녀가한명밖에없다.  

다수 학부모는 자식이 학을 졸업하고

좋은직장에취직하기를원한다. 자식을하

나밖에 안 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

이충분해여러가지형식의사교육을택한

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식에게 과외공부를

안 시키면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때문에시킨다. 

라. 교사가치관의변화

과거 계획경제 시 에는 교사들이 소신

과, 기여, 책임감만을중시하 다.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가치관

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풍족한 생활을 유지

하기위해교단을떠나서장사를하기도하

고보수가높은기업쪽으로전직을하는경

우도많았다. 교단을떠나지않은교사들도

가능하면근무외시간을이용해수입을늘

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과외를 해주거나“교사보모”를 하기도 한

다. 중국의교수봉급이다른직종보다낮은

데다가 일부지역에서는 교사봉급을 반년

또는 1년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교사

들이 과외 또는“교사보모”를 원하는 이유

의하나이다.

사교육의장단점

가.  장점

여러 가지 형식의 과외와“교사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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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보모”가 생기는 것은 학부모집단이

이런방면에 한수요가있음을설명해준

다. 과외교습반에 들어가서 보충수업을 받

음으로써학습부진아들의성적이제고되기

도한다. “교사보모”는직장일이바빠서아

이를돌볼겨를이없는학부모의부담을덜

어주고 아이교육의 전문성이 강한 교사가

관리함으로써 애들의 좋은 학습습관 형성

에유리하다는평판이있기도하다. 또한교

사와같이생활학습함으로써학습과생활,

안전이보장되고아이들의자립생활능력이

양성될수있다는것이다. 아이들의공동생

활은서로간의우애, 협조, 교류의분위기가

형성되어침구정리, 바닥쓸기, 밥그릇나르

기등의노동습관과서로도우면서사는의

식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 또한한가족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외로움”등의 문

제를해결할수있다. 교사의감독아래“인

터넷 게임방”에서 하루종일 보내는 유혹에

서도벗어날수있다. 

학생이 학생가정에 와서“ 학생 보

모”를 하는 것은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둠으

로인해생기는여러가지문제들을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학생으로부터 가르침

을받을수있고인격적도야를받을수있

다는것이다. 

나.  단점

그러나여러가지형식으로실시되고있

는사교육은또한다음과같은단점을보이

고있다.

입시목적의과외(학교내에서실시하는)

는교사가가르치고, 학생들은많은시간을

문제풀이 숙련정도를 높이는 것과 입시기

교를 늘리는데 소모한다. 학생들은 시험과

숙제에눌리어지식에 한흥미와주동성,

사고의 적극성이 결여되며 심지어 지식과

사고에 한혐오감을느끼게해오히려학

생들의학력의저하를초래하기도한다.

아이를 교사가정에 맡기는 학부모들은

아이가교사와같이있으면좋은인격적도

야를받을수있고학습성적도향상되어훌

륭한 인재로 될 수 있으리라는 기 에서이

다. 초등학생이장기적으로교사와같이있

으면 교사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말수

가적어지고다른사람들과 화를하지않

으며, 성격이 괴벽해질 수도 있다. 또한 부

모와의 친화력도 약해지며 동년의 즐거움

과웃음이적어지게한다. 어떤학생들은학

습과 생활면에서 교사의 불만족을 자아낼

까우려해모르는것도아는것처럼하는불

성실한태도가생길수있다. 또한금전관계

가 가미된 특수한 사생관계는 학생들의 순

진한마음을오염시킬수있으며교사의권

위가추락되게하기도한다. 아이를교사가

정에게 맡기면 학습 생활면에서 자립능력

을키우지못할뿐만아니라학생이교사에

게지나치게의존하는현상이생길수있으

며창의력이말살되기도한다. 

교사가매일학생에게밥을해주고빨래

도 해주고 숙제지도도 해주다보면 수업에

한연구시간이거의없게되어수업의질

이 저하될 수 있다. 어떤 교사들은 중요한

내용들을 학교 수업시간에 가르치지 않고

자기 집에 맡긴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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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있다.

사교육정책방향, 3가지방안이있다

가. 가정교사시장의규범화

현재중국의일부도시에서유행하고있

는“아이를교사가정에맡기는현상”과“

학생을 가정으로 불려들여 아이교육을 시

키는 현상”은 학부모가 직장 일이 바쁜 관

계로아이를돌볼겨를이없거나또는부모

학력수준이낮아아이를전혀교육할능력

이없는가정에서많이나타나고있다.

교사가 아이를 맡음으로써 생기는 폐단

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사로서의 권위문

제와학교정상수업에미치는 향등의이

유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에서는 이

에 한정책적정비가필요하다. 학부모들

의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

사개인이 가정에서 아이를 맡을 것이 아니

라정부또는사교육기관이이일을수행해

야하는정책을마련해전문성이강한교사

진을구성해운 해야할것이다. 이렇게함

으로써여러가지폐단을극복할수있고책

임제를실시해의외의사고도방지할수있

다.

중국 학이 학비납부제도를 실시한 이

후로 많은 학생 가정에서 학비를 지불하

지못하는문제들이많이생기어어쩔수없

이 학생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수기관

을 마련해 학생이 일정기간의 연수를 받

은후아이학습과생활및여가오락생활을

다채롭고 재미있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나. 세금납부제도실시

중국의많은교사들은직장을갖고있으

면서근무시간외과외를해월급보다훨씬

많은수입을취득하고있으며이부분에

한소득세는납부하지않고있다. 왜냐하면

이부분의수입은본인이신고를하지않는

한, 세무기관에서조사를하지않기때문이

다.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의 수입을“회색

수입”이라고 한다. 이는 일부 교사들이 직

장일에충실하지않고과외를해자기수입

을올리는데열중하게한다. 관련부서에서

는이에 한조치를취해현직교사가직장

외의겸직을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가필

요하며, 특별강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를 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감독조치가

필요하다.

다. 진학경쟁으로인해생기는여러가지

사교육에 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

다.

㉠중학교무시험제도라는명목아래“우

수생”, “특기생”을모집하는것은학생들을

경쟁으로 어넣을수밖에없기때문에이

러한특수정책을폐지해야한다. 아울러중

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평준화해

교육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과외

를 막아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입학기회

(현재 59%)를 확 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 교수개혁을 심화해 단위시간내의 수

업효율을 제고하는 것과 학생들의 정보 입

수, 정보처리능력을향상시키는것으로과

외교육에 한부담을줄여야한다. 또한학

교내에서학습부진아들에 한보충수업반

을 개설해 그들이 학습의욕을 상실하지 않

도록도와줘야한다.

㉢입시제도를개혁해야한다. 다양한학

생선발기준을 정하되 주로 학생의 창의성

과 능력에 한 검증을 위주로 해야 한다.

기존의 선발기준은 너무 점수에만 치중하

고있는데향후학교에서실시하는실험, 프

로젝트 등에 한 참여도 성취도를 선발기

준에넣어야한다. 학학생선발시학교의

내신도중요한비율로취급해야한다. 또한

면접고사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추가해야할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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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교육개혁을논의할때종종프

랑스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에서는 학이

모두 평준화되어 있고, 바깔로레아 시험에

만통과하면누구나 학에갈수있으므로

학생들은 과외나 시험공부에 찌들지 않고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

가자주오간다. 

우리가겪는이런문제들이너무나극심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주로 프

랑스 교육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거나 얻어

들은바에근거한환상에불과하다. 여기에

몇가지프랑스교육에 한환상과현실을

밝히며, 사실에 근거한 진지한 교육토론이

이루어지기를기 한다.  

프랑스학생들은과외를안한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다고 하

지만, 어느나라건학부모가자녀교육에관

심을 보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프

랑스 학부모들도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교

성적과 학입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다한다. 프랑스를‘과외없는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cours

particuliers(직역하면개별강의)”를입력

하면 수많은 과외소개회사 리스트를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개별강의도있다.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 과외가 널리

행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Questions d'enseignement seco-

ndaire(중등교육의 문제들, Charles-

Jules Bigot 저, 1886년)�라는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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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중고등학교에서과외가널리행해지는것은

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바깔로레아시험준비‘훈련

사’가 파리의 전문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옛

세 의 풍자가들이 그린, 돈 버는데 정신팔린 사립학

교나, 종교계기숙사의목숨건경쟁에못지않게주목

할만하다.

꼭알아야할프랑스교육에 한한국인의

오해3가지

신선미｜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seonshin@kwdi.re.kr



인용된다음의 을보면, 당시과외실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못지않게 극심했던 것

으로보인다.

“바깔로레아 시험준비‘훈련사’가 파리

의 전문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옛

세 의풍자가들이그린, 돈버는데정신팔

린사립학교나, 종교계기숙사의목숨건경

쟁에못지않게주목할만하다. 이들은루이

르 그랑 고교(파리의 명문고)가 훌륭한 학

생들조차합격을못시키는데, 자기들은많

은 열등생을 합격시킨다고 자찬을 늘어놓

을정도이다. 

오늘날, 의사, 변호사, 판사, 공증인, 약

사, 심지어 고위 공직자와 정치가 중에, 돈

이들어가는이세심한배려가없었다면, 얼

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지금의 자리를

차지할수있었겠는가! 수사학과철학(당시

주요 교과) 낙제생들은 소위‘바깔로레아

오븐’이라고불리는곳에들어간다. 거기서

반복적이고 박식한 훈련이 실시되는데, 매

일철자법과어법상오류를고쳐주고, 머리

속에 그들의 암기력에 맞추어 아주 적절히

조절된질문과답을넣어준다. 3달에서6달

동안 감독하고, 훈련시키고, 활기를 주며,

획득해야할점수를한시도잊지않게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꼭알아야할것만가르친다. 

드디어위 한날이오면, 수험생은채점

자들앞에선다. 그는정확히떨어지지않을

만큼의빨간색, 검은색(채점시사용한펜의

색깔)과 더불어 합격된다. 내일이면 그는

열렬히 외웠던 모든 것을 서둘러 잊어버릴

것이다. 바깔로레아를 받았는데 무엇이 중

요하랴. 그것이 바로 그와 그의 가족, 그의

‘훈련사’가원했던모든것이다.”

위 책이 출판될 당시에는 바깔로레아가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었고, 바깔로레

아 획득은 곧 사회적 출세를 의미했으므로

지나치게과장된기술은아닐것이다. 오늘

날에는한연령층의60% 정도가바깔로레

아를받고그사회적가치도예전과같지않

기때문에, 바깔로레아를위한과외가그정

도에이르지는않는다. 그럼에

도불구하고, 바깔로레아준비

는물론초∙중학교학생을위

한 과외가 있는 것이 사실이

다. 

1988~1991년 사이에 프

랑스의 동남부 Rhone-Alpes

지방에서 수행된 조사결과를

소 개 하 는 Dominique

Glasman과 Georges

Collonges의 보고서에 따르

면, 12개 고교생 9,400명 중

15%가 조사 당시 과외를 받

고 있었고, 10%는 과외를 희

망했다. 한번이라도과외를받아본경험이

있는고교생은36%이다. 가장중요한과외

과목으로는 57%가 수학, 20%가 물리-화

학, 9%가 어, 5%가 프랑스어, 4%가 독

일어, 2%가스페인어, 이탈리아어혹은러

시아어, 1%가 철학이라고 응답했다. 당연

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의

과외수강률이 높았는데, 부모가 경 주이

거나 자유전문직인 학생의 과외수강률은

20%, 고위 관리직인 경우 22%인데 비해

중간계층은16%, 노동자인경우10%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외수강률도 높아진

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10% 남짓에 불과

하나 고교 3학년은 20%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가 자기 학생에게 과외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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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위조사와병행하여2개고교교사

를 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과외를 해줄

수있는교사추천을요청받은적이있으며,

32%는자기스스로그런요청을받은적이

있다고응답했다. 

바깔로레아 시험준비를 위해 방학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행해지는

소규모 과외교습을“박 비 박스(Boite a

bac)”라고부른다. 프랑스에서도과외는날

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카데미아라고 부

르는한과외회사는매달매출액이두배로

늘어날정도로성공을거두고있다고한다. 

프랑스학교는모두공립이다?  

프랑스는 공교육이 매우 발달해서 사립

학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

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치원에서 고등교육

에 이르기까지 사립학교가 있으며, 학생수

를기준으로할때초등학생의14.4%, 중학

교의 15.1%, 일반∙기술계 고등학생의

21.0%, 직업계 고등학생의 20.8%가 사립

학교학생이다(표1). 

학교의 경우 93개 학(학생수 130만

여명)이 모두 국립이지만, 그 밖에 교원양

성을 담당하는 IUFM, 기술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있는고등기능사과정(STS), 그랑

제꼴 준비반(CPGE), 엔지니어 학교, 그랑

제꼴을 포함한 각종 직업전문 고등교육기

관 등 4,00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의 33.8%(약 30만

명)가사립교육을받고있다.  

사립학교들은“계약외(hors contrat)”

학교와“계약 하(sous contrat)”학교로

구분된다. 계약외사립학교들은국가의통

제를전혀받지않는동시에재정지원도받

지않는다. 이런사립학교는중학교와고등

학교에서 각각 약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

다. 계약 외 사립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집,

교육내용, 교수방법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다만헌법에의거하여공공질

서의 유지, 미풍양속, 의무교육원칙, 등의

측면에서만이학교들을통제할수있다. 학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연평균 약

4,000유로(약 600만원)정도로 매우 비싸

다.

계약 하 사립학교들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신 교육활동에 해 국가의

통제를받는다. 계약의종류는예산의지원

범위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단순계약

(contrat simple)”은 국가가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운 비는 전부 학교가 부담

하며, “제휴계약(contrat d'ass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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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학생수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유치원 18,238 (98.8) 222( 1.2)  2,248,400(98.6) 317,600 ( 1.4)

초등학교 33,981(86.4) 5,348(13.6) 3,347,400(85.6) 561,500(14.4)

중학교 5,168(74.1) 1,803(25.9) 3,675,620(84.9) 651,935(15.1)

일반∙기술계고교 1,531(58.7) 1,077(41.3) 1,549,798 (79.0) 412,471(21.0)

직업계고교 1,083(62.6) 647(37.4) 452,360 (79.2) 118,975(20.8)

학교 93(100.0)    -  (  - )         1,309,871(100.0) ( 0.0)

기타고등교육기관 4,273 595,312 (61.2) 303,998(38.8)

<표1> 프랑스초∙중∙고등학교및 학생수비율 단위: 명, 9%

(단위: 명, 9%)

출처: 프랑스교육부(2003), Reperes et references statisques sur les enseignements, la formation et

la recherche ; Mael Theuliere(2003), "Les etudiants dans l'ensemble du superieur Les effectifs

repartent a la hausse a la rentree 2002," 프랑스교육부, DEP, Note d'infromation 03-55,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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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은 교사 인건비는 물론 학교운 비

(종교교육, 종교행사, 기숙사비, 식사비 제

외)도 국가가 지원한다. 계약의 종류에 관

계없이사립학교들은교사의질적수준, 시

간배정, 교육프로그램, 진로결정, 장학, 안

전, 위생 등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이러한의무조항에의해사

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

을 가지게 된다. “단순계약”은 주로 중학교

에서이루어지며, 고등학교는1980년이후

“단순계약”상태에서“제휴계약”으로 전환

되고있다. 계약하사립학교에서학부모들

의등록금부담은학교에따라다르다. 완전

히무상교육을실시하는학교들이몇개있

고, 그 밖의 학교는 연 400유로(약60만원)

에서1,500유로(약230만원)가가량든다. 

사립학교는 부분카톨릭계학교들로서

본래에는 카톨릭 신자들이 자녀에게 카톨

릭교육을시키기위한것이었다. 지금도사

립학교 학생의 부분은 카톨릭이다. 그러

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

생은 10~15%에 불과하고 부분은 부모

의 교육열로 좋은 교육조건을 갖춘 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이다. 사람들이 자녀를 사립

학교에보내는이유는 략다음과같다. 사

립학교는 학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하

는학교를선택할수있고, 부분의사립학

교는돈이많이들고선발을통해학생을뽑

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하여 가정환경이

좋은학생들이많고성적이나쁜학생이적

다(그렇다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몰리는

것도아니다. 또한공립학교내에서도학군

적용에예외가많다.). 

인종적으로아프리카나아랍계학생들이

적다. 사립학교는학부모부담수업료로학

습지도 담당 보조교사를 공립학교보다 더

많이(두 배 정도) 채용해서 학생지도에 투

여하며, 교사가병가, 출장, 교육등으로자

리를 비울 때 체교사를 고용하여 빈자리

를 메꾸지만 공립학교는 재원이 없어 그렇

게못하는경우가빈번하다. 

간단히 말해, 사립학교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 학업성적, 교육에 한 기

등이 상 적으로 동질적인 학생들을 가지

고 있고, 수업료를 더 내는 만큼 서비스가

더 좋다. 물론, 공립학교 교사들은‘우리도

그만한돈을주면그보다더잘할수있다’

고말한다. 

프랑스 학은평준화되어있다? 

최근들어학벌차별철폐를위해서울

학교를폐지하고국공립 를평준화시키자

는주장이커지고있다. 학평준화를주장

하면서종종프랑스 학을그사례로드는

데, 이는 프랑스의 복잡한 고등교육체제를

전체적으로보지못하고우리나라4년제

학과유사한 학교, 그중에서도특히 학

의 교양과정 운 원칙만을 강조한 결과이

다. 즉, 바깔로레아만획득하면누구나 학

교에등록할권리를가지게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프랑스

World Educatio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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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93( 00.0) ( ) ,309,87 ( 00.0) (0.0)

기타고등교육기관 4,273 595,312 (61.2) 303,998(38.8)

유형 학교수 학생수 학생수비율

학교(universites) 93 1,309,871 59.3

공과계열2년제 학(IUT) 112 115,062 5.2

고등기능사과정(STS) 2,100 245,070 11.1

그랑제꼴준비반(CPGE) 485 75,338 3.4

교원 학(IUFM) 30 89,062 4.0

각종학교(그랑제꼴포함) 1,546 374,768 17.0

합계 4,366 2,209,171          100.0

전문

직업

교육

기관

′<표2> 프랑스의고등교육기관유형별학생수및학생수비율
(단위: 명, 9%)

주) IUT는 학부설이고STS는기술계고교에CPGE는좋은일반계고교에병설되어있음. 



고등교육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강한 선발

원리의지배를받고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크게 학교

(universites)와 다양한 전문직업교육기

관들로 구분된다.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별

학생수와그비율은<표2>와같다. 그중에

서 학교는 바깔로레아 합격자 모두에게

등록할 권리를 준다. 나머지 고등교육기관

들은선발과정을통해학생을뽑으며, 학교

수준이높으면높은 로, 낮으면낮은 로

경쟁이심하다. 

특히,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꼴과 그

랑제꼴준비반(CPGE)에입학하기위한경

쟁은 우리나라 명문 학 입학 경쟁에 못치

않게 치열하다. 합격했다고 경쟁이 없어지

지도않는다. 입학후도“수준”을맞추지못

하면유급되고, 결국적응하지못하고일반

학교나 IUT(공과계 2년제 학)로 옮겨

가는경우가매우흔하다

학교 교양과정 입학도 바깔로레아를

획득하면누구나등록할수있다지만, 실제

로는경쟁이존재한다. 즉, 합격자들은통신

망을 통해 원하는 학교에 예비등록을 하

는데, 학마다법학, 수학, 의학등일부유

명학과는 지망생이 매우 많기 때문에 원하

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전공

과는 성적순으로 수용 가능 인원에게만 입

학을 허가하므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등

록기간이끝나기전에다른학교혹은다른

전공과를알아보아야한다. 

참고로수요가매우많은전공과는그만

큼교양과정수용능력도크다. 그렇지만, 일

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되므로 중

간에 학업을 그만두거나 좀더 적응이 쉬운

전공으로이동이매우심하다. 노르망디지

방에서법학을전공한한졸업생은들어갈

때400~600명정도가있었는데, 석사과정

(바깔로레아 + 4년) 졸업시 남은 학생은

80여명에불과했다고한다. 

의학의경우에는한해졸업생수가고정

되어있어, 유급이없더라도경쟁시험에통

과하지못하면진급할수없다. 프랑스교육

부통계연보에따르면, 2001학년도전체

학입학생중2년내에교양과정을마친비

율은28.1%이며, 몇번유급한학생을포함

하여 5년 내에 마친 비율도 53.1%에 불과

하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수한 학생들

이 많이 몰리는 과학 바깔로레아에 합격하

고 과학계열 교양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중

30.8%만이2년내에, 64.4%만이5년내에

교양과정을 이수하는데 성공했다. 인기가

중간 이하인 상업계 기술 바깔로레아 합격

자중에서는7.7%만이2년내에, 21.2%만

이 5년 내에 교양과정을 이수하 고, 수준

이가장낮게간주되는직업바깔로레아합

격자는3.4%만이2년내에, 8.4%만이5년

내에교양과정을이수하 다.

참고문헌

원윤수, 류진현(2002), 프랑스의 고등교육, 서울 : 서

울 학교출판부. 

프랑스 교육부(2003), Reperes et references

statisques sur les enseignem ents, la formation

et la recherche, Paris :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Dominique Glasman, Georges Collon

ges(1994), Cours particulieres et construction

sociale de la socitete, Paris : CNDP/FAS. 

Mael Theuliere(2003), “Les etudiants dans

l'ensemble du superieur Les effectifs repartent

a la hausse a la rentree 2002,”프랑스 교육부,

DEP, Note d'infromation 03-55, p. 6. 

Gilles Rouet, Stanislave Poupineau (1996),

Dictionnaire pratique de l'enseignement en

France, Paris : Ellipses.

KEDI

World Education   FRANCE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7+8 29

、、、

、、

、

、 、

、

、 、 、

´

´

´



■특별기획1-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 교원인사제도의쟁점과개선방향

>> ‘현장출발형정책’도그결정권은정부에있다

>> 학교경 자의역할및자질에걸맞는교장임용제도를마련해야한다

>> 법제화추구! 분권, 참여, 견제, 조정의원리에따른점진적접근이필요하다

>> 민주적이며능력있는교장을선발하기위한다양한방법을생각해보자

>> 교장승진제도개혁하면학교는살아난다

>> 전문성강화와질유지를위한외국의다양한교장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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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제도의본질과특징

“교원인사제도혁신”을위한정책과제는, 제16 통령선

거를계기로교육계의주요이슈로부각되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

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는‘학교자치와 교

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선

공약으로 등장함으로써 교원인사제도 혁신과제는 중요한 정

책의제로등장하게되었다.

교원인사제도에 한 변경, 개혁 혹은 혁신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중요한문제에 한검토를해야할것이다. 교육공동

체구성원의역할을재정립하고, 재정립된새로운역할을제

로수행할수있는적격자를선발하는문제, 그리고그들에게

합당한권한을주며, 전문성신장을위한임용∙자격∙교육훈

련체제를마련하고, 책무성을확보하기위한평가제도를마련

하는것들이다. 

특히, 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의 재정립은 필연적으로 학교

운 체제의개편을수반한다. 따라서교원인사제도혁신은교

원, 학부모, 학생, 교육행정가등교육공동체구성원모두의이

해관계에필연적으로직결되어있다. 이러한이유로교원인사

제도와관련해서교장회, 교총, 전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들이각자자신의입장을밝히고주체간에서로주요문제에

한입장의선택에서협력하거나갈등을보이고있는것이다.

교원인사제도혁신에관한문제는그간한국교육의문제로

거론되어온사항들과는다른성격을보이고있다. 입시위주

의교육, 학교폭력, 교실붕괴등과같이주로부실한교육여건

이나사회적문제와관련된것들로, 교육계가힘을합쳐해결

해야할것들이었다. 그러나교원인사제도혁신은교육계내부

의갈등과분열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그간의교육문제

들과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현행교원인사제도의주요문제점

가. 승진평정위주의교원평정

우리나라의 교원평정은 1969년에 통령령으로 제정∙공

포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현행

교원평정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조에서명시한바와같

이교감과교장등의승진임용을위한인사자료생성에그목

적을두고있다.1) 승진위주의평정은승진을포기하거나승진

에무관심한교원에 해서책무성을 확보하기어렵다.  

나. 승진연계형자격체제

교원 자격증은 교사직 관련 자격증 6종[정교사(1급,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및보건교사(1급,

2급)]과학교행정가직관련자격증2종(교감, 교장)으로구분

된다. 교원자격증의종류는다양하게보이나승진과관련한실

질적인자격체제는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

으로단순하다. 교직에입문한후3~5년전후에1급정교사를

취득하고, 20년전후에교감자격증을취득하고, 25년전후에

교장자격증을취득한다. 

이종재｜한국교육개발원원장, cjlee@kedi.re.kr

교원인사제도의쟁점과개선방향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조(목적) : 이 은교육공무원법제13조및제

14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공무원의경력, 근무성적및연수성적의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승진임용에있어서의

인사행정의공정을기함을목적으로한다.



교감과교장의경우는실질적으로학생들을직접가르치거

나지도하지않고, 업무의기획과조정그리고기타행정업무

를처리하므로교수직이라기보다는관리직으로보는것이타

당하다. 그렇다면교수의전문성과관련하여교사가취득할수

있는자격증은교직입문후3~5년전후에취득하는1급정교

사가전부라고할수있다. 

교수와관련하여전문성과책임의정도에따른자격체제가

없기때문에교사자신의자아실현에 한만족도와사회적인

정을받기어렵게된다. 교직에서의공식적인성장과사회적

인정의유일한지표는교감과교장으로의승진이되게되는것

이다. 이러한자격체제는교원의전문성향상기능을제 로

수행하지못하며, 교감과교장을위한승진경쟁을과열시키는

문제를야기한다.

다. 승진평정요소의타당성결여

현행승진평정은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

산점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교감승진후보자는경력90점, 근

무성적80점, 연수성적30점(계200점), 가산점을별도로평정

하고있고, 교장승진후보자는경력90점, 근무성적80점, 연수

성적18점(계188점)에가산점을고려하여별도로평정한다.

현행승진평정에서경력평정의비중이높아승진을위해서

는오랜교직경험이있어야유리한구조이다. 따라서유능한

교원이조기에승진할수있는기회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문

제가있다. 예를들어교사가30명인학교에근무경력17년에

1등으로근평80점을획득한교사A와20년근무경력에7등

으로근평71.9점을획득한교사B중에서다른조건이같다면

교사B의승진평정점이높게된다. 이는두교사가‘나경력’일

때3년의경력차가11점정도의차이를나타내기때문이다. 이

렇게경력평정의 향력이막 하기때문에각학교에서는경

력이높은교원들에게높은근무성적을주는관례가형성되어

있다. 

라. 근무성적평정에 한불신

현재교사의경우교감과교장이근무성적을평정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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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근무기간에따른평정점
만점

기본 가경력 84 4.2000 21.0000 42.0000
경력 나경력 74 3.6996 18.4980 36.9960
(20년) 다경력 64 3.1992 15.9960 31.9920

초과 가경력 6 1.2000 6.0000
경력 나경력 5 0.9996 4.9998
(5년) 다경력 4 0.7992 3.9960

구분 등급
1년 5년 10년

<표2> 경력별평점정점및평정의차이

3 4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2 71.9 71.9 76.0 77.4 77.4 78.0 78.0 78.0 78.4 78.4 78.7 78.7

3 63.9 63.6 71.9 74.8 74.8 76.0 76.0 76.0 76.8 76.8 77.4 77.4

4 59.9 70.3 71.9 71.9 74.0 74.0 74.0 75.2 75.2 76.1 76.1

5 68.7 70.6 70.6 71.9 71.9 71.9 73.6 73.6 74.8 74.8

6 67.1 69.3 69.3 70.8 70.9 71.1 71.9 71.9 73.5 73.5

7 65.5 68.0 68.0 69.7 69.9 70.3 71.1 71.1 71.9 71.9  

교직원수

순위

<표3>  근무성적평정조정점조견표

구 분 자격제도운 내용

자격유형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취득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추천검정에의한 추천검정에의한
방법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자격기준+  
∙4년제양성기관 ∙자격기준+ 재교육성적+ 자격인정기준+

자격취득 졸업자 재교육성적 근무성적및 재교육성적+  
요건 ∙교육 학원 ∙교직입문후3년 기타능력의실증 근무성적및기타

석사학위취득자 ∙교직입문후 능력의실증
평균20년이상 ∙교직입문후

평균25년이상

<표Ⅰ> 교원자격제도운 현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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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경우교장과교육장(고등학교의경우교육감)이근무성적

을 평정한다. 감독자 위주의 평가에 해서 교사들은 공정성

및객관성에 한문제를제기하고, 학부모들은교원평가에참

여를요구하고있다. 

또한현행근무성적평정요소는구체성과타당성이결여되

어있다. 따라서평가의객관성을확보하기어렵고평가를통

하여전문성을제고하기어렵다. 근무성적평정의내용은교사

의직무전반을평가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지않으며, 제시

된내용의경우에도지나치게일반적인수준에서진술되어있

어서평가결과의객관성을담보하기어렵다. 그래서의미있

고중요한실적이반 되지못하고, 점수로 치되고있는실

정이다. 근무실적에 한질적평가기준이모호하여오직점수

만으로실적에 한수준을표시할뿐이다. 

혁신방안의합리적선택기준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정책 안의 합리적 선택기준에

비추어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이다. 정책 안의합리적

인선택기준으로는합목적성, 효율성(비용경제성), 공정성, 실

행가능성등을들수있다. 

첫째합목적성기준은개선방안이교원인사제도혁신의목

적과부합되어야함을고려하는기준이다. 교원인사제도는다

음과같은6개항의목적과부합되어야할것이다. 학생의교육

적성장, 적격자선발, 교원의전문성신장, 교원의책무성확

보, 교육공동체형성을통한학교의혁신역량제고, 교원의삶

의질향상등의목적을달성하는데기여해야할것이다.

(1) 여기서‘학생의교육적성장’은학교의존재의의이기도

하다. 이는학교가달성해야할과업이며, 궁극적인목표인것

이다. 따라서학생의교육적성장이라는목표는이후제시되는

교원인사제도의가장근원적인원칙이다. 학생의교육적성장

이라는표현이매우추상적이기때문에우리는흔히교육에관

한모든제도의운 과그궁극적성과가되는학생의교육적

성장과의관계를소홀하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 미국에서학

교의재구조화사업을평가하면서그기준으로제시하고있는

“참된학업성취기준”(Authentic achievement)2)은중요한

참고기준이될수있다. 여기서참된학업성취를이룩하기위

해서는 참된 학업성취를 이룩하기 위한 교수프로그램

(Authentic pedagogy)이있어야한다. 교원인사제도는이러한

교수프로그램을운 할수있는적격자의선발하고전문성의

수준을지속적으로향상하는데기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학생의교육적성장을위해서교원인사제도는유능한교원

의 선발과 배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교

육∙연수과정및자격체제를통해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고,

각구성원의업무수행결과에따른보상을통해책무성을확보

하고, 사기진작을통해헌신도와자발적인노력을이끌어낼수

있어야한다. 

(2) 적격자를선발하기위해서는교사로서그리고행정가로

서의구성원의역할, 권한, 자질의명확한정의가있어야하고,

2) Fred M. Newmann et al., Authentic Achievement: Restructuring

Schools for Intellectual Quality, Jossey-Bass Inc., 1996.

평정 상자 평정사항 평정요소

교육자로서의품성(12점)

공직자로서의자세(12점)

교 사 학습지도(24점)

생활지도(16점)

교육연구및담당업무(16점)

교육자로서의품성(12점)

공직자로서의자세(12점)

교 감 교육활동지원및교육연구(24점)

교원지원(16점)

행정∙사무관리(16점)

자질및태도(24점)

근무실적및근무수행
능력(56점)

자질및태도(24점)

근무실적및근무수행
능력(56점)

<표4> 평정사항및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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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인재의유입요건을마련한뒤합당한자료(근평, 실적,

연구, 자기평가, 학생∙학부모평가등)와합당한선발방식(승

진, 선출, 공모, 다단계심사등)을활용해야한다.

(3) 교원의전문성은‘학생의교육적성장의의미를자기의

활동에서구현할수있고, 학생들의변화를파악하고, 교육적

필요를충족해교육적성장을도와줄수있는역량’을의미한

다. 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기위해서는교과별또는업무별

전문성의기준에 한명확한정의와, 승진또는금전적보상

등의인센티브를통한동기부여를하고주기적인교육∙연수

를실시하고, 전문성의수준을인정하는자격체제가갖추어져

야한다.

(4) 학교의목표인학생의교육적성장은교원들이맡은바

의소임을다할때가능하다. 따라서학교교육의목표를달성하

기위해교원의책무성을확보하는것은가장중요한것중의

하나이다. 교원의책무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역할과권한, 그

리고책임에 한명확한정의(누가무엇에 해서책임을지

는가?)와역할수행의결과에 한평가와보상이필요하다.

(5) 학교가사회의요구를수용하고, 변화하는학생들을이

해하고교육시키고, 생존하기위해서는교육동체형성을통하

여학교의혁신역량을키워야한다. 미국의참된학업성취도

를위한“학교재구조연구계획”에서는이를위하여학교의교

육공동체(Professional Community)를 형성해야 함을 지

적하고있다. 공동체의형성을위해서는 교육공동체는구성원

의자발적참여와가치를공유하고, 구성원각각의역할을분

담하면서공동의목표를위해네트워크를형성하고, 자율과책

무의 기조 위에서 학교의 운 체제(Governance systems)를

발전시켜야한다. 교육공동체형성을도모하기위한교원인사

제도는교육공동체구성원의역할을명확히정의하고, 학부모

등교육공동체구성원의참여를활성화하고, 학교단위, 학년단

위, 교과단위등집단평가강조를통한협력적교직문화를조

장해야한다. 

(6) 어느정도물질적요구가충족되면삶의질에 한관심

이중요해진다. 따라서교원의삶을질을향상시키는관점에서

교원인사제도를혁신하여야한다. 삶의질의향상시키기위한

인사제도는전문성신장, 책무의기조위에서일의보람, 긍지,

사명감을조성하고, 공정성의원칙을준수하고, 교원복지를강

화해야한다.

둘째여러가지정책방안이같은목적을추구한다면비용이

적게들어가는방안을선택할필요가있다. 이때비용에는정

책집행에소요되는직접비용뿐만아니라사회적비용, 기회비

용, 정책의학습비용등의간접적비용도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는이미교원정년단축과교육행정정보화사업에서교육혁

신과정에서치르게되는비용을경험한바있다.

셋째공정성은모든제도운 의기본원칙이자신뢰의기초

이다. 교원인사제도에서공정성을유지하는일은매우중요하

다. ‘합당치못한’이유로인해차등을두고차별해서는안되

며, 누구에게나능력에따라동등한기회가부여되어야한다.

공정성이결여되면교원들의불평과불만이많아지고이는결

국근무의욕을저해하게되고, 결과적으로교직의안정성과매

력을떨어뜨리게될것이기때문이다. 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

서는승진평정에 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신뢰할수있는

평정제도를마련하여권위를인정받는평정근거를만들고평

가자의평가전문성신장을위한체제마련이필요하다.

넷째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실행가능성이

높아야한다. 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책의성공조건

과 실패조건을 파악하고, 학교규모(교원∙학생∙학급), 지역

적위치(농어촌∙벽지∙도시) 등과같은상황적특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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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려가있어야한다. 물리적환경조건, 온정주의와같은교

직문화, 다른관계법령및제도와의관계등을살펴보아야한

다. 

주요쟁점의검토

교원인사제도의몇가지쟁점에 해서는다소간에이견이

있으나협의과정에서조정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었다. 그러

나핵심쟁점인승진제도에 한입장은첨예한 립을보여

왔다. 교장승진제도에 해서는크게현행의기본골격을유지

하면서점진적개선을추구하자는“현행골격유지기조위에서

의개선론”과“현행제도의폐지와 안적제도의수립을주장

하는개혁론”으로구별되었다.

골격유지개선론자들은현행제도를믿고준비한사람들의

신뢰이익보호, 조직관리상위계와이에따른승진제도의필

요, 승진제도를통한전문성계발유도등의이유로승진제도

의기본구조유지를주장한다. 이들은교원인사제도개선방안

으로, 현재문제가되는승진평정방법을개선하고, 전문교사

제, 수석교사제등의제도를도입해자격체제를개선하자고주

장한다. 또한승진임용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초빙제의개

선과확 적용, 공모제도입까지도수용할수있다는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반해승진제도폐지론자들은기본적으로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학교자치를 구현”하여, 학교운 의 비민주

성및관료화혁신하고, “교직구조의수평적분화를통하여교

육공동체의형성”으로학교의혁신을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

있다.3) 이방향에서교장승진임용제도를폐지하고그 안으

로교장선출보직제를주장한다.

현행승진제도가전문성의제고나책무성의확보에는미흡

한점이있는것은사실이나, 이는평정제도의개선을통해해

결가능하다고본다. 더욱이현행승진제도의즉각적폐지는

여태껏승진준비에노력한교원들의기 를무시하는처사이

며, 이를 체할수있는방안역시논의만되었을뿐실효성이

검증되지않은상태여서새로운방안이검증될때까지현행승

진제도의기본골격을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조직상의

위계는결정권한을가짐과동시에책임을담보하는기제이다.

따라서어떤조직이든지위계를가지고있으며, 학교교육의통

할책무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책임자가지정되어야한다. 또

한승진제도는전문성계발을유인하는동기가되므로승진제

도의전면적인폐지는타당성이없다.

교장이갖고있는근무성적평정권한으로인해교장과승진

예정자사이에절 적인지배와종속의관계를형성할가능성

은있으나이문제는다면평가의도입으로해결할수있다. 따

라서 승진평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은 타당성

이없다.

교장의비민주적인학교운 은승진임용과관련된승진평

행정 사무관리(16점)

관점또는논리 안

∙신뢰이익보호 ∙승진평정방법개선

∙신중접근∙자격체제개선

∙조직관리상위계와 - 이원론(수석교사제)

승진의필요성인정 - 전문적다양화(전문교사제)

∙승진을통한전문성 ∙임용방식다양화

계발유도 - 초빙제

- 공모제

∙학교자치의구현 ∙교장선출보직제

∙학교운 의비민주성

및관료화혁신

∙교직의특성

∙교육공동체의형성으로

학교혁신

승진제도에

한입장

골격유지개선론

(승진구조기본유지)

폐지론

(개혁론)

<표5> 승진제도에 한입장

3) 안승문, “새로운공교육체제정립을위한교장제도의개혁과교육행정체

제혁신방안”, 비간행유인물, 2003.11



정의문제, 교장의지도성에 한교육부재, 교장에 한평가

및통제기제의미비등의요인에의해발생할수있다. 따라서

비민주적인학교운 의실태와원인을분석하고이에 한해

결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구성원의 참여를 최 한 보장하여 교

육공동체형성을가능하게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가성공하기위해서는학생들의학교선택권

이주어져야하고교직원역시선택권이주어져야할것이다.

현재와 같은 학교운 체제(광역교육자치제, 교원순환전보제,

학생의학교선택권이없음)에서바로‘교장선출보직제’를도

입하기는어렵다. 다만상급기관에의한행정적통제를받지

않고, 교사순환전보제의적용을받지않고, 학생의학교선택권

이 보장되고, 학교차원에서 학교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학교’를도입하고자치학교에서교장선출보직제를도입

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교원인사제도혁신의방향

현행승진제도의보완과교장선출보직제의실험적도입

현행교원인사제도의구조적특성과문제점을고려할때현

행인사제도의보완필요성은인정된다. 그러나현행학교운

체제를‘자치학교’운 체제로바꾸고‘교장선출보직제’를도

입하는것은변화의폭이크고효과또한검증이되지않았기

때문에전면적으로도입하는것은어려울것이다. 따라서현행

제도의골격을유지하되, 교원평정및승진임용체제를개선하

면서 교장승진제도에 한보완을추진해야한다. ‘교장선출

보직제’는학교자치의맥락에서제한적으로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거쳐확 여부를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를위

하여학교운 모형에‘자치학교’유형을설정하여운 할필

요가있다. 

“교원평가제”의도입

현행승진평정중심의교원평정은교원의책무성을확보하

고전문성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다. 교원의책무성을확보하

고전문성을제고할수있는실질적‘교원평가제’의도입을추

진해야한다.  교원평가를통하여교원의실적을평가하고책

무성을높이며동시에전문성의신장을기할수있는평가제도

를기 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하나의교원평가제도

로서다목적을추구하기는곤란하다는판단이다. 교사의책무

성을확보하기위한평가체제와전문성을신장하기위한평가

는차이가있을것이다. 따라서목적별이에상응하는교원평

가체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전문교사자격제’와수석교사

교원자격에교수또는업무전문성과책임정도를구분하고

인정할수있는‘전문교사자격제’를신설할필요가있다. 교사

의전문자격과실적을고려하여, ‘수석교사’로우 하는방안

을강구할수있다.  

교장임용경로의다양화

현행승진임용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더라도일정부분한

계가있을수있다. 따라서교장직을가장잘수행할수있는

적격자를선발할수있도록교장임용방식을다양화할필요가

있다. 현행승진임용제도의적용비율은점진적축소하고초빙

교장제는수요를반 하여확 하고, 초빙교장제보다조건을

완화하여경 능력이우수한교사의교장발탁을가능케하는

공모제를도입하고, ‘교장선출보직제’는‘자치학교’유형을설

정하고시범도입후확 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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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교원을양성, 확보하는일은교육의질향상

을 위한 필수적 정책과제로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과제가교육개혁의시기마다주요정

책과제로빠짐없이등장하는것을보면, 그과제에 한만족

스러운해결을보기가그만큼어려운것임을알수있다.

현정부의구성을위한 통령선거과정에서각당후보

는여러차례의토론회에참가해교원정책의방향을제시했

는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서열린교육정책

토론회(2002. 10. 23)에서는 교원의 직급과 승진제도를 합

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석교사제와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

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쪽으로 각 당 후보 진 간의

의견이 체적으로수렴되었다.

선거가끝난뒤구성된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국정과

제보고서(Ⅰ)를통해교원인사제도와관련해승진제도를능

력중심으로 개선하고, 초빙제∙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

를 다양화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

원부(이하, 교육부)의 통령 업무보고(2003. 4. 9)에서는

교원인사제도를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하

고, 교원의전문성신장을위해교원자격제도를개선할것이

라고했다. 그러나교육부는교원인사제도의핵심현안에

해여러교육관련단체의이해가충돌하고있어서정책의기

본방향설정에어려움이있다고판단해, 교원정책현안에

한충분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합의점을모색하고그결과

에따라이해관계자들이수긍할수있는합의된정책방안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의견 수렴 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이

하, 개발원)에위탁해수행하기로결정했다. 

당초교육부가의뢰한의견수렴사업 상정책과제는교

원의신분에관련된주요현안을중심으로해①교원승진제

도개선, ②교장임용제도의다양화, ③교원의수업시수법

제화, ④교원의지방직화여부, ⑤교원의처우및휴∙복직

제도관리등다섯가지 다. 

‘현장출발형정책수립방식’지향하기로

1.  논의를위한구조

개발원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추진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을수립했으며, 이계획에따라정책협의및의견수

렴사업을주관했다. 이과정에서개발원은교육부와수시로

협의하면서 종래의 정책 수립방식으로부터 탈피해 교육 현

장의의견을중시해논의과정에이해관련당사자들이충분

히참여해협의하게하고폭넓게의견을수렴해합의할수있

는방안을모색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말하자면, 종래의

정책수립이주로정부에서일부전문가를활용해시안을개

발하고일정절차를거쳐정책방안으로정하는방식을취했

다면, 이사업에서는시안의개발과정에서부터관련단체를

중심으로협의를거치게하고합의안이도출되면정부가그

것을반 해정책화한다는것이다. 즉, “현장출발형정책수

립방식”을지향했다.

이방향에따라, 정책협의및여론수렴을위해2003년하

반기부터2004년상반기까지다양한조직체를통해많은활

동들이이루어졌다. 연구추진팀은이사업을계획하고, 관계

자워크숍이나발표회등과같은논의를진행시키며, 최종보

고서를 집필하는 핵심 그룹으로 개발원 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관계자워크숍은협의 상정책에관한자신의입장을가

이차 ｜한서 학교교수, cylee@hanseo.ac.kr

‘현장출발형정책’도그결정권은정부에있다
- 교원인사제도혁신과정의고려사항



지고있는단체와전문가를가급적널리참여하게해현안에

한본격적인토의와협의가이루어지게했다. 이워크숍에

는 교원단체로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협의회(이

하, 교장회), 교총,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로

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 , 시

민단체로서교육개혁시민운동연 , 학교사랑실천연 등각

단체의 표혹은정책실무책임자가참여했다. 이들외에교

육부, 시도교육청, 학, 학교의교원문제전문가도참여했으

며, 경우에따라정규구성원이아닌단체혹은개인을초빙

해그의견을듣기도했다. 이워크숍은전부여덟차례에걸

쳐이루어졌다. 

이주제와관련해일반인을 상으로하는토론회가2003

년10월16일부산에서열렸으며, 공청회가2004년4월23

일서울에서열렸다.

2.  논의의주요과정과그내용

①새로운시도에 한의문과확인

개발원의 연구사업 계획이 외부에 알려진 최초의 모임은

2003년5월30일에있었던교원정책협의회 다. 이모임에

서는교원단체, 개발원, 교육부관계자들이정책분석과제가

다섯가지로정해지게된배경을집중적으로논의했으며, 정

책협의를위한협의체의성격이교원인사문제를다루는다

른기구들과어떻게다른지를놓고토의가있었다. 분석 상

과제를정하게된데에는현정부의 선공약이중요한출발

점이되어교원승진, 교장임용, 수업시수법제화문제가검토

상이되었고, 교원의지방직화나교원처우등의문제는현

안으로등장해그 상에추가되었다는교육부담당자의설

명이있었다.

이과제들을다루는방식에있어서전교조에서는제1과제

를다루기전에제2과제를다룰것을제안하면서교장선출보

직제가 시행된다면 승진문제를 둘러싼 기술적 개선 논의가

의미가없어진다는주장을했다. 반면, 교총에서는특정제도

의시행을전제로논의하는것은있을수없으며, 승진문제

를검토할때그간교총에서주장해왔던수석교사제의문제

도함께논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협의체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내의 여러 자문기구

혹은 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이

문제가되었다. 이문제에 해교육부관계자는, 자문기구는

성격상자문만할따름이고또한공식적위상을갖기때문에

단체간이견을좁힐수있는협의의여지가그만큼협소한데

에반해, 이러한협의체는공식성의정도는떨어질지모르나

그만큼협의의여지는넓으므로이모임에서합의만이루어

진다면 그것을 정책에 반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교원단체

관계자의의구심을해소했다. 

이러한문제제기와 답은이사업의성격과관련해매우

중요한 것으로, 전술한 바“현장 출발형 정책 수립”시도를

상호간에확인하는것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②쟁점의형성과협의의진행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다섯 가지로 출발했던

정책과제가둘로압축되는변화가있었다. 당초의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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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제4과제인교원의지방직화문제는정부지방이양위

원회가교원반발을이유로유보함에따라검토과제에서제

외시켰고, 제5과제인교원의처우및휴∙복직문제등은새

로 발족한 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하기로 함에 따라 검토 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제3

과제인수업시수법제화문제는3차워크숍때까지이협의

회에서다루어졌으나, 사안의중요성과제1,2과제와의성격

상차이를고려해별도조직체를구성해논의하기로했다. 따

라서마지막까지검토 상이되었던정책과제는교원승진

및교장임용제도 다.

워크숍을진행하면서연구추진팀에서가장중요하게염두

에두었던점은협의진행방식으로서, 협의과정에참여하는

각단체로하여금기존의자기입장을더욱공고하게하거나

자기방어적인태도를갖게하기보다는개방적인자세로

안을탐색할수있게끔유도하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말하

자면, 각단체로하여금자기단체의주장을 표할만한특

정 제도의 제목(예컨 , 수석교사제 혹은 교장선출보직제

등)을내걸고찬반토론을벌이게되면합의를볼수없을것

이기때문에각주장의이면에깔려있는내용적관점을중심

으로토론을유도한다는것이었다. 예컨 , 교직사회는계층

의구분이없는수평사회일수있는가? 어떤방식으로선임

되든교장은소속학교의교직원을지도감독할수있는권한

을갖는가? 교원에 한평가는필요한가, 필요하다면왜필

요한가? 등과 같은 주제를 주어 토의하게 함으로써 협의의

여지를넓히고합의의가능성을열어두고자했다는뜻이다.

몇차례의워크숍을통해일반적인사항에 해서는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단체간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았다. 연구추진팀의

의도와달리워크숍참여자들은그간에주장한자신의견해

와특히다르지않은주장만을반복했으며, 토의주제하나하

나에 해 구체적으로 근거와 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전체

주제를한데묶어논의하는경향을보 다. 그결과로인사문

제의구체적내용에 한협의가진척되지못했다.

워크숍의 차수가 누적되어도 단체간 논의의 진전이 이루

어지지 않자 참여자들은 연구추진팀에서 조정안을 만들어

줄것을제안했고, 연구추진팀에서는각단체의입장을최

한반 하되, 합의사항은그 로존중하고이견이있는부분

에 해서는절충적방안을모색해조정안을제시했다. 그러

나이조정안에 해각단체는 립관계에있는다른단체

의입장이반 된부분에 해서는반 했다.

③논의의과정에서발생된문제들

협의과정에참여한각단체의구성원들은 부분논의의

규칙을잘준수했다. 그러나일부단체는예상외의행동으로

협의의진행을어렵게만들기도했다. 

협의 진행의 초기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문

제와관련해전교조위원장이구속되는일이발생하자전교

조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체의 행사에 관계자를 파견하거

나협조하는등의외부활동을금지하기로결정해워크숍에

불참했고, 구속 해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참여했

다.3차 워크숍에서는 당시 발생했던 울산 교총의 연구논문

발표 회 부정사례를 폭로한 기자회견 자료를 전교조에서

배포했으며, 교장회에서 배포행위를 문제삼음으로써 해당

자료를수거하는일이있었다. 또한협의에참여했던교육청

인사의 의견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교조신문에 실렸

던 점을 당사자가 밝힘으로써 연구추진팀에서는 내부 논의

의과정에있는의견을일반인이보는매체에알리는것은유

연한협의를어렵게하고당사자에 한인격침해의여지도

있으므로자제할것을촉구했다.

6차워크숍이후에는연구추진팀에서제안한조정안에

한토의가주로이루어졌다. 이조정안은어차피모든단체를

다만족시킬수는없는것이었으나몇차례의논의기회가더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교조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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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바깥에서 조정안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회불참을선언했다. 2004년4월에는개발원이최종안을가

지고공청회를개최했는데그방안이흡족하지않다는이유

로전교조는공청회장앞에서항의시위를벌이고발표장내

에서는발표를물리력으로방해함으로써공청회를무산시키

고찬반논의자체를가로막았다.

한과제에하나씩합의를도출하자

이상에서 서술한 협의과정의 특성을 반성적으로 고려해

추후 인사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야할사항들을다음과같이도출한다.

첫째, 각단체가중점적으로추구하는정책과제가서로다

른분야에관한것일때에는그들을분리해논의하는것이바

람직하다. 교총의 수석교사제는교원의 자격체계에 관한 것

이며전교조의교장선출보직제는교장임용제도에관한것

이다. 이들은물론인사행정의범위에함께포함되지만, 인사

의 역으로보면구분도가능한것이다. 그런데정책과제를

승진과교장임용으로집중시키는과정에서교총이자격체계

문제를승진문제의범주에넣어교장임용방식과연계해토

의해야한다는입장을취함으로써교총과전교조가서로하

나를양보하고하나를얻는타협을동시에하지않는이상협

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두과제를동시에일괄타결짓는방식보다한과제에

해먼저원칙적인수준의합의를도출하고그다음다른과

제를다루는순차적방식을취했더라면앞과제의타결과정

에서한단체의시각이반 된정도만큼뒤의과제에서다른

단체의시각이반 되는것을보다유연하게허용할수있었

을것이고, 설혹그렇게되지않았다하더라도앞과제의타

결된부분에 해서만큼은성과가있었을것이다.

둘째, 협의과정에서는 논의의 규칙을 천명하고 규칙위반

행위에 해서는상응하는보상이돌아가게하는것이옳다.

논의에참여하기로해놓고논의와관련없는이유로논의에

불참하는 행위,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도 논의장

소를 벗어나 타인과 타 기관을 모독하는 행위, 논의를 위한

장소에서물리력을동원해논의자체를방해하는행위가그

규칙위반 사례이다. 그런 사례가 규칙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은상식과같은것이어서굳이관련규칙을만들어상호확인

하지않더라도통용될것이라고믿었던것이잘못이라면그

런기본적인것에 해서까지규칙을정할수밖에없다. 미숙

하면미숙한 접을받는것이다.

셋째, 현장출발형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결정권의 소재는

정책당국에있음을분명히하여현장참여와당국주도사이

의균형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정부정책이이해관계를

달리하는각집단의각축속에서원칙없이표류하는것은바

람직하지않으며, 현장의합의가어려운의제에 해미합의

를이유로정책당국의적극적역할을언제까지나유예할수

도없는일이기때문이다.

넷째, 제도의 개선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 변화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비용과절차임에도불구하고, 일부집단은제도의전면적폐

기와도입을주장하고있다.

다섯째,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교사’로서 우 받게

하고, 학교를잘운 할수있는능력을갖춘인사가교장이

되게한다는원칙을천명하고, 각인사제도의장단점을그원

칙에비추어현장에서검증할수있게해야한다. 학생을잘

가르치는교사를승진시켜가르치는일을담당하지않게하

는것은교사, 학생모두에게불행이다. 교장을임용하는여

러가능한방식가운데어떤방식이궁극적으로학생교육에

도움이되는지에 해우리는아직어떤경험적증거도가지

고있지않다. 주장만으로씨름할시간과노력을근거를확보

하는일에돌려쓸일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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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방문하거나 평가를 다녀보면 학교 경 자

(교장)의능력이나태도여하에따라학교의모

습이나분위기가많이다르다는것을느끼게된다. 침체된

느낌이드는데가있는가하면, 의욕적이고역동적인모습

이확연히드러나는데도있다.

이렇게학교경 자의경 방식이나철학에따라학교

운 의과정이나성과가많이달라지기때문인지흔히‘학

교는교장에게달려있다’고말하는것이아닌가여겨진다.

교장의역할이중요하고, 또 향력이크기때문에교직

에몸을담고있는교사라면누구나, 언젠가는학교경 자

가되어그동안쌓은경험과경륜을토 로나름 로의꿈

과철학을펼쳐보고싶어할것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이 다 교장, 교감이 될 수는 없는 일이

다. 승진의문호가제한되어있는데다가모든교사들이학

교경 자가될만한자질이나자격요건들을구비하고있

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면, 학교경 자로서의자질은타고나는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학교 경 자로서의 자질

은 정형화된 것이 아닐 뿐 더러 끊임없이 상황에 맞게 변

화, 조정될수있는성질의것이고또, 필요한지식과기술,

그리고식견은얼마든지길러질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학교경 자의전문적인역할수행에필요한자질은의도

적으로길러지고습득되는것으로전제할때, 고도로전문

적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여 유능한 학교

경 자를확보하는데많은발전을가져오게될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자질(competencies)이나 능력을 설

정하고 어떻게 이를 습득하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이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그동안학교경 자로의

경력경로(career path)는경 자로서의역할수행과및자

질또는자격요건습득과는거리가먼방식으로운용되어

온것같다. 

참여정부가출범한이후교원인사제도를개선하기위하

여위원회를구성하고여러차례세미나와공청회등을통

해학교현장교원들의의견은물론이고학부모등각계각

층의의견을취합하기도하 다. 그러나아직도논란은계

속되고있다.

여기에서는교장의역할과책무를살펴본다음이를수

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에 비추어

볼때현행교장임용제도는어떠한가, 그리고앞으로학교

행정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한다.

이제교장은교육자이상의역할을해야한다

교장의 역할은 교장이라는 직무와 책임에 하여 기

되는행위라고할수있다.

이러한학교장의역할은여러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

있지만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20조에서는 학교장의 역할

내지직무는‘교무를통합하고소속교직원을지도, 감독하

며학생을교육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중에서도학교경 자의역할로서가장기본적인것

은교육자로서의역할이라할것이다. 학급상황에서학생

들을직접지도하고가르치지는않지만직ㆍ간접으로학생

을가르치고안내하고지도한다는점에서는교장이나교감

도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육자다. 학교교육 목표를 설정

서정화｜홍익 학교교수, suhchungwha@hanmail.net

학교경 자의역할및자질에걸맞는

교장임용제도를마련해야한다



하고이를달성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편성하고지역사회

실정과특성에맞는교육활동을전개하도록결정하고조정

하고추진하는모든활동이학교경 자의주요한역할이다.

또한, 경 전문가로서의역할이다. 교장이나교감은교사

들로하여금교수-학습활동을원활하게전개할수있도록각

종교수-학습매체나시설, 재무등을지원하고또관리한다.

따라서교장이나교감은교육전문가로서교육활동의본질을

제 로이해하고학교조직을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이끌어

가는경 마인드를지녀야한다. 우선순위를정하고전략을

설정하여인적, 물적자원을동원하고활용하여최상의교육

성과를거둘수있어야한다.

그리고, 학교교육혁신을주도하는변화촉진자로서의역

할이다. 학교경 자는시 적상황이나환경변화를직시하

고새로운교육패러다임의변화를읽고끊임없이학교를혁

신해야 한다. 정보화, 개방화, 자율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의

책임경 을 구현하고 학부모나 지역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여 부단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극 화해야한다. 이를위해학교경 자는학교교육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구성원을 동기화하

고구성원들의힘을결집시켜나가야한다.

이와같은기본적인역할이나업무수행이외에종전보다

더욱강조되는일들이허다하다. 이를테면, 조정자로서의역

할이그것이다. 여러이해관계가상충하되 립할때이를절

충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학교운 위원회

가설치되어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의학교경 참여가

확 되면서이러한조정역할이더욱요청되고있다. 또, 교

원단체활동이활성화되면서민주적인방식으로학사운 과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으로부터 탈피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

하여반 하는역할이강조되는것을당연하다. 또한, 학교교

육의성과를높이기위해학부모와지역사회인사들의참여

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유관 기관들로부터인적,

물적자원들을최 한확보하고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학교경 자의능력및자

질로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라든지 교섭∙협상기술과

조정능력, 의사결정기술, 동기화및인간관계기술등이요

청되고있다. 또한법적지식과재정, 회계에관하여상당한

지식과 식견도필요하다.

현제도는유능한인재를놓치기쉽상이다

그러면교장의역할수행에걸맞는학교경 자의자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교육인사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 경 자의자격요건은설정되어있는가하는것이다.

현행승진기준에의하면학교장의임용은①경력평정②

근무성적평정 ③ 연수성적평정 ④ 가산점 평정점을 합산하

여다점자순위로등재하여인사위원회심의를거쳐임명하

도록하고있다. 그런데승진기준의4가지요소는앞에서논

급한교육전문가로서, 경 자, 또는혁신촉진자로서뿐아니

라조정역할이나협상능력, 리더십수행능력얼마나일치하

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비추어 볼 때, 그리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 현행 승진 기준은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를

배합한형태로되어있고특히, 연공서열(seniority)을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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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경력평정의기간이길어젊고유능한경 자를확보하는

데한계가있다. 실적(merit)을평가하는근무성적평정도실

제로는연공서열이높은승진후보자를특별히배려하는형

태로 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배점

비중이크고, 교원의전문성신장을유도할수있는연수성적

배점비중이낮다. 또학교경 자의자질과관련이별로없

는요소들도있다.

그리고 교육ㆍ훈련과정도 학교 경 자가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얼마나구비할수있도록도와주고있는가라는점

에서볼때취약한점들이많고그다지효과적인것같지않

다. 또한학교경 자로서의자질을포촉할수있는구체적인

자격요건이마련되어있지못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가르치는데전념하기보다는지나치게승진에집착하

는교직풍토가조성되어모든교사가교장ㆍ교감등경 자

로의길을지향하도록유도하는상황에직면하게된것이다.

학교장임용제도개선을위한 안은

현재논의되고있는학교장임용제도개선을위한방안들

로서다음몇가지방식을상정해볼수있다. 

먼저, 현행제도를유지하면서체계적인점검장치를갖추

는 것이다. 교장 임기 4년을 마친 후에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중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진 후보자

들을엄격하게심사하여임용할수있도록시∙도교육청별

로가칭‘교장임용위원회’를설치∙운용하여적격자를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포함되는 다면평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방식으

로 상자의능력과자질을검증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

변화의폭이크지않기때문에제도개선에따른혼란이나충

격의폭을줄일수있을것이다.

다른하나는학교단위의초빙제를확 실시하는것이다.

현재각시∙도교육청에서실시하고있는교장초빙제를더

욱활성화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중점운 학교를선

정하여행∙재정적지원을강화하고, 상학교를늘리는동

시에 초빙절차, 상자의 조건, 임기 등을 개선하면서 현행

제도운 방식을보완해나가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교장

임용절차를보완하기위한구체적인지침을마련하는일과

함께학교운 위원회의위상과역량강화가필요하다.

또한, 시∙도교육청단위로학교장공모제를도입하는것

이다. 교장공모제는일차적으로직무수행요건에비추어지

원자의경력이나전문적자질경험과훈련등을통해적격자

를선발하는것이다. 시∙도교육청단위에서공모를통해지

원을받아시∙도교육위원회의동의를받아교육감이임명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장의

임용절차를거치도록할수있을것이다. 지원자들의심리적

인 부담은 불가피하겠지만 유능한 경 자를 확보하는데 도

움을줄것으로기 되고있다. 여기서, 유능한교장을선발

하는것이중요하지만교직경력에 한자격요건을너무낮

출경우정년을단축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음을유의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교장선출보직제를들수있다. 현행교장자격증

을폐지하고교사중심의자격체계로개편하고, 일정기간동

안행정적인업무수행을하도록하는것이다. 일정규모이상

의 학교에서 교사, 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등을 포함하

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출하여 임용권

자에게 추천하여 임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원들

중심으로만 학교의 표인 학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문제

가있다고본다. 

또, 교원의자격체제를개편하고교사와학교경 관리트

랙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현행 교원자격체계를 2급 → 1급

→교감→교장체계로부터2급→1급→선임→수석으로

개편, 이원화하고교감, 교장은일정기간보임하는보직제로

운 하는 것이다. 교감이나 교장은 임기 이후에 선임∙수석

교사로복귀하도록한다. 그러나현재와같은정서와교직사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7+8 43

<< Project



회분위기아래서는교감, 교장보직을마친후에선임또는

수석교사로복귀하는것에익숙하지않기때문에상당한부

담을느끼게될것이분명하다. 그리고교원자격체계의이원

화를실행에옮기는것이그리간단치않은것같다. 

끝으로, 학교경 전문가를양성하여임용하는방안을들

수있다. 학원수준에서학교경 과정등을집중적으로이

수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임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교원양성기관에학교경 관리자전문양성과정을설

치∙운 하고, 자격증소지자와동등한조건으로초빙, 공모

에 응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는 전문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볼수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여러 안들은 각기 다른 장ㆍ단점들이

있다. 유능한학교경 자를확보하면서현실적인수용가능

한가장근접한방안을모색하는일이다. 그런데, 사실현행

제도도장점도많이있으므로꼭혁명적인방식만을고집할

필요는없다고보며, 그동안의제도운 과너무다른것보

다는충격의폭이크지않으면서도현장의반응이높은방안

이연착륙할수있어야할것이다. 그런점에서보면현행제

도를유지하면서승진기준을보완하고지역실정에따라초

빙제를 활성화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

이될수있다. 

교원정책의‘뇌관’이라고할수있는새로운학교장임용

제개선을시도할때자칫교육계의혼란∙반발이우려되므

로이를최소화할수있도록현행제도운 의신뢰이익을보

호하면서단계적인로드맵을작성하여실천할필요가있다.

제도개선실행은충분한검증과정을거친후

학교경 자임용제도개선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다단

계 임용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통해 경 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고있는지여부를충분히검증할수있는과정을거치

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교장의역할을수행

할수있는자질과능력을제 로갖추고있는지를확인할수

있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학교경 자의역할정립및구체적인직무

성격, 과업, 임무, 책임등에관한직무기술서와함께이를수

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 능력및교육훈련등인적요건

을포함하는직무명세서도개발, 활용될필요가있다.

그리고교장의평가를통한자질향상을유도해야할것이

다. 현재의4년임기제를계속유지하면서중임을하도록한

다면제 로점검하고평가해야한다. 이제까지는교장임기

를1차로끝내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거의 부분중임을

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학교발전을기하고교육성과를높

이려는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는데자극요인이별로없는

것이사실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학교경 자의업적과

능력과자질등을계속적으로개발ㆍ유도할수있는기준과

척도를개발하고교장및자격요건을별도로설정할필요가

있다.

아울러교육∙훈련을 폭강화할필요가있다. 직전교육

과정을통해학교경 자를양성하지않는상황에서다양한

현직연찬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용하는것이가장적극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장 과정인 교장

자격연수프로그램을교장의역할및자질에비추어점검하

고, 이수하는교과목이나주제들을정선, 보완하는동시에현

직교장을위한세미나나워크숍, 시뮬레이션과정등다양한

과정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연찬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

가있다. 그리하여학교경 자들이끊임없이연구하는자세

로리더십을연마해나가도록도와줘야한다. 

그리고, ‘좋은’학교의 모습과 새로운 교육경 자의 역할

및유능한경 자의자질등과관련된탐구와함께교육ㆍ훈

련프로그램운 및효과등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

질필요가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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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회나 교사회의 법제화 주장은 교육계 일각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제기된것이다. 그 과정에학

부모회의법제화문제도학부모단체들을중심으로계속제기

되었다. 

이 문제가 교육계 전체의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전교조가

2002년 16 통령선거 공약안 중 학교자치 부분에서 학교

운 위원회산하에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를법적기구로

설치해이들의참여를체계화해야한다고주장하고, 노무현

통령이 그것을 지난 2002년 10월 통령 선거과정에서 당시

교육부문공약의주요정책으로반 하면서부터이다. 물론이

과정에참교육학부모회등의노력도반 되었다고본다.1)

그후 통령직인수위원회는국정과제를모아서“교육개혁

과 지식문화 강국의 실현”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

했는데, 그주요내용에역시이과제를포함시켰다. 즉, 보고

서내용중에“참여와자치를통한교육공동체구축”이라고하

는과제를언급하면서, “단위학교의참여와자치확 ”를위해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를법제화해이들의 표자가학교

운 위원회에참여하도록제도화하겠다고했다. 이를위한구

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참여와 자치 확 ’를 위해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되, 관련법률을개정하기전까지는교육부의감사기능

을강화해예상되는현안문제에 처하도록한다는것이다(교

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개혁추진단, 2003 : 16). 이에 교

육인적자원부도 2003년 4월 9일 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단위학교내교육주체들의참여제도화”를표방하면서, 일단

교사회등의법제화를추진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음을밝혔

으며, 다만충분한여론수렴을거쳐추진하겠다고하는점을

부연했다. 그러나법제화를바라보는시각은이것과이해관계

를 가진 교육단체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교육행정학쪽에서는이것을정부당국자의재량권행사

의문제로접근한다. 반면에법학계에서는이것을인권보장의

문제라고하는시각에서접근한다. 이하에서이점에관한필

자의견해를피력하고자한다.2)

법제화,‘학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1. 학교의법적성격

(1) 권리능력없는공 조물로서의학교

일반적으로법학계에서국∙공립학교는「권리능력없는공

조물」(nicht rechts fahige offentliche Anstalt)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학교즉, 공립학교(국가보조

를 받는 공립학교 포함)는 비독립적 지방 자치단체 조물이

며, 국립학교는비독립적국가 조물이다. 그러므로여기서는

두가지가문제된다. 공 조물이란무엇이며권리능력없는사

단이란무엇인가하는점이다.

Otto Mayer는공 조물이란공행정의주체가특별한공적

목적을달성하는데지속적으로봉사하기위한일정한물적∙

인적수단의혼합체를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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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접근이필요하다
-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법제화여부와접근방법

1) 참교육학부모회는금년에들어와서도2003년3월11일등몇차례

에걸쳐서“학부모회법제화의의의와역할”이라고하는주제로자체토

론회를가진바있다. 

2) 필자가학생회등의법제화에관해보다구체적인논의를한문헌

으로는작년7월22일한국교육개발원등이공동주최한제3회교육연구

개발연계체제세미나에서필자가발제한내용을담은자료집참조.



것은단순히사회학적개념에불과하며법적으로평가할때에

는그권리자체가문제시되어야한다. 학교는설립자가스스

로위임하지않는한자신의권리로서법률행위를할수없다.

그러나설립자가권한을위임하면그범위내에서학교를자율

적으로운 할수있다. 다만그경우에도이것을단순히공

조물로만봐서는그권한은학교장의권한으로만치부될뿐구

성원의 참여 법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학교의 법적

성격에관한또다른시각의검토가필요하게된다.     

(2) 자치기관으로서의학교

참여정부의 정부 혁신의 화두는 참여와 분권, 자치라고 할

것이다. 그자치의측면이본래부터강조되어왔던곳이학교

이다. 그러나과연학교가자치기관으로서의성격을가지는가

하는점에관해서는국내∙외법학계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

이것은‘자치’의개념을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와직

결되어있다.  

일반적으로‘자치’라고했을때에는단체혹은기관이스스

로의일을스스로의손에의해처리하는것을의미한다고하겠

다. 요즈음학교현장에서‘학교자치’라고하는말을하는것도

아마도이러한상식에의거한것이라할것이다. 그러나법적

으로‘자치’(Autonomie)라고 하는 것은“법규명령의 제정에

의해 구성원의 법관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다. 개이러한자치권은「정관」혹은「자치법규」의형태로구

체화된다. 요컨 , 자치라했을때그핵심은자치입법권이라

할수있다.  

일반행정법학을하는사람들은학교는그런의미에서는어

떤 자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Creifelds, 1986 :

123). 자치권이라고하는것은통상공법상주체가될수있는

공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나 조물 공공조합 정도에게

인정되며, 공법인이아닌학교는위에서본것처럼국가와지

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 및 학교설립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는 하급행정기관이기때문에해당사항이없다고보는것이

다. 이들의견해에따르면학교는자치권이아니라독립성, 자

기관리, 자기책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자유재량 역」

(Freiheitsspielraume)을법령에의해보장받고있을뿐이라고

한다(H. Heckel u. H. Avenarius, 1986 : 68). 

그러나 최근에는 자치의 개념을 자유재량과는 구분하면서

도 이렇게 좁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시각이 강력히

두되고있다. 이것을완화해법인이아니라도그기능에자

치가요구되면그것을인정하는추세로이행하고있다. 이것을

기능적자치(funktionale Selbstverwaltung)라고하는데, 학교

자치가그단적인예가된다(이기우, 1999 : 37~68 참조). 

2. 학교의법적성격과학교운 참여허용여부의문제

이상의논의를종합하면학교의법적성격을어떻게규정하

는가하는향방에따라서학교구성원집단의참여허용여부가

달라짐을알수있다. 학교를공 조물로만볼때에는구성원

집단의참여는그학교를이용하는관계에서불편사항을전달

하는 정도의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를 띨 뿐이며, 학교참여가

허용되더라도그참여는구성원집단의권리의행사로서의의

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시혜적 조치의 결과로 취급될

것이다. 따라서경우에따라서는참여를시킬수도있고배제

할수도있을것이다. 학교규칙도 조물규칙, 쉽게말하면이

용자인학생의이용수칙정도에그칠것이며, 그수칙에 해

서학생들이나학부모들은의견을개진할권리가극히제한될

것이다. 그러나학교를자치기관혹은자치적사단으로볼때

에는구성원들의학교운 참여는그들의권리의행사이며, 학

교장으로서는 이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학교규칙은

일종의자치법규로서의효력을가질것이며, 학생들만을규율

하는단면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라학교장을포함한교원

들의행위도규율하는양면적효력을가질것이다. 

이렇게볼때에우리는현재학교의법적성격을어떻게파

악하는것이타당하며또바람직할것인가하는점을판단해야

할중요한기로에서있다고할것이다. 필자는위에서의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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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사물과 기능에 관한 자치로 확 하고 있는 학계의

추세나헌법재판소의판례, 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점등을고

려할때학교를단지 조물로만보는것은상당히낙후된시

각이라고본다. 그러므로학교를공 조물인동시에자치기관

혹은자치적사단으로서의성격을동시에지니는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공 조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학

교는행정청으로서의공권력을행사하기도하며, 행정규칙을

발할수도있다. 그러나다른한편학교는자치기관혹은자치

적사단으로서전구성원들의참여를통해상위법령이허용하

는범위안에서학교규칙이라고하는학교공동체의자치규범

을자율적으로정할수도있다고본다. 

법제화의상위법적요청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이요청하는측면도있다. 현행헌법제31조제4항은학생회와

교사회등의 법제화를직접적으로요청하고있다고본다. 즉,

제4항이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규정한것

을학교에적용하면학교의자율성이라고하는개념이도출되

며, 그것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틀을고려할때학교자

치라고하는개념이도출된다. 아울러그것이자치의한 역

으로 분류되는 한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구성원의자율적참여는그들의자율적집회와결

사의자유를허용하는것에서가능하게된다. 학생회등의법

제화는이러한법리적배경하에주장될수있다고본다. 그런

점에서위헌헌법조항은학생회등의법제화를요청하는직접

적인헌법적근거가되는것이다. 

한편헌법제31조의다른조항들도이러한요청에무관하지

않다. 예컨 , 제1항은 학생회의 법제화의 헌법적 근거가 될

수있으며, 제2항은학부모회의법제화의헌법적근거가될수

있다. 아울러 제6항은 제4항과 함께 교사회 법제화의 헌법적

근거가될수있다. 나아가헌법31조만이아니라제10조3), 제

21조1항4) , 제37조1항과2항5)도간접적으로는학생회등의

법제화를요청하는헌법적근거가된다고본다. 

교육기본법제5조도“교육의 자주성등”이라 해 다음과같

이규정하고있다. 

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교육의자주성및전문성을보

장해야하며, 지역의실정에맞는교육의실시를위한시책을

수립∙실시해야한다.

② 학교운 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지역주민등은법령이정하는바에의해학교운 에참여할

수있다.

여기에서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자주성

및전문성을보장할의무를부과하면서, 그것이지역의실정에

맞게 구체화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과

별개의조문이아니라제1항의취지를학교현장에서도구체적

으로 살릴 수 있도록 법적 차원에서“학교 운 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하는의사를밝힘과동시에, 그러한자율성을구

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운 참여”가필수적이므로이들의참여권을보장하겠다

고하는것을선언한것이다. 따라서원칙적으로유∙초∙중등

의 학교급별과 국∙공∙사립의 유형을 막론하고 한민국의

모든학교는이러한교육기본법의적용을받으므로이법이표

방하고있는취지를살리는쪽으로구성원들의학교운 참여

를보장해야하며, 그것이현실적으로미흡하다고하면입법을

해서라도그것이현실화되도록노력해야한다. 특히여기에서

주목할것은학생들의학교운 참여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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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

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

를보장할의무를진다.

4) 모든국민은언론∙출판의자유와집회∙결사의자유를가진다.

5) ①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는

공공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에한해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

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있다는점이다.

학생회법제화, 운 위원회강화가더필요하다

1.분권과참여의원리및견제와조정의원리의통합적적용

분권화의관점에서각구성원집단을법제화할뿐만아니라

그집단들이학교운 에관해서학운위에참여하도록하는등

일정한참여권을행사하도록하는것은이시 의요청이라고

본다. 그러나분권화된집단이참여권을제도적으로보장받은

채자신들의권익만을주장하고, 이것에 해서아무도견제할

수없는체제라고한다면그때부터학교공동체라고하는하나

의기관은목표를잃고방황하게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여

기에서오히려요청되는것은이집단들을견제하고보다강력

하게통할할수있는학교운 위원회와학교의장의법적인지

위와권한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2. 학교운 구조의합리적개편및교장의전문적리더십확

보노력과의병행추진

분권과참여의원리뿐만이아니라견제와조정의원리에입

각해서볼때, 구성원집단의법제화는학교운 위원회를합리

적으로개편하고교장의전문적리더십을강화하는것과병행

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그렇게하지않는경우

잘못되면집단들의법제화로오히려집단간의갈등만유발할

수있다고본다. 특히여기에서학운위의합리적개편이란현

재학운위위원장을학부모위원혹은지역위원이맡도록되어

있는것을수정해학교의장이위원장을맡도록해야한다. 그

이유는현재학운위의조직과구성이초∙중등교육법상학교

운 과관련해교장이행사하도록하고있는권한및법적책

임과일치하지않기때문이다. 신에필자는그것이교육기관

에두는위원회인만큼학교자치의정신이제 로반 되어야

한다고생각하며, 그런관점에서현재의학교발전기금모금에

관한사항이외에도위원회의기능중상당부분은이것을심의

사항이아니라의결사항으로해위원회에참여하는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실질적으로 학교운 에 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야한다고생각한다.

3. 법제화의점진적추진

필자는법제화를추구하는것은좋으나단기보다는2년정

도의 장기적 기간을 설정해 우선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단계적으로접근해추진할것을제안한다. 단시일에모

든것을얻으려하기보다는점진적접근방법을사용하자는것

이다. 그런관점에서볼때우선서로간에합의할수있는부분

부터합의해가는것이좋다고본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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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의

리더십이새롭게부각되고있다. 전통적으로교장

은학생을교육하는데있어서지도적인역할을담당하는최

고의권위를가진교육자로인식했다. 말하자면교장은학생

들에게올바른지식과인성을지도하는전통적인학교의권위

를상징하는 표자라고보았다. 

이제교장은전통적인교육자의 표로서뿐만아니라다양

한요구를수렴하는민주적인지도자로서, 교육개혁에부응하

는선도자로서, 그리고교사들의교육활동을지원하는봉사자

로서다양한능력과역할이요구되고있다. 오늘날교장은새

로운교육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 처하여학교교육의효

과를극 화하는데매진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는 교장의 새로운 리더십에

한요구를충족시키는데한계를보여주고있다. 교장의임

용과정에서부터잠재적인능력을효과적으로검증하지못하

고있기때문에교장임용제도의문제점이끊임없이제기되고

있다. 현행의교장승진제도는유능한교장을선발하는기능

을제 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교장임용의근본적인문제는근무성적평정을비롯한승

진평정으로부터시작한다. 현행근무성적평정은관리자중심

의평가로인해불신을받고있다. 원칙적으로말하자면상급

자이며법적으로감독자인교장∙교감이교사를평가하는것

은당연하다. 그러나우리는권위주의적행정체제에서교장은

상급기관의지시를전달하는말단행정관료로인식되고있으

며, 지도자로서교장의권위가추락하고있는상황에서관리

자의평가는그만큼불신의 상이되고있는것이다. 

심지어권위주의적인교장∙교감에게순종할줄아는 교

사가근무성적평정을잘받게된다고교사들은불만을토로하

고있다. 이로써근무성적평정의공정성문제가끈질기게제

기되고있다. 

승진임용과정에서교장∙교감의직무수행에필요한자질

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

다. 근무성적과연구∙연수성적, 그리고가산점이라는철저

하게객관적인점수로환산된승진평정점수에의해잠재적인

자질을판정하고있을뿐이라는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이교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mghan@kedi.re.kr

민주적이며능력있는교장을선발하기위한

다양한방법을생각해보자

- 학교장의최고조건, 이제는리더십이다



장∙교감으로서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능력과자질을설

명해주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무엇보다도이러한교사들

은승진점수를잘받기위해점수관리에집착하고있으며정

작가장중요한학생지도에는소홀하고있다는것이다. 

위의근무성적평정에 한의견조사결과를보면교원들의

불만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다. 현행승진제도에 해교원

들은 부분개선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특히교사들은

5~6% 정도만이현행제도를지지하고있는셈이다.  

현행승진제도, 관료주의행정의유산이다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장점도 만만치 않게 제시되고 있다.

승진제를 지지하는입장에서는교육기관의관리자로서교장

은오랜교직경험을갖고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승진

평정요소는교사로서뿐만아니라관리자로서능력과자질을

검증할수있는포괄적인요소로구성되어있다는것이다. 무

엇보다도교사들의승진기 는개인으로서의자기성장을위

한욕구이기때문에이를부정할수없다는점이며, 오랜동안

교직사회에서정착되어온제도이기때문에이제도에기초

해승진을준비하고있는교사들의요구를무시하기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현행교장승진임명제는관료주의행정체제를유지

하는데적합한전통적인관리자선발방식인것은확실하다.

무엇보다도교장선발과정에서관리자의평정이중요한요인

으로작용하고있으며, 상급행정기관이선발절차를결정적

으로주관하고있다는점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상급자인

교장과교감, 또는교육감과교육장등의관리자입장에서교

원의능력을평정하고, 이요인이승진후보자를선정하는데

있어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관리자이외

의다른학교구성원의의사와요구는교장선정과정에서아

무런 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점에서변화

하는학교환경에서 현행승진임명제는교사,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희망을반 하는제도라고할수없다.   

나아가 승진평정 요소가 교사로서의 능력, 관리자로서의

자질을객관화해포괄적으로구성되어있다하더라도관리자

로서의자질을실질적으로검증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특

히최근의학교현실에서현행의승진제로는구성원간의의견

조정능력, 갈등해결능력, 설득력등과같은민주적인리더십

을검증하기에는거의불가능한제도라고할수있다. 급변하

는학교환경은교장의다양한능력과자질을요구하고있다. 

따라서교장으로서의잠재적인지도력을실질적으로검증

할수있는교장임용제도로새롭게탈바꿈해야할시점이라

고할수있다. 학교구성원들의다양한요구를수렴하면서학

교교육의효과를높이는데매진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리

더십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교장임용제도를혁

신하는데있어서고려할원칙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는교직경력연수보다는교장으로서직무수행능력

을강조해야한다. 현행의교육경력요건을 폭축소해능력

있고젊은교장의발굴가능성을확 해야할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은경력과연공서열을중시하는우리의사회풍토

에서는현실적으로난관에부딪칠가능성은많다. 그러나교

장의능력과자질을중심으로학교운 에실질적으로리더십

을발휘할수있는관리자를선발하는것은새로운학교환경

의변화에 처할수있는가장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둘째는교장의전문적자질을다양한방법을통해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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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별 개선필요 현행유지

교사 711(93.6) 49(6.4) 67.79

교감 202(83.1) 41(16.9)

교장 182(76.8) 55(21.2) p <.001

직위별 폭수정 일부변경 현행유지

교사 326(43.4) 388(51.6) 38(5.1) 182.41

교감 36(15.0) 168(70.0) 36(15.0) p<.001

교장 36(15.5) 156(67.0) 41(17.6)

승진제도

근무평정제도

<표1> 교원들의승진제도와근평제도에 한의견

출처: 박덕규외. 교원의승진평정체제개선방안(한국교육개발원, 2000)



으로검증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교장은학교관리자로서

전문성을갖추기위해임용과정에서잠재적인능력을심층적

으로검증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심사방법을다양화할

필요가있다. 이를테면다면적능력확인을위해서류심사는

기초이며, 소견발표, 심층면접등의다양한방법으로심사하

도록해야한다. 

셋째는교장은전통적인학교조직을관리하는행정관료가

아니라학교구성원의다양한요구를수렴하고조정할수있

는민주적지도력을중시해야한다. 교장은학교구성원의협

력과조화를통해민주적이며합리적인학교운 을담당할수

있어야한다. 또한사회적책무성에 한인식을확고히할필

요가있으며, 이는학부모, 지역사회, 국가에 한학교교육의

역할과성과를중시하는인식을가져야한다. 또한교장임용

과정에서교육청관계자뿐만아니라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전문가등이참여하는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민주적이며능력있는교장을선발하려면

현행승진임명제는오랫동안교직풍토를반 해정착되어

온제도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에 한문제점이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지해야한다는주장도강력히 두되고있다. 

그러나현행승진제도를전면적으로폐지하는것은또다

른후유증과혼란을야기할가능성을안고있기때문에현실

적으로 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승진제를 운 하는

데있어서합리적인기준과공정한선발절차를마련해문제

점을해소해나가는것이현실적으로무리가없을것이다. 만

약승진제를개선해시행한이후에도여전히문제가제기된다

면그때가서폐지를검토해도늦지는않을것이다. 또한현행

의승진제, 초빙제이외에다양한임용제도를도입해시행함

으로써각제도가갖고있는강점을살려나가는방향으로보

완해나갈수있다. 

현행승진임명제는승진평정의기준을교장의전문적자질

과능력을검증할수있도록합리적으로구성하는것이중요

하다. 즉근무성적평정의기준과요소에 한조정이필요하

다. 특히승진제는능력요인과민주적지도력요인을강화하

는방향으로보완될필요가있다. 경력기간이25년의장기간

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 요인이 상 적으로 경시되는

것이승진제의단점이다. 또한승진제는학교구성원의요구

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지도력을

검증할수있는장치가없는제도이다.

첫째, 이러한점을고려하여현행승진제를다음과같이개

선할필요가있다. 현행제도에따르면교육경력25년에경력

평정을만점받도록하고있는데, 이를우선22년으로축소하

고, 단계적으로는경력평정기간을축소할필요가있다. 교육

경력평정기간을축소함으로써지금보다는경력연수가짧은

많은교원들이승진 상자로포함될수있도록해야한다. 

둘째, 근무성적평정제도는교원의전문적자질을향상시키

는데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개편해야한다. 근무성적평정

이단순히승진을위한도구로만이용되어서는안된다. 모든

교사들이자신의능력을진단하고전문성신장을위한피드백

차원에서근무성적평정에관심을가지도록평정제도를개선

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학생지도능력등교육의핵심적인

내용을중심으로평정요소및평정비중을확 하는방향으

로조정할필요가있다. 

셋째, 관리자 위주의 평가로부터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

가로개선할필요가있다. 평가자의주관적편향성를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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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교장을확보하기위해현행25년의경력평정기간을축소한다.

∙학생지도 역의점수비중을확 한다→근무성적평정제도의개선.

∙동료교사에의한다면평가방법을도입한다.→근무성적평정제도의개선.

∙승진후보자명부상에서임용예정인원을확 한다. 

∙소견발표와면접심사등을통하여관리자의능력을실질적으로검증한다. 



기 위해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참여식 평정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평가자로참여하는동료교사는학교안에서신뢰와인

정을받는교원으로선정할수있을것이다. 특히학생지도에

한능력을인정받는교사, 공정하게평가에참여할수있다

고인정받는교사가적임자라고할수있다. 

넷째, 승진후보자명부에기초해1차임용후보자를선정하

고, 2차선발과정에서서류심사, 면접심사등을활용해교장

자질적합성에 한심층적인심사를실시하도록한다. 현재

에는승진점수에기초해1.0~1.2배의임용후보자를선정하

고이들을 상으로자격연수를실시한다. 따라서임용후보자

로 선정되어 자격연수를 받은 교원은 부분 승진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과정에서승진점수가결정적으로작용하기때

문에관리자로서의능력을실질적으로검증하는데한계가있

다. 현행규정에도임용예정인원의3배수까지선발하도록하

고있으며, 이를준용해확 할필요가있다.  

다섯째, 승진임용의 절차에서 심사기능을 강화해 교장 및

교감으로서의자질적합성을실질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교육청단위에서설치하고있는심사기구(교장전형

위원회)에교육청인사이외의심사자로서교장, 장학관, 교원

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 표및교육전문가등의참여

를통해공정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승진임용을위한심사

자료로서교육활동기록서, 학교경 계획서, 추천서등다양한

심사자료를활용해야할것이다. 서류심사, 소견발표, 면접심

사등다양한방법을활용해승진심사를실질적으로실시하

도록한다. 

교장초빙제, 개방할필요있다

교장초빙제는유능한교장을초빙해학교발전에기여할

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는데취지가있다. 학교의특성과지

역의여건에적합한교장을초빙해학교발전을도모하는데

기여할수있는제도이다. 

현재초빙교장제는시도별“해당지역근무”조건을제한하

고있는데, 이를타시∙도인재의유입을위해개방할필요가

있다. 단농어촌교육보호차원에서 도시지역학교, 교육여

건이우수한학교등은초빙제 상학교지정을가급적억제

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교육여건이불리한지역에우수한학교장및교사유

인을위해재정적지원등별도의유인 책을적극강구할필

요가있다. 교장초빙제가단위학교교장의책임에기초한자

율운 으로실효를거두기위해 상학교에 한재정적지

원을확 해야한다. 재정지원을통해초빙제교장이학교발

전에더많은역량을발휘할수있도록해야한다. 

교장공모제라는새로운방안도있다

교장공모제는현직교감, 교육전문직등교장자격을갖춘

사람뿐만이아니라평교사, 부장교사를포함해일정한교육경

력을갖춘사람가운데교장의직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

있는 상자를공모방식으로선발하는새로운교장임용방식

이다. 교장의잠재적인인력풀을확 하고다수의잠재인력

가운데공개적인심사를통해교장을선발하는제도이다. 

교장 공모제는 공개적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능력

과자질을효과적으로검증할수있는제도이다. 국과미국

을비롯한OECD 국가의많은나라들이공모제와유사한제

도를채택하고있다. 부분의국가들은교장공모와임용의

52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7+8

특별기획11 >>>>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교장초빙제운 의취지와절차

- 취지: 유능한교장초빙을통한단위학교의자율적인운 촉진

- 자격요건: 교장자격증소지자로서중임제한적용안됨

- 교육청소속전체학교의10% 이내에서실시학교지정

- 학교운 위원회의심의및임용 상자복수추천(학교), 교육감임명

∙교장초빙제의문제점

- 학교운 의실질적인자율성이부여되지않고있음

- 조기승진한교장의임기연장수단으로이용됨

- 교장초빙요인이능력보다학연, 지연, 혈연등이작용함

- 근무여건이양호한지역에편중하여선호되고있음



주체는교육자치단체라는점, 그리고교장심사과정에서교

육자치단체인지역교육청과해당학교관계자간의협의과정

을거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을지니고있다. 심사과정에

서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의긴 한협의를거치면서도양자

간의권한행사에서약간의차이는나타난다. 그러한차이의

원인은교육자치를시행하는역사적전통과교육적풍토에서

비롯된다고할수있다. 

공모제교장은자격요건으로서교육경력을예를들면10년

이상또는15년이상의조건을명시할수있다. 교육경력의자

격요건은학교와지역의여건을고려해설정할수있을것이

다. 교장으로선발되고임기만료이후에는원직에복귀한다

는점에서현행자격제와는별도로운 될수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보직제의성격을갖고있다. 

교장 공모제는 다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심사방법을통해교장으로서자질적합성을심

층적으로검증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교육청및단위학교

의다단계심사과정을통해민주적이며공정한심사가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심사는 학교운 위원회 또는

별도로심사위원회를구성해시행할수있으며, 시도및지역

교육청의심사기구에는교육청관계자뿐만아니라교원, 학부

모, 지역사회인사(동문) 표등이참여할수있다. 

교장공모제의시행모형은다음과같이설정할수있다. 

공모제모형: 시∙도교육청심사→단위학교또는지역

교육청심사→교육감임명

①시∙도교육청이지원자를공모하고심사위원회에서1

차심사해적격자를선발한다.

②1차심사를거친후보자가운데공모제 상학교의학

교운 위원회혹은별도심사기구에서2차심사를거쳐

적격자를복수로선정한다.

※지역교육청이2차심사를관리하는방안도있다. 지역

교육청주관하에공모제 상학교의교사, 학부모등으로심

사기구를구성한다. 

교장보직제등방법은다양하다

앞에서언급한승진제, 초빙제, 공모제이외에선출제, 보직

제등다른방안이제시되고있는데, 이러한임용제도에 한

검토가필요하다. 다양한교장임용제도는교장직무의성격

을중심으로자격제와보직제로구분할수있으며, 선발방법

을중심으로임명제, 초빙제, 공모제, 선출제로구분할수있

다. 자격제는교장직무에 해관리자로서의전문성을강조

하는 반면에 보직제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선발방법에서는임명권자와학교구성원의권한과역할

에서상호간의비중에따라구분할수있다. 

임명제는임명권자의권한을강조하는반면에선출제는학

교구성원의권한을강조한다. 이러한분류방식에따라서다

음과같이다양한교장임용제도의특성을도식(*한서 학교

의이차 교수가작성한그림을수정한것임)으로정리할수

있다. 

다음의다양한방식가운데유능한교장을선발하는데효

과적인임용제도는무엇인지, 그리하여학교교육의발전을위

해기여할수있는제도가무엇인지찾아가야할것이다. 이러

한다양한방식은형식과제도에불과하다. 형식과제도뿐만

아니라 내용과 운 방식에 한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가, 무엇이객관적인기준이될수있는가, 누가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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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교장공모제도입방안

- 젊고유능한교장을선발하는데목적이있음

- 교장자격없이일정한교직경력(예: 15년)을가진교원은지원가능

- 교육청관계자,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전문가등이심사과정에참여

효 과 문제점

∙공개공모를통한폭넓게인재를발굴한다.

∙학교단위자치역량을강화할수있다. ∙경력중시의교직풍토에서는어렵다.

∙교육청, 단위학교구성원등이심사에참여한다. ∙학교단위의심사기능에한계가있다.

∙적격자선발기능을강화할수있다. ∙능력검증의방법이문제다.

공모절차예시: 시∙도교육청심사→단위학교(또는지역교육청) 심사→임명



것이공정한심사라고할수있는가등이중요하게검토되어

야할사항이다. 또한교장의역할은교사로서의전문성만갖

추고있으면충분한것인가, 아니면학교관리를담당할행정

가로서의전문성뿐만아니라다른능력도필요한것인가에

한검토도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제안하고있는교

장선출보직제에 한보다면 한검토가필요하다. 교장선출

보직제는단위학교에서교사를비롯한학교구성원들이참여

해그학교교사들가운데교장을선출(선출제)하는방안이다.

이러한절차를통해선출된교장은교사의역할과동일한것

으로 보기 때문에 임기 만료 이후에는 교사직으로 복귀하는

보직제의성격을갖고있다. 교장선출보직제에 한찬반의

견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교장선출보직제를강력하게주장하는원인은교장의관료

주의적태도에 해비판하는교사들의도전에서비롯되고있

다. 그리고 학교를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풍토로 개혁하려는

시도에서나온제도이다. 그런데교장선출보직제는학교자치

라는 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맥락에서함께검토할필요가있다. 즉교사회, 학

부모회, 학생회의법제화를통해학교운 위원회를의결기구

로개편하고이와더불어교장의역할과권한을축소또는분

산시키는학교운 구조의개편을수반하고있다. 

현재단위학교는지방자치단체와같은형태의자치단위는

아니기때문에학교단위를 교육자치의단위로설정한다거나

학교단위에서교장을선출하는데에는제도적모순을안고있

는것이사실이다. 다만교장선발과정에서학교구성원의참

여가보장될수있는제도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다. 이러

한 문제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장선출보직제를

포함해많은제도를검토하고보다민주적이며유능한교장을

선발하는데최선의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앞으로오랜기

간을두고토론하고검토해서해결해야할과제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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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1 >>>>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행정가로서의

전문성: 교장자격

교사로서의

전문성: 교사자격

상급기관의임명

보직임명제
자격임명제: 

현행승진제

보직선출제

:전교조안

자격선출제

:현행초빙제

←공모제

학교구성원의선출

교장선출보직제

- 학교내에서구성원(교사,학부모, 학생)이추천하여학교운 위원회선출

- 임기종료후해당학교평교사로복귀

- 단위학교의자치와병행하여실시

찬성이유 반 이유

①학교단위자치역량을강화할수있다. ①학교운 의전문성이부족할것이다.

②학교구성원이공개적인선발과정에 ②교장은교직원의인기에 합하여

참여할수있다. 학교운 이어려워질수있다.  

③학교조직의민주화에기여할것이다. ③교직사회에파벌이생기고갈등이

증폭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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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부실과공교육위기를걱정하는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한

불안과불신이증폭되고있다. 서민들은막 한학원과외비를

지출하면서도불안해하고있으며, 관료주의에찌든학교에자

녀를보내지않겠다며 안교육을찾는사람들도늘고있다. 

정권이바뀔때마다온갖교육개혁정책들이시행되었지만

부분실효를거두지못했거나학교교육의문제점을오히려

심화시킬 뿐이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인터넷과

EBS를통해유명학원강사들을동원한수능과외방송을하

면서, 학원교육이학교교육에훈수를하는형국이벌어지고

있다. 무엇이학교교육을이지경에이르게한것인가? 국가

가책임지는공교육으로서학교교육을되살리기위해서우리

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것인가? 필자는, 우리나라의학교

교육이위기에처한가장중요한이유는, 지시와복종의원리

로지탱되는낡은시스템이학교의모든것을규정하고있기

때문이라고본다. 

말단관료의역할을요구받는학교장이상급관청의지시

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관리∙통제했던 일제 식민지 시 의

관행이지금의학교에서그 로관철되고있고, 그런상황에

서는학교가스스로자기혁신을위한노력을할수없게되어

있다는것이다. 관료주의와권위주의가횡행하고있는학교에

서는구성원들이스스로생각하고판단하여변화를모색하거

나혁신을도모하는생명력을갖기어렵기때문이다. 그렇다

면, 학교를그처럼관료주의와권위주의와타율의관행속에

정체되게하는요인은무엇일까? 필자는그것이다름아닌, 교

장∙교감으로의승진이라는미끼를던져주고복종을유도하

면서교사들을승진점수따기경쟁으로내몰고있는지금의

잘못된교장제도(교원승진제도)라고단정한다. 평교사가교

감이되기위해서교장과교감의지시에복종해야하는제도,

교감이교장이되기위해서교장과교육청(장학사)에게복종

해야하는제도가그 로있는한, ‘생명력있는학교’나‘스스

로생각하는학교’는결코기 할수없기때문이다.

교장승진제도개혁하면학교는살아난다

이처럼 낡은 관행과, 지시와 복종의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학교체제를그 로두고서학교교육이혁신되기를바랄수

는없다. 학교는구성원들이함께만들어가는민주적인교육

공동체로혁신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런점에서, 이시 교육

개혁의최우선과제는학교의생명력과자치능력을짓누르는

낡은학교운 시스템을바꾸는것이며, 그핵심은교장제도

(교원승진제도)를개혁하는일이다.

이제, 21세기의학교는교육청의지시나통제에의해움직

던타율의관행에서벗어나서, 교사와학생과학부모및지

역사회인사들이자율적이고민주적으로참여하는가운데창

의적으로 운 되어야 한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학적판단에따라가르칠수있어야하며, 학교장은구성

원들의중지를모아정해진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소

신껏학교운 을할수있어야한다.

특히, 학교장은확고한교육철학과전문성, 구성원들의지

지를 바탕으로 학교를 운 해 가는 존경받는 교육자여야 하

며, 교사와학부모와학생들의참여와자치욕구를학교발전

의원동력으로승화시키는, 학교공동체의민주적인구심점이

되어야한다. 

학교혁신을위해서학교장이가져야할자질이나해야할

안승문｜서울시교육위원, edu2010@hanmail.net

교장승진제도개혁하면학교는살아난다
- 교장임용제도개선및학교자치제도도입방안



역할을몇가지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구성원들의의견을존중하고참여와자치, 민주적의사

결정을존중하는사람이어야한다.

○교사∙학생∙학부모의요구나갈등을조정하고조화시

키는‘조정자’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

○교육청에 해책임지는것이상으로학교구성원에게

책임지겠다는자세로일해야한다.

○구성원과함께학교운 방향과목표를정하고, 자발적

인실천결의를모아낼수있어야한다.

○행정가나관리자만이아니라훈육이나수업, 상담등을

하는교육자로서의역할을해야한다.

○학교운 상의중요한결정을, ‘최고경 자’가아니라

‘참된교육자’의관점에서내려야한다.

○교사∙학생∙학부모에게권한(책임)을적절히분담시키

고, 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교주변의다양한인재들과물적자원들을학교교육

발전을위해적극끌어들여야한다.

○구성원의의견과제안을모으고학교혁신을위한공동

의비전을창출할수있어야한다.

○교육청의평가나감사보다교사∙학부모∙학생의평가

나지역사회의평판을두려워해야한다.

교장들은최소한7~8시간수업을해야한다

현행 교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학교장에게 너무 많

은특권적지위와권한을보장하고있으며, 교사들이수단과

방법을가리지않고점수따기경쟁을하도록조장한다는점

이다. 특권이크다보니경쟁이치열해지고, 수업이나교육활

동을소홀히하면서까지연구점수나가산점에매달리게했다. 

그런 점에서, 교장제도 개혁은 교장에게 주어졌던 특권을

크게줄임으로써교장이되기위한무모한경쟁의소지를근

본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과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교장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한다. 교장들도최소한7~8 시간의수업을해야

한다는것이다.

혹자는일이많은교장이어떻게수업을하느냐고반문할

지모른다. 그러나, 유럽 륙의 부분의나라에서교장들은

수업을하고있다. 또, 앞으로의학교에서는불필요한행정업

무를 폭축소하고, 자율과자치에의해학교를운 하게될

것이므로관리자와통제자로서의할일은지금보다크게줄게

된다. 교장선출보직제는이처럼수업하는교장상의정립과교

감직의폐지를 전제로한다. 수업하는교장상은, 교장을유

능한교사요, 교육자여야한다는관점과철학을전제로한다.

수업을하는교장은교사들의열정과학부모의동참을더잘

끌어내며, 학교를참다운교육의장으로만들게될것이다.

수업하는 교장상을 정립하여 제도화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믿는다.

○교장이되기위한지나친경쟁을크게완화시킬수있

을것이다.

○교장이좀더교육적인관점에서서문제를보고학교운

을하게될것이다.

○교장이좀더학생의입장과학생의눈높이에서생각하

고행동하게될것이다.

○교감이라는자리가없어짐으로써, 민주적인학교운 이

진전될것이다.

○교장과교감이수업을하면, 교사를15,000명이상증원

하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교사와학부모가교장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

필자는, 위와같은방향으로교장제도를개혁하기위해서,

지금처럼 상급자(기관)의 평가에 좌우되는 근무평정이나 가

산점등점수경쟁을통해서교장이되는제도가아니라교사

와학부모가학교장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교장제

도로교장선출보직제를도입할것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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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교장제도하에서 부분의교장들은정년을4년또는

8년앞두고교장이되어, 퇴임할때까지사실상종신으로교장

을한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는학교구성원들에의해선

출된교장이일정임기동안보직으로서의교장직책을맡아

서수행한뒤임기가끝나면다시평교사로돌아오는것을전

제로한다. 또, 지금의교장제도가일정한승진점수를확보한

뒤교감이나장학사를거치고교장자격연수를받은소수의

사람만교장이될수있도록하고있으나,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이될자격을특별히제한하지않고일정한경력을가진

교사라면누구든지교장에입후보할수있도록한다는점이

특징이다. 다만, 교장선출보직제는 상급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사람보다, 훌륭한교육활동으로학생과교사와학부모들

로부터인정을받는사람, 담임경력이많은사람들에게유리

한제도라고할수있다.

지금까지의교장이행정가또는학교관리자로서의지위를

갖는 것이었다면, 교장선출보직제에서의 교장은 구성원들로

부터인정받는훌륭한교육자이자학교공동체의구심점으로

서의지위를갖는다. 교장은그런권위를바탕으로행정적책

무를담당하면서, 학교를민주적으로운 할책임을지는사

람이다.

교장선출보직제에따른교장은다음과같은지위와역할을

하게된다.

- 학교의 표자: 내외적으로학교를 표하는사람. 

- 학교공동체의구심점: 교사는물론학생과학부모들의

민주적인구심점

- 학교운 위원회의위원(또는위원장) : 학교운 의중요

사항에 한회의주도

- 학교회의(교원전체, 학부모회장단, 학생회장단연석회

의)의의장

- 학교의인사∙예산에 해구성원의의견을바탕으로최

종결정권을가진자

- 교사∙학생∙학부모사이의갈등해소와협력증진을위

한조정자

- 법에의해학교가운 되도록하고교육청과교육위원회

등에책임지는사람

교장선출방안= 학교별‘교장선출위원회’에서선출

필자가제안하는교장선출보직제는교장도수업을하며교

장이누렸던특권을크게줄인다는점에서교장이되기위한

지나친경쟁을걱정할필요는없으리라고본다. 또, 관리자로

서누려왔던특권적지위는인정되지않으면서‘일하는교장’

이될것을요구받는자리에는교육적열정과교육자적인양

심으로학교를운 해보겠다는각오가분명한사람들이지원

하게될것이라고본다. 교장선출보직제에따른교장선출과

정은바로교장후보자들중에서그런능력을가진사람을구

별해내는과정이되어야한다.

→학교운 위원회주관으로교장임용조건제시하고선

출일정공고(교육청의지정홈페이지)

→교장선출위원회구성: 전체교사, 학급학부모 표2

인씩, 학생회장단3-5인

→교장선출위원회앞에서정해진방식에따라소견발표,

학교운 비전제시, 검증을위한청문회

→무기명으로투표로2명의교장후보자선출

→교장후보자2인을교육청에통보

→교육청에서최종적인당선자1인결정

(교육청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학교에서올린다득

표자를임명해야함)

※교장선출위원회구성

- 교장후보자들에 한심사와선출은전체교사와학급

별2명의학부모 표, 학생회장단등이참여하는‘교장

선출위원회’에서맡아하도록한다. 

- 학급학부모 표는학급학부모회장과부회장등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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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참여하도록한다.

※교육청에서모집실무를담당해주는방안

- 학교마다교장모집공고를하는일의번거로움을피하고,

입후보자들의법적결격사유유무를검증하기위해서후보

자모집작업을교육청에서담당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교육청공무원들이순수하게행정적인역할만을담

당하도록하며, 입후보나당락에 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

한다.

교장선출보직제성공의조건은학교자치의제도화

교장선출보직제가올바로시행되기위해서반드시, 민주적

인학교운 체제로서의학교자치가정립되어야한다. 즉, 학

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민주적으로구성∙운 되며, 그

표자들로구성된학교운 위원회가학교장과함께학교를운

하는핵심적인기구로서의역할을할수있어야한다는것

이다. 현행학교운 위원회를좀더민주적으로개편하면학교

자치기구로서의역할을잘해낼수있을것이다

학교자치기구로서의새로운학교운 위원회는아래와같

이구성∙운 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①위상: 교사∙학생∙학부모등학교구성원들을 표하

는학교자치기구

②권한: 학교운 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권

한을가짐

③구성: 학교장, 교원위원과학부모위원(동수), 학생회장

과부회장

④학교운 위원장: 교장선출보직제가실시된다면, 위원

장은학교장이겸할수도있음(독일)

⑤교원위원: 교사회에서직접선출한교사회장단으로

구성

⑥학부모위원: 전체학부모들이직접투표하여뽑은학

부모회장단으로구성함(가정통신을통한간접투표를통

해모두투표에참여하도록함)

⑦학생위원: 민주적인직접선거로선출된학생회장단으

로구성함

⑧회의운 : 회의는격월1회개최함

(학교의회의체계가원활하게운 되면지금처럼매월1

회개최할필요는없어질것임)

※지역위원은그숫자를늘리되,  표결권없는자문위원의

역할을할수있게한다.

교장제도개혁과교육행정혁신으로공교육을새롭게

모든학교에서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민주적으로구

성되고, 그 표자들이학교운 위원회를구성하여민주적으

로운 하고, 구성원들의참여속에민주적인절차를통해서

선출된학교장이학교운 의민주적인구심점이될수있게

되면, 학교는그야말로살아서꿈틀거리는생명체로거듭나게

될것이다. 

또,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일제 시

부터계속되어온낡은교육체제를근본적으로혁신하여진

정한의미의‘국제경쟁력’있는학교교육체제를세울수있

게될것으로믿는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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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문화단체(기관)

각종협의회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운 위원회

교장(선출된보직)

학생위원

(학생회 표)

교원위원

(교사회 표)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표)

<그림> 새로운학교운 위원회조직도



최근 교장‘승진’임용제도 개혁이 교원정책의 주요

과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교장선출보직

제실현을위한교육연 ”와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을중심

으로교장선출보직제라는획기적인학교장임용제도를제안

하면서 교장승진임용제도 개혁을 구체화∙가시화하기 위한

논의들이확산되고있다. 

일반교원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현행 교장

승진임용제도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교원이나교육행정직을 상으로한여러차례의설문

조사에서도 교육행정직 중심의 수직적 승진구조로 인한 일

반평교사의사기저하, 과다한경력평정비중으로인한젊

은교장의임용제한, 근무성적∙연수성적평정등평정요소

의 타당성 문제 등 교장승진임용제도의‘문제점’은 누차 확

인되었다. 

현행 승진임용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랜관행으로고착되어온기

존 교장승진임용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이해관계 집단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거나 체할수있는구체적인 안이어떤것이있으

며, 또어떤제도가우리나라현실에적합한가에 해충분한

정보와확신을갖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선진 외국

에서는어떻게교장을임용하고있는가, 어떤자격을갖춘사

람이교장이되는가, 일반교원이교장으로‘승진’하는가, 누

가 교장을 선발하는가, 교장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양성

되는가등일것이다. 이 에서는외국의교장자격, 양성, 임

용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리나라 학교장승진임용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외국사례로는단위학교의자율성이강한미국, 국과중앙

집권적전통이강한일본, 프랑스, 독일을분석했다.

외국에선어떻게교장을선출하는가

1.  미국

미국교장의자격기준은주에따라다르게설정되어있다.

기본적으로교장의자격, 양성경로와교사의자격, 양성경

로는별개로구분되어있다. 그러나학교장의자격요건은엄

격하게설정되어있는것은아니다. 체로일정한교직경력

이있는교원중학교행정직에관심을가진교원들이지역학

교구에서 교육행정경력을 쌓거나 필요한 교육요건(주로 석

박사학위과정 이수)을 갖추면 학교장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러한체제하에서는비교적젊은교원에도학교장이될수있

는기회가열려있다. 

교장의자격기준은주교육위원회에서설정∙인증하거나

주교육위원회와교사교육프로그램인증기관인교사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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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강화와질유지를위한외국의다양한교장임용제도



증전국위원회(NCATE)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교장자격제도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1990년 중

반이후교장자격기준을표준화하고, 학교행정가자격기준

에 한주간연계를강화하기위해『주간학교지도자자격인

증컨소시엄(ISLLC:Interstate School Leader Lice-

nsure Consortium)』을 형성함으로써 학교장의 리더십

향상을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35개 주가 ISLLC의 학교행정가 자

격기준을 기초로 교장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미주리주와같은일부주에서는ISLLC에서최근개발한

SLLA(School Leader Licensure Assessment)라는교장자격

을 인증하기 위한 평가 도구(일종의 학교장 자격시험)를 활

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증진시키

기위해표준화된자격기준을설정하고주간학교장자격을

연계시키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다. 

미국 초중등학교의 교장 임용은 지역학교구 단위에서 이

루어진다. 학교장의 임용과정은 주마다 다르지만 부분이

공개모집과정을거치고있으며, 특수한능력과경험을가진

교장이 필요한 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학교장을 지명하기도

한다. 학교장 공개임용과정은 체로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①학교장공개모집공고→②제1차서류전형. 학교장임

용 심사위원회(지역사회인사, 학부모, 타 학교구 교장 등으

로구성됨)에의한서류심사→③인터뷰→④복수후보자

선정 후 교육감에게 추천 → ⑤ 교육감 인터뷰(학교장 심사

위원회의 인터뷰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한 인터

뷰를시행하게되며, 체로재직하게될학교의특성, 학교

운 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한다)→⑥학교장임용. 

미국학교장은법적으로정년은없다. 일부주에서는학교

장의자격증갱신을위한요건을정해두기도하는데자격갱

신의방법으로는현직연수, 학원수강, 각종컨퍼런스참여

등으로다양하다. 

2.  국

단위학교의자율성이강한 국의경우, 학교장의리더십

은다른어떤나라에서보다학교발전의핵심요인으로인식

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운 결과에 해 학교운 위원회

(School Governing Body), 지역교육청(LEA), 학부모및학

생에 해책임을지게된다.

국은 우수한 교장을 확보하고 기존 학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기존의 교원양성원(Teacher Training

Agency)과는 별도로 국립교장연수원(NCSL: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을설치했다. 국은2004년

이후 신규교장 임용 상자는 국립교장연수원(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이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을

거쳐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획득해야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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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1 >>>>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일리노이, 인디애너, 매사추세츠, 매릴랜드, 뉴욕등: 자격증요구

∙미시건, 남캐롤라이나등: 특별한자격증요구하지않음

∙주별로다름

∙교육행정가로서의교육, 연수과정을이수한자들을 상으로자격부여(교사와는

다른경로의훈련, 연수를거침)

∙일정교사경력후에 학(원) 등에서프로그램이수(교장준비교육에해당)

∙주교육부에서교장자격부여

∙교장임명은 부분지역의학교구(school district) 책임

∙주교육부및학교구

∙학교장임용심사위원회(지역사회인사, 학부모, 타학교구교장등)

∙교장공모(학교구에서공석발표) →서류심사(포트폴리오: 교직경력, 각종훈련경

험등포함) →학교구에서구성한심사위원회(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다른교장

등)의서류심사와인터뷰(체크리스트활용) 실시→복수의후보자를교육감에게

추천→교육감은후보자 상으로인터뷰실시→임용

∙경력교장의경우필요시교육청의임명에의한임용

∙교육청(교육감)

∙교장재직동안필수적으로이수해야할현직연수나교육시간은정해져있음

∙법적으로정해진교장정년은없으나주에따라자격증갱신을요구함

∙교장의질적수준향상을위해교장자격표준화, 자격기준재검토노력이이루어

지고있음

자격증유무

자격기준
(임용기준)

교장임용주관

임용심사자

임용절차

최종결정권자

기타



이 새로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사의 자

격, 승진제도를개혁하고특히학교장의리더십강화를강조

해온 국의교육개혁흐름에서나온것이다. 

전국에 10개 지역연수원을 두고 있는 국립교장연수원은

국가교장자격증제도(NPQH)과정, 신임교장을 위한 교장수

습제과정, 현직교장 연수과정(LPSH : Leadership

Programme for Serving Headteacher) 등교장지도력관련

연수전반에 한권한과책임을가지고있다. 

○단위학교별교장임용, 그러나지역교육청의자문은매

우존중된다

국의 교장임용은 지역교육청의 자문과 협의 아래 학교

운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학교운 위원회는 교장의 임용,

평가, 연봉 결정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임용심사의

매 단계에서 지역교육청의 지침, 자문, 합력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장 후보에

해전형위원회는교육청의의견을존중해야한다. 

국의학교장임용절차는 체로다음의과정을거치고

있다. ①교장결원이생긴학교에서결원사실을지역교육청

에신고→②교장채용공고(중앙일간지공고는의무사항

이며, 학교차원에서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체로 교장의 봉급수준, 주요 역할, 학교특성, 학교의 성적

수준 등 상세한 정보를 명시한다) → ③ 채용전형위원회 구

성(학교운 위원회위원중3명이상으로채용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④서류전형→⑤면접 상자선정및최종명

단결정→⑥지역교육청에통보(교육청이부적합하다고판

단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학교에알리게되며, 전형위원회는교육청의의견, 충고

를존중해야한다) →⑦학교운 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종

후보결정(추인, 전체학교운 위원회를열어[정원의1/3 이

상 참석] 전형위원회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자를 추인한다]

→⑧지역교육청의승인.

○ 국에서는실질적인학교장평가가이루어진다.

국의학교장임용과관련하여한가지더주목해야할것

은학교장임용이공모와계약에기초해있기때문에학교장

업무 수행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점이다. 학교장

업무평가 결과는 교장의 연봉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자료가된다. 국에서는학교의특성과교장의성과

에 따라 교장이 받는 연봉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단위학교의 성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학교장의지도력, 역량이라는점이다른어느나라보

다 국에서는매우중요하게강조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학교운 위원회가학교단위의주요의사결정에적극참여하

고있고, 교장의임용도주도하고있지만, 일단교장이임용

된이후에는교장이나름 로의역량을최 한발휘할수있

는자율성이주어지고있다. 교장은자신의업무성과에의해

평가받고그에따라재임용, 보수수준등이결정되는매우유

기적인연계구조를가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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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요구

∙국가교장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자격훈련 역에는1) 학교발전방향전략, 2) 교

수와학습, 3) 교직원관리, 4) 효율적인자원관리, 5) 책무성등이포함됨

∙학교운 위원회

∙학교운 회위원3명이상으로구성된채용전형위원회

∙지역교육청의자문과협조

∙교장결원을지역교육청에신고→중앙일간지, 홈페이지등에교장채용공고→

채용전형위원회구성, 채용과관련된세부내용확정→채용전형위원회의서류전

형, 필요시지역교육장의참석요구와자문을받아들임→면접 상자선정및최종

명단결정하여지역교육청에제공→학교운 위원회는전형위원회에서선정한최

종후보자추인→지역교육청의승인

∙학교운 위원회의결정을지역교육청이승인

∙초임및현직교장연수과정이발달되어있음.

∙매년교장업무수행능력평가이루어짐.

자격증

자격기준

교장임용주관

임용심사자

임용절차

최종결정권자

기타



3.  일본

○공교육의위기극복을위한학교장의지도력강화

일본의교장자격, 양성, 임용제도는최근많은변화를보

이고있다. 체로교장의자격요건은완화하는 신현직또

는초임교장에 한연수를강화하는경향이두드러지고있

다. 민간인교장제도의도입과교장의자격요건완화, 교육

관리직 선고(시험)시 응시 연령제한 완화 등은 주요한 변화

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내

폭력, 집단 괴롭힘(이지메), 등교거부, 고등학교 중도 퇴학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

기위해학교관리자인교장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교장의 자격, 임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학

교교육법”에규정되어있다. 학교장이되기위해서는교사자

격증을가지고최소한5년이상교육에관한직(교사, 학교행

정∙사무직원등)에근무한경력이있어야하며교장임용시

험인 관리직 선고(選考, 공개적인 선발이라는 의미)를 거쳐

야 한다. 모든 관리직 임용은 시험에 의하기 때문에 교장이

되기위해교감직을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것은아니다. 그

러나시험의유형에따라교감경력이중요하게작용하고, 

체로 교직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교장직에 임용되는 것으로

볼때교감은교장이되기위한중요한과정이라할수있다.

최근일본에서는민간인교장제도라하여교사자격증이없

는사람중에서도교장이될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일본의교장임용은선고(시험)에의한다

일본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용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시행하는선고(시험)에의해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시험방식과내용은도도부현에따라다르지만, 체로필기

시험과 면접으로 구성된다. 관리직 시험은 관리자로서의 자

질, 적성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수험자격은일정한연령,

교사자격증 소유 여부, 교직경력, 연수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학교장선고계열을정비한도쿄도의교장

임용제도의예를보면, 교장임용(관리직후보) 시험은시험

상자의연령, 경력에따라크게A 시험, B 시험, 특별시험으

로구분된다. 

A 유형선고는비교적젊은교원중에서행정감각이뛰어

난관리직을육성하기위한것이다. 응시자격은교직경력7

년이상교원중33~42세교원이다. B 유형선고는중견교

원중에서학교관리직을육성하기위한것으로교직경력14

년 이상된 교원으로 44~56세 미만된 교원이 응시할 수 있

다. 주간급(주임교사) 교사들이 체로응시하고있다. 특별

시험은별도로정하게되어있다. 

임용시험에합격한교원은A 시험은5년, B 시험은2년간

“교육관리직후보”가된다. 특히관리직후보기간동안후보

자들은 다양한 행정직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를

“직무로테이션”이라고한다. 연수이후학교장임용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는관리직후보기간동안의업적평정, 연

수성적, 논문, 면접등을통해이루어진다.

일본의교장임용제도중특이한제도중의하나는민간인

(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지않고, 교육에관한일자리에종

사한경험이없는자) 교장제도이다. 2001년민간인교장이

처음임용된이후2003년4월1일현재교사출신이아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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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민간인교장이공립학교에임용되어있다. 최근민간인

교장을 임용한 바 있는 6개의 교육위원회(도쿄도, 사이타마

현, 기후현, 오사카부, 나라현, 히로시마현) 및교장(총17명)

에 한조사를실시한바에따르면교육위원회는 체로민

간인교장임용에 해긍정적인평가를보이고있다. 민간인

교장임용은추천, 공모방식에의하며리포트, 면접등을통

해채용된다.

4.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문화가 강한 국가로 학

교장은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교육장, 교육 관

련업무에 해교육장의위임을받은장학관의하위직으로

인식되고있다. 학교장은학교를 표하며, 학교운 책임을

지는등개별학교운 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체

로교장은교사들보다많은책무를지고있는 신그에상응

하는보수와여러가지혜택을받는다.

○학교급별교장의명칭, 자격요건, 임용방법이다르다.

프랑스의유∙초∙중등학교의학교장은학교급별에따라

명칭(유치원과초등학교교장: le directeur, 중학교교장: le

principal, 고등학교교장: le proviseur)뿐아니라자격요건,

임용방법에있어차이가있다. 

유치원과초등학교교장은교원으로인식되나중등학교는

교수직인 교원과 행정직∙관리직인 교감∙교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교사들 중에서 학교행정, 운 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직에지원하게 되며, 교장이 다시 교사가

되는경우는거의없다. 교사가교장이되는것은승진이아

니라다른직업경로를선택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교원의

승진은직급의상승이아니라보다큰학교, 인기지역의학

교에근무하는것을의미한다.

학교장의자격요건은유초등학교의경우는교사경력2년

이상, 중등학교는교사,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등의경

력이5년이상되어야한다. 

교장 응모시 연령 제한은 공히 30~50세이다. 교장 응모

연령을제한하는것은학교운 의안정성, 일관성을위해한

학교에근무하는교장의임기를9년으로설정하고있는프랑

스의교장임기제도와관련되어있다. 

프랑스의 학교장의 임용 과정을 보면, 우선 ① 교육청은

매년관할구역내교장수요에따라교장채용공고를낸다.

② 서류심사(예비시험, 1차시험). 교장 채용을 위한 예비심

사에서는지방정부(교육장) 면접위원회에서심사하며, 지원

자들의개인정보, 경력∙직업기록, 학교경 자기계획서등

다양한서류를심사한다. ③본시험(2차시험). 개인발표및

면접시험이주가된다. 개인발표는시험당일특정한주제를

부과한뒤15분간발표하며면접은 략45분간에걸쳐이루

어진다. 본심사의심사위원은장학관과교장들로구성된다. 

④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장의 경우, 예비시험과 본 시험

합격자는채용예정인원의400%를선발하고이들을교장후

보자명부에등록한다. 이명부는3년간유효하며그동안교

장 후보자들은 교육청의 교장훈련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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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증요구

∙2001년학교교육법시행규칙개정이후민간인도교장으로채용가능

∙학교의사무직원포함한직에5년이상근무경력을가진자

∙교육에관한직에10년이상경력소지한자

∙위의자격을가진자와동등의자질을가진자로인정되는자(민간인교장)

∙해당학교를설치한지방공공단체의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결원이생긴경우교육위원회의교육장이선고→연령, 교사자격증소유, 교직경

험연수등을고려하여선발→일정기간연수후정식교장임용

* 일부도도부현에서는교사자격증이나교직경험과관계없이민간인교장임용

∙교육위원회

∙민간인교장제. 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해도입

∙교육관리직업적평가제시행. 자기신고에기초하여절 평가에의한제1차및제

2차평정, 상 평가에의한최종평정으로이루어짐.

∙적격성에문제가있는교육관리직에 해교육관리직강임제실시

자격증

자격기준

교장임용주관

임용심사자

임용절차

최종결정권자

기타

<표3> 일본의교장자격∙양성∙임용제도요약



임명전3주, 임명후2주간학교장훈련을받는다. 

중등학교 교장 시험도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구성되나

별도의명부를작성하지않고매년경쟁시험을치른다. 프랑

스중등학교의교사자격은학교급, 학교유형(직업학교, 일반

중등학교등)에따라세분화되어있기때문에중등교장임용

시험도교사자격에따라시험의유형이달라진다. C1 시험은

상급교사, 고등지위교사들이응시하며, C2는보통교사자격

소지자,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들이응시한다. 

중등 교장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이후 2년간 중

등학교서교감으로근무하는훈련과정을거치게된다. 교감

은교장이되기위해필수적으로거쳐야할과정일뿐아니라

교감근무기간은실질적으로학교장의양성∙훈련과정이라

할수있다. 그러나유아학교와초등학교는 체로소규모여

서교감을두지않고있다. 

⑤ 연수기간 종료 후 정식 교장으로 임용된다. 중등학교

학교장은 교사와 직원 표들로 구성되는 학교행정직원 자

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학관이 임명한다. 장학관은 학교

장공석이생기면해당지역내현직교장, 다른지역교장, 2

년간교감으로근무한사람중에서적임자를선발하게된다. 

교장은한학교내에서9년간근무하게되는데7년째부터

는다른학교에지원서를낼수있다. 한번교장이되면정년

까지교장으로근무할수있으며, 장학관등상급직으로가고

자할경우, 시험과국가훈련센터교육을거쳐야한다. 학교

장은임기동안학교운 에전적인책임을지고있으나교육

장과장학관에게주요업무에관해보고할의무도지고있다.

프랑스는2003년부터학교장업무수행평가를의무화했다.

5.  독일

미국, 국, 프랑스 등 교사직과 행정∙관리직을 별도의

경력과정으로 분리하고 있는 국가들과 다르게 독일의 학교

장은해당학교의‘교사’로인식되고있고, 학교장도학급수

업을직접담당하고있다. 독일의학교장은교장에게부여되

는법률적책임과의무외에는다른교사와동일한신분과지

위를가지고있다. 학교장으로서필요한자격및능력, 전문

성으로는학교내외단체들과의협력, 학교운 능력, 리더십,

조직력 등이 중시되며, 이러한 측면은 엄격한 학교장 선발

(임용) 과정을통해검증되고있다.

초∙중등학교교장의자격요건은각주에따라다르다. 별

도의학교장자격증은없으나가장기본적인사항은학교경

및행정능력과기타학교장으로서필요한능력을갖추고

있어야 하며, 엄격한 다단계의 교원임용시험을 거쳐 획득하

게되는일반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어야한다. 

독일 교원자격증은 초등교원자격증(1~4학년), 전기중등

교원자격증(5~10학년), 후기 중등교원자격증(11~13학

년), 특수교원자격증으로구분된다. 중등학교교장임용에서

는학제에따른교원자격증에따라학교장지원이제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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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교장의경우, 교장임용시험합격자는교장후보자명부에등록됨. 명부는3년

간유효함

∙중등학교교장은매년실시하는시험을통해자격증취득한후교감으로2년간임

명되고이후공개모집에의한교장임용과정을거침. 

∙유∙초등과중등학교교장자격기준상이함

∙교장임용시험연령제한(모든학교급공통): 30세이상50세이하. 

∙유치원과초등학교: 2년이상의교사경력을가진자

∙중ㆍ고등학교: 5년이상의교사, 교육상담사, 직업심리상담사로서의경력을가진자

∙교육청

∙지방정부면접위원회

∙장학관과교장등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

∙직원인사자문위원회(교사ㆍ직원 표자들로구성)

∙채용공고→예비시험(서류심사) →본시험(인터뷰) →합격지원자는교장후보자 명

부에등록(3년간유효) →장학관이직원인사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관리자로임용

∙장학관이직원인사자문위원회(교사ㆍ직원 표자들로구성)의자문을거침

∙한학교에서9년동안근무, 7년째부터다른학교에지원서를낼수있음

∙교장근무통산기간에관계없이정년까지근무가능

∙2003년부터교장평가의무화됨. 교육청의교육장이평가. 매년각학교의교장은

학교발전계획을작성하여교육청에제출함. 근무연한3년차부터평가를받음

자격증

자격기준

(임용기준)

교장임용주관

임용심사자

임용절차

최종결정권자

기타

<표4>프랑스교장자격∙양성∙임용제도요약



도한다. 함부르크주등일부주에서해당학교근무교원의

학교장지원은제한하고있다.

○학교장의임용은공개모집에의해수습과정을거친다. 

학교장의 임용은 주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주관

하며, 일반교원과마찬가지로공개모집에의한다. 주학교

법에의해교장결원이발생한학교는6개월내에교장을임

용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 임용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16개의주별로조금씩다른데, 함부르크주학교장임용절차

를 참고로보면다음과같다.

① 학교에 교장 결원이 생기면, 지방 교육청은 주 교육부

에 교장 공석을 통보하고, 재임용을 의뢰한다. ② 교육청은

학교장 공개 모집을 공고한다. ③ 지원자의 근무실적 평가,

수업운 평가, 개별면담등의평가과정을거친다. ④인사

위원회의협의를통해1명을선정한다. * 학교장선발은교육

청이주관하되, 심사는인사위원회(교육청 표, 타학교교

장, 학교운 위원회에선출한학생및학부모 표, 해당학

교교원등)에서담당한다. ⑤교육청은학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교장을3주안에최종결정하여통보하고, 최종선발

자에 해서는 18개월 동안의 수습 교장 신분을 부여한다.

교육청은수습기간을6개월로단축하거나연장할수도있다.

⑥수습기간을거친후교사위원회, 학교운 위원회등의의

견을청취한후최종적으로교장으로임명한다. 

독일의교장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평교사에서부장교

사, 교감, 교장을거쳐승진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경력에 의해 승진이 이루어지나 독일

의경우는공개전형에의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밖에

도일반교사들이승진할수있는지위는지역교육청이나주

정부의 장학사, 장학관, 행정관 등이다. 학교내에서 교과 선

임교사, 교장직무 리등이상위직으로인식되고있으나이

를 승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장 공개 전형시에

선임교사나교장직무 리경력은유리하게고려될수있다. 

독일에서는상급자격취득을위한별도의교육∙훈련프

로그램,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학의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승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과 경력 관리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상위직공개모집에지원할수있으며, 학교장임용

도이러한공개모집을통해이루어진다.

경력 중시하는 우리나라, 더욱더 엄격한 임용기준 필요

하다

이상에서다양한국가들의학교장자격∙양성∙임용제도

를살펴보았다. 각국가별사례를통해국가들마다주요한특

징과그에따른시사점을찾을수있다. 미국, 국, 일본등

에서는학교장업무와책임과다로예비교장후보들이줄어

드는추세에있어교직경력요건을낮추거나임용연령을하

향조정함으로써교장후보자들의풀을확 하고있다. 교장

승진임용을위해많은교원들이심한경쟁을하고있는우리

나라와 조되는측면이다.

또한 부분의 국가들에서 학교장의 자격 또는 임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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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은없으나초중등학교교사자격증이요구됨

∙각주별로상이함. 함부르크주의경우①다른학제출신, ②다른학교출신, ③행

정능력과경 능력보유, ④기타교장으로서필요한능력을갖출것을법으로명시

∙해당직책의전문성을어느정도갖추었는지의여부를중시

∙교육청주관하에학교관련단체의참여

∙공개전형

∙교육청, 학교관련단체(학교설립자, 학교운 위원회, 전체교사 회의등)

∙감독관청공모→학교관련단체들의의견고려→협의과정 →감독관청의최종 결정

∙각주별로조금씩차이가있음.

∙감독관청(교육청)

∙최종결정권자는감독관청이지만교육청이독단적으로결정하지 않고, 해당학교

등관련단체들과의협의및참여중시

∙함부르크주는18개월의수습기간후, 감독관청에서최종임명

∙평교사에서장학관등전문직으로의이동은매우적음

자격증

자격기준

(임용기준)

교장임용주관

임용심사자

임용절차

최종결정권자

기타

<표5> 독일의학교장자격∙양성∙임용제도요약



을매우엄격하게유지∙강화하고있고, 임용이후교장연수

나 교장평가를 통해 학교장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들에서는2000년이후학교장평가제도를시행하는경

향이두드러지고있다. 

또한국가에따라교장의자격, 양성, 임용중어느단계에

비중을두고있는가도달라진다. 미국이나 국과같이단위

학교및지방교육구(청)의전통이강한국가들에서는임용보

다는국가수준의교장자격기준을설정하거나교장의현직

연수나평가에초점을두고있다. 일본이나독일은교장자격

기준은법률수준에서명시하고있고보다구체적인자격요

건은 임용시험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독일등은다른나라에비해교장임용단계를매우엄격하게

관리하고있고, 임용시험이후장기간의연수, 훈련과정을체

계화하고있다.  

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학교장의 전

문성을강화하고질을관리할수있는다양한기제가마련될

필요가있다. 학교장의선발과정을보다엄격하게다단계화

함으로써 교장임용 과정 자체가 교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자

질, 능력을갖추어나가는체제로전환될필요가있다. 또한

부분의 국가에서 젊고 유능한 교원이 학교장으로 임용될

수있는기회를확 하고있는데 국과같은속진과정이나

일본과같이임용시험의유형을달리하고있는점은경력평

정비중이높은우리나라교장임용제도에시사하는바가크

다. 

외국의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는또한가지중요한점

은교장의업무수행을지원할수있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교사

뿐아니라교장의경력과정도“sink or swim”이라는개별적

인과정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학교장의역할에 한중요성

이강조되는것에비해학교장의자질과능력을향상시키고,

지속적인연수를제공할수있는제도적여건은매우미흡하

다. 신규교장의진입만이아니라현직교장의자질과능력을

향상시키는데많은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교육의질은교사의질에좌우된다는말이성립하는것과

같은 맥락에서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장의 질에 좌우된다.

특히어떤학교장이부임하느냐에따라교사들의업무태도,

사기, 학교운 의양태가크게달라진다는점에서보면, 교사

들이발휘하게될교육의질, 성격에도학교장은커다란 향

을미친다. 교장의‘임용’에보다집중되어있는우리나라교

장인사제도 논의는 학교장의 자격, 양성, 임용 나아가 연수

과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이들각단계를연계시킬수있

는제도를어떻게마련할것인가로확 될필요가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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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1 >>>>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특별기획2 - 재교육, 이 로좋은기? 

>> 재교육의허리를강화하자!

>> 재교육, 왜국가차원에서실시해야되는가?

>> 재교육의질도결국은담당교원에의해좌우된다

>> 재는‘현장’에서드러나고‘현장’에서키워진다

>> 재성의판별: 숨겨진 재성을정확하고빠짐없이판별해야

K   E   D   I   K   E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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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2 >>>> 재교육, 이 로좋은가?

2
002년은우리모두에게잊을수없는해이다. 바로전

국을 붉게 물들이며 온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오

필승코리아!’를외치던월드컵이열렸던해이며, 우리나라가

당당히세계4강에올랐던해이기때문이다. 한편월드컵처럼

화려하거나온국민의관심이집중되지는않았지만2002년을

또다른의미의잊을수없는해로기억되게하는것은바로

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재교육이

본격적으로시작된해이기때문이다. 마치월드컵당시축구의

열기처럼전국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으며최근들어우리주

변에서교육과관련하여가장쉽게들을수있는말이바로‘

재교육’이다. 통계자료에의하면2004년현재전체초∙중등

생의약0.28%가 재교육에참여하고있으며, 교육인적자원

부는 재교육종합진흥계획에따라2007년까지전체학생의

0.5%를 상으로확 할예정이다. 또한초기주로수학, 과학

분야에서이루어지던 재교육이언어, 인문∙사회, 예체능분

야로넓혀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일부에서는너무급격하게확산되면서나타나는많

은문제점에 해우려하는소리도많다. 사실 재교육의현

장을보면, 현재우리나라의 재교육에몸담고있는사람들은

정말열의를가지고노력하고있지만힘들어보인다는것을금

방알수있다. 누군가농담처럼뼈있게비유하기를 재교육

은교육분야에서3D업종이라고한다. 즉새롭게시작되는교

육분야이고지원체계가부족한상태에서 재교육에참여하

는일이너무힘들다는것이다. 또한가장중요한것은정작

재교육을받는학생들이그리즐거워하는것같지않다는것이

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물론 이 시점에서‘ 재교육을

왜해야하는가’라는문제의제기는무의미하다. 보다의미있

는문제의제기는어떻게 재교육을효과적으로실현할수있

는가에머리를모아야할때이다. 본격적인 재교육이실시된

지3년째를맞이하는현시점에서더늦기전에 재교육을진

단해볼필요가있다.

공격진과수비진의연결이매끄럽지못하다!

앞에서 축구얘기를 했으니 현 상황을 축구에 비유해 보자.

축구는11명이뛰면서서로조직적인플레이를강조한운동이

다. 즉11명개개인의능력도중요하지만각자의능력만우수

하다고또는무조건열심히만뛴다고좋은성적이나오는것이

아니다. 특히공격과수비진도훌륭해야하지만이들을연결해

주는미드필더의역할이현 축구에서는강조되고있다. 현

축구에서좋은성적을내는팀을보면반드시유능한미드필더

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 재교육의상황을

축구에비유하자면공격진과수비진은최선을다해뛰고있지

정현철｜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jastro@kedi.re.kr

재교육의허리를강화하자!



만 그 간격이 너무 넓고 미드필더가 취약하여 공수의 연결이

매끄럽지못하다는것이다.

우리나라 재교육의기본적인운 방향은획일화된형태

의교육을실시하기보다는 재의특성과지역의특색을고려

하여각 재교육기관의특성에맞게운 하는것이다. 다양성

을추구하는현 교육의방향과 재교육의특성을고려했을

때이를부정할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은운 방

식은각 재교육기관들이다양성을추구할만큼의풍부한역

량을갖추고있을때는매우효율적일수있지만각기관들이

재교육의기본적인이해와전문성이부족한경우에는혼란

만가중시킬뿐이다.

그러면 재교육의현실을한번살펴보자. 재교육의목표

는각분야에서생산적이며창의적문제해결력을가진전문가

를배출하는것이지만, 현재의 재교육은전반적으로이목표

를충분히달성하기어려운실정이다. 아직까지도 재판별도

구의부족및미비, 재에게적합한교육프로그램의부족, 그

들을잘이해하고교육할수있는교사의부족등으로인하여

질적으로우수한 재교육이실시되고있다고하기에는어려

움이있다. 

예를들면현재교육청 재교육원, 일반학교의 재학급에

서이루어지는교육은학생중심, 과정중심, 탐구중심, 문제

해결중심, 산출물과같은접근을적용하기보다는교사중심이

고지식중심이며, 또한개방적이기보다는경직되어있다. 

이와같은문제점들은여러가지원인에기인하겠지만가장

근본적으로는 재교육의운 및지원체계와도 접히관련

되어있다. 

현행우리나라의 재교육운 및지원상황을살펴보면

<그림1>과같다. 앞에서언급했듯이국가는 재교육의기

본적인틀만제시하고그운 은각시∙도교육청에일임하

다. 국가에서는 재교육이새로운형태의교육임을감안하여

중앙에 재교육연구원을두어 재교육정책연구와 재교

육기초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재교수-학습자료개발, 

재판별도구개발, 재교사연수를지원하고있다. 일견아무문

제가없어보인다. 그러나그속을자세히들여다보면많은문

제점이있음을알수있다.

먼저필자가속해있는 재교육연구원의입장에서살펴보

자. 첫째업무의과다함은차치하고라도가장어려운것이

재교육이실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각분야에 한전문성

의 부족이다(예를 들면 수학과 과학 분야).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해당분야의전문가들과 접한협의를하고있

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협의활동이 학이나 연구소에서

인정하지않는비공식적인업무로간주되는상황에서는지속

적이고심층적인협의가어려울수밖에없다.

둘째, 재교육의정책수립방안의연구와지원방안의수립

은현장과 접한관련을맺어야한다. 그러나 재교육현장

이너무확 되어있어중앙에있는기관이전국의 재교육현

황을파악하고각상황에맞추어지원하는것을불가능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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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현행 재교육운 및지원체계1)

1) 본그림에서는나타낸각기관의역할은 재교육운 체계와관련된

부분만강조하 다. 그림에서실선화살표는현재잘협력이이루어지고

있는것을의미하며, 파선화살표는잘협력이이루어지지않는것을의미

한다.



아니라설사그렇게운 이된다고하더라도이는매우비효율

적인운 방법이다.

다음은시∙도교육청의입장에서살펴보자. 부분의시∙

도교육청에서 재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관리하는 일은

장학사가실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 부분의시∙도에서

장학사의업무가 재교육만전담하는것도아니며순환보직

에의해 재교육업무에익숙해질즈음이면다른부서로이동

해간다. 따라서현실적으로 재교육담당장학사는행∙재정

적인문제에중점을둘수밖에없다. 이와같은현실을고려했

을때장학사에게 재교육의질까지관리할것을요구하는것

은마치불가능한일을하라고하는무리한요구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현장의 교사는 아주 짧

은시간동안의 재교사연수를받고 재교육을담당하고있

다. 이와같이짧은연수를통해서는 재교육의기본과정만을

겨우이해할수있을뿐직접교육현장에서 재들을교육하다

보면많은어려움을느낄것이다. 예를들면가장현실적인예

로 재아들은일반교과서에서다루는내용보다관심 역에

서훨씬도전적이고실제적인내용을다루기를원한다는것이

다. 무슨내용을어떻게교육할것인가? 일반교육과달리 재

교육은교과서나교사용지도서가없다. 부분의 재교육담

당교사가 일반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문제점들을교사스스로해결하도록하는것은역시무리

한요구가될수밖에없다. 따라서지속적인교사연수도필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현재에는도움을요청할곳이너무멀리떨어져

있다.

재교육의허리를강화하자!

위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어떻게할것인가? 가장

중요한것은 재교육이효율적으로운 되기위해서는 재

교육과일반교육의운 및지원체제와조화를이루어야한다.

현우리나라의일반교육운 및지원체계를고려했을때, 위

와같은운명및지원체계가완전히잘못되었다고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좀더효율적인운 을위해각기관들을매개할

수있는중간허리역할이필요하다. 필자가생각하는운 방

안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현행 운 체계인 <그림 1>과 비

교해보기바란다.

첫째, 재교육연구원과 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기구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좀

더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히이와같은활동이 학이나연구소에서연구활동으

로인정받을있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 둘째, 새로제시한

운 및지원체제중가장큰차이점은시∙도 재교육연구원

의설치∙운 이다.(이미일부시∙도에서는운 하고있다.)

시∙도 재교육연구원의역할은각시∙도의 재교육현장의

교육의실제적인부분을지원하는것이다. 특히중앙의 재교

육연구원과 접히교류하여전체적인국가 재교육의방향

을이해하며이를각시∙도의실정에맞게재구성하는작업을

해야한다. 또한각시∙도의상황을피드백하여국가 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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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방향설정및계획수립에반 될수있도록해야한다. 예

를들어프로그램개발과관련하여중앙에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 을때그내용의수준과교육방법을시∙도의상황에

맞게재구성하고이를지역교사에게연수를통해잘이해시키

는역할을수행하며각시∙도에서교육할때발생된문제점을

파악하여다음교육프로그램개발시반 하도록해야한다. 

또한각 시∙도에서가장필요로 하는분야의 교육이무엇

인지파악하여그부분의교육프로그램이개발될수있도록해

야한다.

그리고각 시∙도교육청이 재교육계획을수립할때 현

상황을정확히진단하고문제점과지원방안을조언해야한다.

이와같은시∙도 재교육연구원의개념은새로운것도아니

다. 각시∙도마다교육과학연구원을두어일선교육현장을지

원하도록운 하고있다. 그러나현재시∙도교육과학연구원

은중앙기관과의협력이거의없으며또인원이턱없이부족하

여 부분의업무가행정적인지원에그치고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시∙도 재교육연구원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

첫째, 시∙도 재교육연구원의 인적구성은 재교육의 경

험과교육현장을잘이해하는교사들이중심이어야한다. 시∙

도 재교육연구원의가장중요한기능중의하나가현장의교

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편한 마음을

느껴야하며, 현장을잘이해하고있어야한다. 

둘째, 시∙도 재교육연구원은 충분한 인적구성원으로 운

되어야한다. 현재운 되고있는교육과학연구원을살펴보

면 또 다른 행정기관과 같다. 최소한의 구성원으로 운 되다

보니연구∙개발을직접할수가없고행정적으로지원하는역

할만을수행할수밖에없다. 따라서충분한인원으로구성하여

직접 재교육의내용을다룰수있도록운 해야한다.

재교육의철저한평가가필요

교육이란정적인것이아니라동적인것이므로항상상황에

맞추어변화되어야하며정확한진단과변화의방향을모색하

기위해평가는필수적이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평가’는진단을위한자료의수집

이라기보다는주로상벌의근거를위한수단으로사용하여왔

다. 따라서자세하며구체적이며공개적인평가를하기보다는

포괄적이고비공개적인평가가주류를이루고있다. 현재의

재교육이 잘되고있는가? 문제가 있다면문제를 해결하기위

해무엇을해야하는가를결정하기위해정확하고자세한평가

와이에 한지원이필요할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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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효율성을고려한 재교육운 및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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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재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재

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방안」을 보고(2002. 5. 9)하고, 교육

인적자원부등7개부처1)가공동으로기획단및실무작업팀

을 구성하여 수립한「 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2002년 11

월 29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발표한 바 있

다. 이종합계획은2003년부터2007년까지5년간우리나라

재교육방향을제시하는청사진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교육계에서는그동안 재교육의필요성을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가제기되어왔으나, 1995년교육

개혁위원회의 통령보고서에‘우수인재양성을위한 재

교육강화’의제안으로1996년부터 재판별도구및교수∙

학습자료개발, 재교육 시행방안에 한 연구를 계속해 왔

고, 최근사회의급격한변화에따라우수인력의중요성이강

조되면서관계부처간협의및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 재

교육추진방향을정립하게되었다. 특히2001년부터인적자

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에서 재교육추진방향에

한 정부차원의 의견을 모으는 한편, 재교육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회의

에‘ 재의 조기발굴 및 육성에 관한 2002년도 국가인적자

원개발시행계획’(2002. 4. 10)을보고하고, 그해11월에

재교육에관한종합적인방향을제시하기에이르 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과

학고를 재학교로 지정하 으며, 부산과학고는 재선발

방법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고 2003년 3월 재학교로 출범

하여운 중에있다. 이와함께교육청등에서운 되는

재학급및 재교육원도2002년준비과정을거쳐2003년도

부터본격적인 재교육을실시하게되었다. 

여기에서는현재까지정립된국가차원의 재교육정책방

안에 한설명과함께앞으로 재교육이공교육제도안에

서자리잡도록하기위한과제에 해서논의하고자한다. 

이것이지금까지추진되어온 재교육의전과정이다

1. 재교육의목적

재교육을‘왜국가차원에서실시해야하는가?’는간단

한내용같지만실제로는교육정책에서 재교육이차지하

는위치와 재교육 상자및 재교육 역을정하는데직

접적인 향을미치기때문에확실히정리하고넘어가야한

다. 재교육을실시하는목적은국가발전측면그리고학생

김 준｜교육인적자원부과학실험교육정책과장, kyj5243@moe.go.kr

재교육, 왜국가차원에서실시해야되는가?
- 우수인재양성을위한 재교육의정책방향

1)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기획

예산처, 특허청



들의능력과잠재력계발측면의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흔히첫번째목적인‘국가발전’측면이강조되고있는데, 이

는소수정예의고급인력을양성해야할필요성에 한인식

에서출발하고있다. 이와함께‘개인의역량에맞는교육기

회제공’이라는교육적차원에서 재교육이실시되어야한

다는측면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경우형평성을골간으로

하는공교육틀을유지하면서그보완으로잠재력이뛰어난

학생들을 상으로 수월성을 가미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는인식에서시작하고있다. 

위두가지목적중에어느측면에더중점을두느냐는실

제로혼재되어서나타나기때문에명확히선을가르기가용

이하지않다.2)

2.  재의정의

재교육과관련해서가장자주제기되는질문은‘누가

재냐?’이다. 이 개념이 정리되어야 재교육 상자가 나오

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교재 등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전체학생의얼마이내가 재냐또는IQ 얼마이

상이 재냐하는등의질문이나오게된다. 

이와관련해서 재의정의는바로 재교육 상자가되

기 때문에‘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재다’라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가쉽지않다. 물론각종연구에서는나름 로 재

의기준을정하고있지만, 그것은학술적인측면에서의개념

이지실제적인개념과는다를수밖에없다. 즉, 재의정의

는 재교육분야, 수용규모, 교육정책적목적등에따라정

해진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재교육진흥법령에서는 재를‘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이중‘ 재판별기준에 의하여

판별된 사람을 재교육 상자로 선정’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3).하고있다. 

재의정의를일률적으로규정할수없는또다른이유는

각 재교육기관에서 상으로하고있는 재의수준이다

를수밖에없기때문이다. 예를들어극소수 재를전문적으

로가르치는학교에다니는 재는전체학생의0.01%(1만

명당1명) 이하일수도있을것이며, 반면에각급학교에개

설되어 있는 재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 적으

로 낮은 수준의 재를 상으로 하며 그 수는 훨씬 많아질

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기조는 포함의 원칙에 따라 재교

육 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정하고, 신 재교육 시행초

기로 각종 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우선은 2007년까지

초∙중∙고전체학생의0.5% 수준인약4만명의학생에게

재교육프로그램을제공할계획이다. 0.5% 수준으로목표

를정한데에는 재교육 상자를수용할수있는프로그램

개설의가능성정도, 양성가능한교원등각종현실적인준

비상황도동시에고려하 다.  

미국의경우 재를‘높은수행능력을보이는잠재적인능

력을보이거나나타내는것으로판별된학생’이라고정의하

고, 각주마다차이가있으나적게는1%에서많게는13%까

지를 재교육 상자로규정하고있으며, 미국국립 재교육

연구소에서는15%까지를 상자로권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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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Jacob & Javits Acts’에서‘ 재는국가의미래와안보, 번

을위하여필수적인국가의자원’이라고규정하면서‘미국이번 하려면

모든학생들은그들의잠재력을개발하여야한다’라거나우리나라의‘

재교육진흥법’에서‘재능이뛰어난사람을조기에발굴하여타고난잠재

력을계발할수있도록능력과소질에맞는교육을실시함으로써개인의

자아실현과국가사회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한데서

도드러나고있다. 

3) 재교육진흥법제2조및제5조. 동법시행령제12조( 재교육 상자의

판별심사선정기준등)에서도‘특정분야에서일정수준이상의뛰어난재

능또는잠재력이있다고인정될것’이라고규정하고세부기준은교육감이

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3%, 호주, 싱가포르, 만, 러시아는

1%, 중국은0.01%를 재교육 상자로규정하고있다.

3. 재교육기관

현행법상 재교육기관은 재학교, 재학급, 재교육

원으로구분되어있다. 상학생의수나교육기관의수등으

로볼때이들은<그림1>과같이피라미드형형태로서로연

계된다.

미국이나이스라엘처럼 재교육이활성화되어있는나라

들도이러한시스템을취하고있다. 결과적으로하단의 재

교육기관( 재학급/ 재교육원)에다니는학생들중 재성

이뛰어난학생들이 재학교로진학하게되는경우가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학과의 연계는 해당분야 학과나 학부에

특별전형형태또는관련전문분야 학과 재학교의협약

에의해일정수준이상인학생들이진학하는형태로운 될

것으로전망된다.

가. 재학교

재학교는전문분야 재를 상으로전일제로운 하는

학교를말한다. 가장뛰어난잠재능력을지닌 재를 상으

로하고있는학교이기때문에상 적으로그수가많지않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경우 고등학교급에서 운 하도록 하

고있다. 이는초등학교나중학교에서별도전일제 재학교

를운 할경우학생들의인성, 사회성발달에부작용을미칠

향이크다는점과외국의경우도그사례가거의없다는점

을고려한것이다. 

그렇지만 재를조기에발굴한다는측면에서중학교1, 2

학년재학생도고등학교급 재학교에입학할수있도록하

고, 그 경우 재교육진흥법시행령및 초∙중등교육법에의

해중학교를조기졸업한것으로간주하고있어실제로는중

학교1학년이상의학생을 상으로 재학교가운 된다고

할수있다.4)

나. 재학급

재학급은초∙중∙고각급학교에서운 되는 재반을

말한다. 다만 우열반 형태의 상설형 재학급(Self-

Contained Classrooms)운 은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특별활동, 재량활동, 방과후, 주말또는방학

을이용한형태의 재학급만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재

교육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심학교를 선정하고 인근의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

면서운 하는지역공동 재학급을권장하고있다. 

재학급의프로그램은초등4학년이상의학생을 상으

로주로수학, 과학등을위주로운 하면서정보, 예술등을

지역의특성에맞게운 하고있다.

다. 재교육원

재교육원은 재교육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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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별도교육과정
학∙석∙박통합과정 등

∙정부주도운
∙전문분야로특화

∙긱급학교운
∙방과후∙지역

공동학급형태

∙교육청∙ 학
등운

∙주1일∙방과
후∙주말∙방
학중집중프로
그램운

재학교

관계
부처

시∙도
교육감

∙특수분야
소수정예

전문가양성

재성
계발과

저변확

학

고교

초
∙
중
∙
고

상호
지원

협약

재학급 재교육원

전문분야고등교육기관

<그림 1> 재교육추진체제

4) 2003년개교한과학 재학교(부산과학고)의2003년신입생의경우중

1~2학년재학생23명이합격했고, 2004년신입생의경우중1~2학년재

학생27명이합격했음.



인 등에서 설치∙운 이가능하다. 재교육원은 성격상 정

규학교가아니기때문에주로방과후, 주말또는방학을이

용하여 재교육을실시하게된다. 특히, 재교육원의경우

학교수업시간중에도학교장의허가를얻어교육을받을수

있도록하고, 이경우당해학교에출석한것으로인정할수

있도록하는‘시간제’(Pull-Outs) 형태로도운 이가능하도

록되어있다. 재교육원의경우에는교육청과지역소재

학및연구소등이협약을맺어공동으로운 하는형태등이

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다. 

이들 재교육원은 수학∙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 프로그램

식 재교육이라고 불리고 있다. 재교육원에서 학습한 내

용은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여학생진로지도에활용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식 재교육도 올해부터는 제도화됨

에따라일정기준요건을갖추어야하고해당기관의신청과

시∙도 재교육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교육감이지정하

게된다. 

현재교육청, 학등에서운 하는 재교육원을2007년

까지200여개로점차늘려좀더많은 재교육 상자를수

용하도록할계획이다. 이는지역교육청당1개원정도를운

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능력이 있음에도 거주 지역에 재

교육기관이없다는이유로 재성계발기회를갖지못하는

일이없도록하기위함이다. 

4. 재교육 상자선발

재교육 상자선발은각 재교육 상자가보유하고있

는특성을살리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이런측면에서각

재교육기관이실질적인 재교육 상자선발주체가되어

각기관이제공하는프로그램의목적, 수준및방법을설정한

후 재를선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현행시행령에따른 재교육 상자선발절차를보면<그

림2>에나타난바와같이각 재교육기관에서는 재교육

상자선정전형공고를하고, 재교육을받고자하는자는

재학중인 학교장, 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재교

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재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어 각 재교육 기관

별로 재교육 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교육 상자선정방법을정하고, 소정의전형절차를거쳐

재교육 상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교육

상자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렇게선발된학생들을교육감에게추천하면, 교육

감은시∙도 재교육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 재교육

상자를최종선발하게된다. 

이러한절차는현행법에서시∙도 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거쳐교육감이 재교육 상자를선발하도록규정함

에따른것으로, 앞으로법개정을통해각 재교육기관에서

직접 재교육 상자를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재교

육기관장이 직접 재교육 상자를 선발하게 되면 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각 교육기관의 특성을 최 한 살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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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이그취지를달성하는데더효과적이라고본다.

재교육 상자 선발에서는‘잠재력 중심’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교과성적 중심으로 재를 선발한다면 예전

의‘특수반’또는‘우열반’을 재교육이란이름을빌어운

하는결과를초래하고, 이는 재교육취지에도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단계 재선발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

요하다. 추천, 표준화된 검사 실시, 실험∙실습 또는 관찰평

가등일련의과정을거치는것인데, 이역시각 재교육기

관이 상으로 하고 있는 재교육 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결정하면된다.

5. 재교육담당교원

다른분야도마찬가지겠지만 재교육에서교사가차지하

고 있는 역할은 매우 크다. 교사는 우선 재학생의 심리적

특성을이해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특히 재교육이선

행학습등교과학습을위한것이아니라창의성과잠재력을

계발하기위한것이라는관점에서교원의역할을보아야한

다. 아울러특정교과에 한전문성은각 재교육기관이

상으로하고있는학생들의수준과특정교과에 한전문성

이동시에요구되고있다. 

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연수를 받는 것

을법령으로규정하고있으나연수시기, 내용등에관해서구

체적으로명시는되어있지않다. 따라서우리부에서는 재

학교교원은120시간, 재학급교원은60시간이상의연수

를받도록권장하고있다. 학교밖에서운 되는 재교육원

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별도로직무연수의시기및방법

을정하도록되어있는데이는운 성격이유사한 재학급

의경우를준용하고자한다. 

현재까지 재교육연수를받은교원5) 은약3,000명으로,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재교육기관 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아직 부족한 규모이다. 따라서 앞으로

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 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또는 학, 한국교육개발원등과협의하여담당교원연

수를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07년까지약8천명의

재교육담당교원연수를실시할계획인데이분야에 한집

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재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상

당한경험과노력이축적되어야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재학교 및 재학급 담당교사는 우수한 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전보제한규정에관계없이당해학교에장기간근무할

수있게하는등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게시행령에규정하

고있다. 아울러 재교육담당교사의전문성함양을위해서

는 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각 교육청이 이

행토록하는것이중요하기에이와관련된지침의제정∙시

행등도추진할계획이다. 

부작용없는 재교육이되어야

1. 재교육진흥종합계획추진

정부는 국가차원의 재교육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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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기관

재교육희망학생 시∙도교교육감

①교육 상자선정
전형공고
(신청접수1개월전)

③ 재교육 상자선정추천위원회구성

④ 상자선벌(면접∙실험등판별도구활용)

(학교장, 지도교사또는
교육감인정 재교육
전문기관추천서첨부)

신청서제출② ⑤ 상자선정

통보⑦

통보⑦

⑥시∙도 재교육진흥위원회심사

(최종선발)

<그림 2> 재교육 상자선발절차

5)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부터 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학∙과학분

야 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60시간)를실시하고있으며, 시∙도교육청

에서도자체연수를진행하고있다.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재교육진

흥종합계획」을 수립∙추진(02. 11. 29, 2003~2007 5개년

계획)중이며, 동계획에제시된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재성계발기회의확 로2007년까지 재교육

상자를전체학생의0.5% 수준(약4만명)으로확 하고, 둘

째, 재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세계수준의 재육성을 위해

현재 개교∙운 중인 과학 재학교는 부산과학고 운 ∙성

과분석후2004년이후추가지정여부를검토하며, 예술분

야 재학교는문화관광부가주관해2007년개교를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재교육원은 2007년까지 200개로 확 해

지역교육청당최소1개원을운 해 재교육기회를제공하

고자한다. 셋째, 고등교육단계와 재교육의연계성확보를

위해 학의특별전형(부산과학고- KAIST, 포항공 기협

약체결)을권장함과아울러 학에수월성제고프로그램을

운 할수있도록하며(AP제도), 외국의경우우수학생을위

한이중등록프로그램(Dual Enrollment Program)6) , 조기지

원프로그램(Early Admission Program)7), 조기입학프로그

램(Early Entrance Program)8)등조기 학교육프로그램이

운 되고있다. 넷째, 재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제고를위

해우리부및시∙도교육청공동으로연수과정을개설해5

년간8,000명의교원연수를실시할계획이다. 다섯째, 재

교육 연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재

교육연구원으로 지정∙운 한다('03 예산지원 360백만원,

정책연구, 교원연수등11개사업수행).

2. 재교육기관운 평가

재교육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와 관련된 역별 판별도

구및교수∙학습자료의지속적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노

력이전제되지않는다면 재교육이교과선행학습또는상

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재교육기관에서

운 중인 재교육프로그램에 한지속적인점검및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겉모습만 재교육이고 실제로는 예전

의 특기∙적성교육 형태로 운 된다면 학생, 학부모로부터

재교육의질적수준에 한불신으로 재교육정착에많

은어려움이따르게될것이다. 따라서 재교육기관의무분

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재교육기관운 에 한 적절

한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위해금년초에한국교육개

발원에서 재교육기관 운 평가 모형을 개발해 시∙도교

육청에보급한바있다. 이평가기준을참고해 재교육기

관 운 평가 후 승인 지속 여부를 판단해 재교육의 질적

수준을제고할수있도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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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적이우수한고교생들이고등학교를다니면서 학교에서몇과목의

강의를들을수있는프로그램으로현재21개주에서시행중

7) 더이상고등학교에서수업을들을필요가없는 재학생을위한프로

그램으로주정부가설정한졸업학점을충족한학생의경우곧바로 학

에진학할수있도록함.

8) 최우수 재로판정을받은12세이상의학생들이 학에조기입학해

공부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EEP에등록한학생은 학수업을들으면

서동시에고등학교과정을이수하는프로그램으로현재11개 학에서

이프로그램을운



3. 고등교육과연계성확보

학과정과연계성확보또한주요과제이다. 재학교졸

업생의 경우, 각 학에 특별전형 확 를 적극 권장해 해당

전문분야 학으로입학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한편, 

재교육원 수료생이 과학고등학교 진학시 별도의 전형을 거

치거나가산점부여를권장하고있다. 재학교졸업생등최

우수학생들을위한 학의별도프로그램운 도필요하다.

외국의 학단계에서의 수월성 제고 사례로 이스라엘 텔아

비브 학에서는 각과 최우수학생들에게 다른 학과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는 학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택사스 (‘Plan Ⅱ’프로그램)에서는수학∙과학등우수학

생을극소수로선발, 최우수교수가일반학생과다른교육과

정으로 지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재교육진흥종합

계획」에서이공계 재통합과정, 학제간프로그램, 개인연구

학점제, 학∙석∙박또는학∙석연계과정등을제시하고있

다.

4. 재교육지원체제강화

재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재교육연구원’에 한

지원을강화해 재교육에필요한판별도구및학습자료개

발∙보급이 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겠다. 또한‘ 재교

육프로그램구성∙운 에관한권장기준’을준수해 재교

육기관운 에필요한최소한의기준을지키도록하며, 재

교육 담당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교육 교사연구회 활

동을 권장해 교원들의 자체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

할것이다.

또한 재교육관련교수∙학습자료및지도방안등에관

한정보를쉽게공유할수있도록 재교육기관간네트워크

를 구성하는방안도생각해보아야한다.

5. 재교육에 한올바른인식제고

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우려

하는견해가많다. 정부에서이번에수립한종합계획도이러

한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

서 재성계발이란목표를달성하는데주안점을두고수립

되었다. 

그러나아직도 재교육에 한부작용우려도만만치않

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녀를 재로 만들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서어렸을때부터 재학습을시키는것이가장큰문

제로지적되고있다. 전문가들의지적에의하면이러한 재

교육은 기능적 재교육이라고 해서 재 판별도구를 사전

에 외우게 하거나 재란 이름으로 실시하는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의 재성발달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이다. 

호주 시드니 학교 케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교육을

받으면 재학교 입학 시험과 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시험에익숙해질수있으나 재학교에들어가서는똑

똑한동급생들속에서생활하기위해어려움을겪게되는한

편학업성취도가떨어지고있다고한다. 즉과도한 재교육

집착은오히려자녀의건전한발달에문제를가져올가능성

이높다는점을충분히고려해야하며, 사교육에의존하는

재교육은오히려그나마갖고있는학생들의창의성마저훼

손시킬우려가크다고한다. 

이와같은부작용을예방하기위해서는특히 재교육전

문가들의 협조가 요청된다.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널리 알리

는 한편, 각 재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운 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재교육 상자 선발과

프로그램이 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이와관련된홍보자료‘ 재교육이

렇게합니다’를개발해, 작년12월에각시∙도교육청및

재교육기관에배포한바있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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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 재들이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비중이더욱높아짐에따라, 전세계적으

로 재교육에 한필요성도더욱가중되고있다. 이에우리

나라는2000년 재교육진흥법을제정하고2002년 재교육

진흥법시행령을공표했으며, 이러한법적장치아래 재교육

을본격적으로실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러나지난수십

년간실천되어온평준화교육정책의 향으로인해사회전반

에걸쳐 재교육에 한부정적인식과아울러이해부족이

재교육을바람직하게실천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다. 재

교육의효과가얼마나성공적인가에따라사회의부정적인식

도사라지고이해수준도높아지게되며이로인해 재교육은

더욱바람직하게실천되고질적향상을성취하게될것이다.

일반교육과마찬가지로 재교육의질도 재교육을담당

하는교원에의해좌우된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더욱이

재교육을담당하는교원은일반학생을담당하는교원보다더

높은전문성을가지고있어야질높은 재교육을실천할수

있다고알려지고있다. 따라서 재교육의질적제고를위해서

는 재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을확보하는일은무엇보다도

시급하다하겠다.

교원의전문성은주로교원양성교육과교원연수프로그램을

통해길러지고있다. 재교육담당교원의경우는초∙중등교

육정교사자격증을가진자들이소정의연수과정을이수하는

것을전제하거나이수한후에임용됨에따라, 재교육담당

교원양성교육은없으며, 재교육담당교원들은주로직무연

수를통해전문성을계발하게된다. 따라서 재교육의질을

좌우하는 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은 전문적이고 효율성

이높은연수프로그램을통해확보된다고볼수있다.

연수를이수한 재교육담당교원수는?

재교육의질은 재교육담당하는교원이 재교육연수

를이수했느냐의여부에따라크게좌우된다고할수있다. 현

재우리나라 재교육은크게두형식으로정규교육과정의

재학교와비정교육과정의 재학급, 지역교육청산하 재교

육원, 및 학교부설과학 재교육원이운 되고있다. 

재학교는120시간의직무연수를, 재학급및 재교육

원의 재교육담당교원은60시간을이수해야한다. 재학급

과 재교육원 교원들의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 재교육연

구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위탁으로 제공하는 전국단위 연수

나시∙도교육청자체또는사 부설중등교원연수원또는교

부설초등교원연수원 위탁으로 제공되는 지역단위 연수에

참여하게된다. 

2001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전국단위 연수에 1,554명과

지역단위연수에2,903명이참여했다. 또한국외연수로서미

서혜애｜한국교육개발원부연구위원, haseo@kedi.re.kr

재교육의질도결국은담당교원에의해좌우된다
- 국가수준 재교육담당교원전문연수기관운 에 해



국,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등에서실시된 재교육담당교원

연수프로그램에는총351명이참여했다. 따라서현재까지국

내외 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이수 교원 총인원은 총

4,808명이다. 학교부설과학 재교육원의교원들은과학

재교육관련자기연찬활동을60시간직무연수로인정받고있

으며, 포함시키지않았다.

재교육을담당하는교원들은연수를이수한후 재교육

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003년6월기준 재교

육을 제공받는 초∙중등 학생수는 총 22,217명( 재학급

8,325명, 지역교육청 산하 재교육원 9,097명, 학교 부설

과학 재교육원4,651명, 재학교144명)으로조사된바있

다(서혜애외2003). 따라서 재학급및지역교육청 재교육

원의학생수가17,422명이며담당교원직무연수를받은교원

은4,808명이라할수있겠다. 연수를받은교원모두 재학

급및 재교육원에서 재교육을담당하고있다면, 교원1인

당담당학생수는약3.6명으로산출할수있다. 재교육의학

급당학생수는20명이하로규정되어있음에따라, 교원수급

은약5배에달한다고하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시∙도교육청별 재교육기관운 결

과보고에따르면, 지역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 여러지역에

서연수를이수하지않은교원들이 재교육을담당하고있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주요원인은다음의몇가지측면에서

찾아볼수있겠다. 첫째, 거의 부분의 재학급이나 재교

육원에서는전담교원이없기때문에4~5명이상의교원들이

연간수업시수를분배하여가르치고있다. 팀티칭이이루어지

는경우더많은교원이필요하다. 둘째, 재교육 상학생

및 연수 이수 교원 비율의 지역별 격차이다.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교사1인당학생수가최저2.0명에서최고

19.5명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 재교육담당교원연수를이

수하지않은교원들이 재교육을담당하게되는비율도다양

할것임에예측할수있다. 셋째, 국공립의교원순환근무제도

측면이다. 일부교원들은 재교육연수를이수했으나 재교

육이실시되지않는학교로전보하게됨에따라 재교육을담

당하지못하는상황에처하는경우가빈번하다.

연수 이수 재교육 담당교원의 수급 부족의 해결방안은,

국가차원에서지역별로균형적발전을위한 재교육의계획

을장기적으로수립하고아울러시∙도교육청별정책및행∙

재정적지원의융통성을발휘함으로써개선될수있는측면이

라할수있겠다.

어떤연수가 재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을계발시키는가?

재교육현장에 재교육연수를이수한교사들이충분히

배치된다하더라도, 연수프로그램이교사들의전문성을확보

하는데효과가없다면 재교육의질은보장되지않는다. 현

직교사 상연수프로그램은교사의전공지식과교수방법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교실수업에서 실천하는 교수행위의

질적수준을높이는데중요한기작으로간주되고있다. 즉교

사전문성계발은교육의질을높이는데필수적인요소로서

효율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된다(Desimone, et al.,

2002; Smith & O'Day, 1991). 

교사의전문성계발은평생교육을통해이루어져야할것이

다. 바람직한교육내용과교수방법을적용한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할것이며, 수업현장에서당면하는문제를해결하

80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7+8

특별기획22 >>>> 재교육, 이 로좋은가?



는데도움이되는연수프로그램이어야할것이며, 교사들이

원할때마다선택하여참여할수있어야할것이다. 연수프로

그램의학습활동은교사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운

되어야할것이다. 이에따르는행∙재정적지원도충분히

제공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연유로효율성높은교사연수프로그램에 한연구

들이여러학자들에의해이루어져왔다. 효율성이높은교사

연수프로그램의특징에 한연구들에따르면, 첫째, 연수프로

그램의내용은전공지식과학생들이전공지식을어떻게학습

하는가에 한내용으로구성되며, 둘째, 연수자들은적극적으

로학습에참여하는기회를제공받으며, 셋째, 연수자들은가

장바람직한최고의수업을실천하는것을연수참여목표로

인식하며, 넷째, 연수자들은연수후지도적역할을수행하는

기회를가지며, 다섯째, 동일학교, 학년, 교과 역의교사들이

집단으로연수를받으며, 여섯째, 장기간에걸쳐진행되는연

수프로그램일때효율성이높은것으로알져지고있다(Garet

et al., 2001 ; Hiebert, 1999, Loucks-Horsley et al., 1998).

특히교사연수프로그램은학습활동을어떻게계획하는가에

따라효율성이좌우된다. 연수프로그램은어떤교수방법에근

거한 학습활동으로 구성∙실시되는가, 학습활동이 바람직하

게이루어지도록충분한시간을배정하는가, 연수후학교현

장에서연수에서학습한내용을적용하는시간은배분하는가?

학교에서적용시교사집단간상호작용을할수있도록지원

하는가, 교육내용이현장적용에얼마나적절한가, 현장적용

전후에 한전문적피드백이제공되는가등을고려할때연수

프로그램은더욱효과적이다(Garet et al, 2001).

어떤연수가효율성이높은가?  

효율성높은 재교육연수프로그램은 재교육담당교원

들이 재교육의이론을심층적으로이해하고, 수업현장실천

능력을증진하는데목적을두고이를다양한학습활동을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추구하는데기본방향을두어야할것이

다.

구체적으로, 효율성높은연수프로그램은 재교육담당교

사들의직접적인참여를유도하고연수전과정에걸쳐, 개별

화∙학습자주도적학습을위한연수프로그램교수방법및운

방법의 융통성(flexibility), 연수 참여자 상호간의 협력

(collaboration), 힘싣기(empowerment), 상호존중(mutual

respect), 연결망(network) 등의원리에근거한학습자공

동체를형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전문성을신장시키는 재

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계발 체제(gifted educati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system)를구축하

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학습자공동체의 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개발체제를통

해, 교사들은 재교육에 한지식으로신장하고, 이론및수

업모형의현장적용을통한시행착오를거치면서현장적용에

한반성적사고를하게되며, 이에 한의견교환및정보공

유를위한 화∙토론의장을통해혁신적이며효율적인 재

교육교수∙학습방법을모색하는학습기회를연중지속적으

로제공받게된다.

이론-현장연계, 시행착오, 반성, 토론및정보공유의다양

한연수활동을통해교사는지식과교수방법을체계적으로연

구하고개선하는현장연구자(action researcher)로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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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며, 나아가보다전문성높은선도교사(lead teacher),

멘터교사(mentor teacher)로서의소양을획득하게됨. 즉

교사는“연구자로서의교사(teacher as researcher)”로성

장하게될것이다.

효율성높은연수를개발∙운 하는방안은무엇인가?

2002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는‘ 재교육진흥종합계획

(안)’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고2007년까지추진할

재교육의청사진을제시했다. 이에따르면, 향후2007년도까

지5개년간 재교육의비전은 재교육활성화를통해국가

발전에기여할세계적수준의소수정예인력양성에두며, 이

를위해5개주요목표를수립했다. 여기에포함된‘ 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의 목표는 우수 교원이 배치되도록

교원임용제도를개선하고연수∙연구활동지원으로 재교

육담당교원의전문성을높이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 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실현하기위해교육인적자원부

와 한국교육개발원 재교육원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연수프

로그램과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단위 연수프로그램이 실

시되어왔다. 전국단위연수는매년시∙도교육청별요구에따

라일정시기에신청인원수를 상으로개발∙운 되고있다.

효율적연수프로그램의특징들로서교사개별요구에따른맞

춤식선택형연수를상시적으로제공하지는못하고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재교육전문가가충분하지않은현실에서시∙

도교육청에서는자체연수를운 하기어려우며, 지역별로운

됨에따라 역별전문화또는선택형맞춤식연수를운 하

기어려운실정이다. 이로인해지역단위연수의효율성에

한논란도제기되고있다. 따라서연수프로그램의질적제고

및이를위한효율적투자방안모색이요청된다.

이러한측면에서전국단위 재교육담당교원수급을장기

적으로계획하고, 효율성높은연수프로그램을연구∙개발하

며우수교원을선발하여연수를제공하고연수이수교사들을

지속적으로지원함으로써 재교육의질을높이는체제를만

들어야할것이다. 앞서제안한효율성높은연수프로그램은

국가수준에서계획되고추진될때교육내용및교수방법측면

에서효과적이고행∙재정적측면에서더욱효율적으로운

될수있다. 더욱이과학기술부에서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는

학교부설과학 재교육원 재교육담당교원 상직무연

수는전국단위로계획되고추진될때더욱효율적일것이다.

국가수준 재교육담당교원전문연수기관의설치∙운

방안은?

논의한바에의하면, 연수프로그램의현황과실태를고려하

고효율성높은연수프로그램(안)을실현하기위해서는, 전국

단위로운 되는 재교육담당교원전담연수기관을설치∙

운 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이 설치∙운 방안은

2000년 재교육진흥법제정이후양적으로확 되고있는

재교육의질적수준을효과적으로제고하는연수프로그램을

단계적∙체계적으로 다양하게 개발∙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

어야한다. 나아가 재교육담당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

지역별교원수급을조정하고지역단위연수프로그램의질개

선의방향을제시할수있다. 

이설치∙운 방안은전국 재교육담당교원의전문성을

효율적으로증진시키는장치로서 재교육의질적수준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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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데요구되는핵심적사업이라하겠다.

국가수준 재교육담당교원전문연수기관은 재교육진

흥법‘제3조①의4. 재교육담당교원의임용과연수’및동

법‘제15조②의6. 교원연수자료의연구∙개발및연수실

시’를질적수준높게체계적∙종합적으로추진하는데목적

을두게된다. 이를위해기관은다음과같은연구∙개발및사

업활동을수행해야할것이다. 

① 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의질적수준제고를위한기

초연구, 

② 재교육담당교원전문성의질적수준의효율적제고를

위한연수프로그램의연구개발및사업활동

③우수 재교육담당교원발굴및지도교사로의리더십

계발을위한 재교육담당교원연계지원체제및연결망

구축

④전국적으로 재교육담당교원의수급을예측하고조정

하는기초정책연구등

현재 재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운 하는 시∙도교육청별

교원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 재교

육연구원이있으나, 질적제고를위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

리와지원시스템이부족하다. 따라서이전문연수기관은지

역별연수기관의사업활동을국가수준에서연구지원하여개

선방향을제시하며필요에따라지역단위사업의모범이되는

연수를제공하는기관으로서연계체제의구심적기능을수행

해야할것이다.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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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는지식기반사회이다. 이시기는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시기다. 넓은 땅과

공장없이두뇌만으로생각해낸아이디어가더높은부가가

치를생산해낼수있는시기다. 이시기에필요한사람은이

전에는생각해본적이없는새로운아이디어와제품, 문제해

결방법을창출해낼수있는창의성이뛰어난사람이다. 이

웃의행복을위해서봉사할수있는지도력을발휘할사람이

다. 생태학적관점에서과학기술을바라볼수있는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암기위주를 탈피하는 학생

중심, 과정중심, 개방적이며간학문적인교육이이루어져야

한다. 잠재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모두 발굴할 수 있어야 한

다. 재들에게그들의심리적특성에적절한교육을실시함

으로써이들의잠재력을모두실현시켜줄수있어야한다.

교육은이제학교에서만이루어지지않는다. 학교는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채널

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선진국에서 홈스쿨링이나

원격교육이 급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

데학교는아직도경직되어있다. 학교운 시스템, 교원의

임용, 보수체계, 교육과정, 평가방식이너무경직되어있어

시 적사회적변화에신속히 응할수가없다. 단위학교회

계제도나자립형사립학교등의제도를확 하여각학교의

자율성, 재량권을확 하고, 그책임을더강하게묻는방식

이바람직하다. 그렇게되면각학교는사회와노동시장의요

구에 맞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사를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탄력성있게개선해나가는것이수월해진다. 

이제 교육은 아이들, 학부모, 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

한맞춤교육체제로전환해야한다. 창조적지식근로자는스

스로문제를진단하고, 그해결책을창출해낼수있는사람

이다. 책상앞의호랑이가아니라, 현장에서의호랑이인것이

다. 이런능력과태도는현장에서의문제를중심으로학습할

때키워진다. 이를위해서학력과자격인정평가기준으로시

험점수가아니라“실제문제를얼마나해결할수있나”를삼

아야한다.     

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문제가애매하고복잡하고생소

할수록창조적두뇌인력인 재의발굴, 계발및관리활용

체제가반드시필요하다. 그런가하면, 계층, 지역, 국가간지

식정보의격차는사회적통합및결속을저해할우려가있다.

지식기반 경제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여성,

조석희｜한국교육개발원 재교육연구실장, seokhee@kedi.re.kr

재는‘현장’에서드러나고‘현장’에서키워진다
- 창의적문제해결력계발을위한한국의 재교육



비진학청소년등취약계층의인력개발을통해생산적복지

책을마련해줄필요도있다. 

재교육의나아가야할방향, 그시작부터끝까지

가. 지속적이고연계성있는 재교육실시

잠재력을 최 한 실현하려면 지속적이고 연계성이 있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교육의

체계가잘확립되어있지못하다. 각시도가 재교육정책을

수립∙운 하고있으나, 각 시도별로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부분이 초

등학교5학년, 6학년중학교2학년에몰려있다. 초등학교4

학년이하와중학교1학년, 중학교3학년이상에서는 재교

육에참여하는학생의수가매우적다. 가능한한초등학교1

학년부터라도 발굴하여 학을 마칠 때까지는 재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

2002). 

∙ 학입학전형

우리나라의 입전형 방식은 아직도 선행학습과 주입식

암기위주교육을통해서더높은점수를받을수있다. 입

전형준비를위해서과학고등학교에서도일반교육과정에따

른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학교

또는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반 한 전형 방법으로서,

수능점수의 반 비율을 최소화하고 심층면접, 경시 회 입

상경력, 연구보고서등의산출물을중심으로전형함으로써,

과학고등학교와 재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교과목별최소이수단위지정에서 재학교교육

과정의특수성을감안하여이수단위총수만지정하도록한

다(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 2002).

∙ 학으로의진학지도및지원

국내 학간에는특성화가충분히되어있지않아진학할

학은많아도, 다양한선택의여지는없다. 재교육이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별로 특성화를 추구하며,

고등하교에서는다양한 학진학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

다. 미국 일리노이 수학∙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250명이

진학하는 학의수는무려120개가넘는데비해, 우리나라

에서는특정집단의학생들이진학을희망하는 학은매우

제한되어있다(구자억외, 2000). 

∙ 학에서의도전적인프로그램제공

초∙중등학교급에서 재교육에참여했던학생들이 학

에진학한후에도 학교전체, 또는단과 학별자신의전문

분야를치열하게탐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도록해야

할것이다. 이를위해서학사과정에서의도전적인 예과정

(Honor program) 실시, 학교육과정의 재검토, 다원화된

사회에 맞는 복수전공 선택기회 확 , 교육과정 개발, 연구

(Research) 교과 운 , 외국 학과의 학점 교류(이준규,

2003), 학부와 학원연계교육과정운 (김하석, 2003) 등

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소외된 재들의발굴과교육

지금까지 재교육기관에서선발되어 재교육에참여하

는아이들의 부분이주로가정환경이풍부하여부모가잘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정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홍원,

윤초희, 김현철, 2003). 그이유는현재적용하고있는학생

선발방식이 단히경쟁적이고일반적인능력, 지식과기능,

사고력, 동기등의모든측면에서우수성을갖출것을요구하

는방식을적용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아주나이어린 재

들에관한연구를통해서우리는 재는경제적으로풍부하

거나 어렵거나 거의 동등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석희, 한순미, 1987 ; 조석희, 안도희, 한석실, 2003). 다

른나라에서는사회문화경제적으로박탈된가정의 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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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발굴하기위해서국가적인노력을기울인다. 이들을위해

서는프로그램을달리개발하여제공하며, 심지어미국매사

추세츠주에서는공부를열심히했다고월급을주기도한다.

이스라엘텔아비브 학부설 재교육센터는여름방학동

안이런아동들을위해서특별프로그램을공개하기도한다.

미국연방정부는 어를못하거나, 시청각장애가있거나, 가

정 형편이 어려운 재들을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19988년 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를 제정하여 이런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다(구자억 외,

2002). 

다.  과학고등학교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기능강화

과학고등학교를 재학교로전환지정하여야하는가에

해서는많은논의를거쳐야할것이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가초중등교육법에“과학분야의 재교육을목적으로설립

된”특수목적고등학교의설립이념이변화되지않는한에있

어서는 재교육이충실히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적뒷받

침을해주고, 적절한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있

어서는이견이있을수없다. 가능한한조속한시일내에과

학고등학교에서의교육이 재교육의원칙에충실하게이루

어질수있게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조석희, 윤정일, 박성

익, 김희준, 김성규, 정현철, 2004). 

라. 전문성을지닌 재교육담당교원양성

∙국내외전문가임용

현재는 재학교의 경우도, 교원자격증 소지자만이 교원

으로임용될수있으나, 학∙연구소전문인력파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필요한경우해외우수인력을초빙∙배치할필

요가있다. 우수교사충원을위하여전국단위공개선발을실

시하도록한다. 또한이들에 한보수체계를별도로수립해

야할것이다(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 2002).

우수한교원을선발하기위해서는 재교육담당교원에

한우 를강화해야하며, 이를위해 재교육담당교원의

자격∙임용∙연수∙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것

이다(김홍원, 조석희, 박주상, 2002).

∙ 재지도능력을갖춘우수교원양성및확보

재교육의성패를가름하는것중가장중요한것은교원

이다. 재학급및 재교육원전담교사제를운 하고, 시∙

도교육청 소속 순회교사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시∙도

교육청교육연수원을중심으로2007년까지7,000명을배출

하도록하며교육청- 학연계교원연수 학원과정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조석희 김홍원, 박성익, 정현철,

2002). 사이버연수시스템을활용하여교사뿐아니라, 교감,

교장등에 한 교원연수 기회도 폭 확 하며, 교원연수과

정 운 기준을마련하여, 교원양성의 내실을도모한다(김홍

원, 조석희, 박주상, 2002). 담당교원의전문성 신장을위한

연구회 활성화 및 전담 교사의 배치 2002년 8월 현재 현직

교사중심의‘한국 재교육연구회’가결성되었으나, 이연구

회활동에 한지원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교원들의

열의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기 어렵다. 다양한 연수, 세미나,

학회가개최되는경우, 이연구회회원들이참석할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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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형태의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재교육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이 재교육 프로그램 운 기관에

전담교사로 배치되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질수있게해야할것이다.

마. 재교육에 한행∙재정적지원

∙각부처, 시∙도교육청에 재교육담당부서설치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 재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재교육의 제도적 체계가 더 정비되도록 할

필요가있다. 2003년7월에교육인적자원부에과학교육정책

과를신설하 다. 재교육전담부서를설치할수없다면, 과

학∙ 재교육과로 개명하여 재교육 관련 정책을 더 개발

하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도교육청

에도 재교육전담 부서를 설치∙운 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마다 재교육과를 별도로 설치 운 함으로써 각 지

역별 재교육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지원

을할수있어야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

그동안 재교육에 한지방자치단체의법적인역할및

임무가불분명하여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인협조와지원이

미흡하 다고할수있다. 재교육에 한국가의임무는

재교육의기반조성및지원기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교육의직접시행과관련된기능및역할에충실해야할것

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는지역 재교육에관한종합계획의

수립, 재교육 교원의 임용 및 연수, 재교육기관에 한

행∙재정적지원및평가등에있어서적극적인역할을담당

해야할것이다.

∙ 재교육기관평가실시

각 재교육기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재교

육연구원 중심, 컨설팅 기능을 포함한 재교육 장학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우수 재교육기관 평가∙지원으로

우리현실에적합한 재교육모델을확산시킬필요가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재교육이 5% 정도의

비중을차지하고있는바, 향후이비율을더확 해야할것

이다(서혜애, 조석희, 이은아, 한석실, 윤초희, 2003). 

∙ 재교육내실화를위한재정지원확

재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지원

한다. 기본운 비등은각 재교육기관및협력기관에서분

담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교육 총괄∙조정을 위한 기

본사업비( 재교육기관 평가단 구성∙운 우수기관 지원

비, 매년정례적인 재교육관계자종합워크샵개최, 판별

도구및학습자료등각종기본모델개발비등)를연차적으

로 증액한다. 세계수준의 재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소요재

원(외국인 전문가 채용, 담당교원 연구수당,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등)은국가적차원에서지원한다. 

∙ 재교육을전문적으로지원하는국가차원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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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조직및기능강화

한국교육개발원이 종합 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연

구개발기능을수행토록되어있으나, 현재보다는조직과기

능을 강화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 운 하여 현장에서

급히필요한연구외에장기적인안목에서 재교육의발전

에필요한기초연구도수행할필요가있다(조석희, 윤정일,

박성익, 이정미, 2003). 또한국내에 재교육과관련된다양

한정보를집 성하고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

가있다. 이는 재교육이지방자치단체별로계획, 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재교육

관련정보를결집, 보급, 교환하는시스템이반드시구축되어

야 한다.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

다면 재교육 상자의 학년별 역별, 남녀별 수, 판별 방

법, 재교육담당교원의수, 운 방법, 판별도구및교수-

학습등과관련된자료들을원활하게공유및활용할수있게

될것이다.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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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을한다고할때, 가장자주듣는질문이‘누

가 재이고, 어떻게 재를 뽑는가?’하는 것이

다. 질문을하는사람은“ 재란만명중의하나이며, 이런저

런 시험을 치면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와 같은 간단하

고명쾌한답을듣기를기 하지만, 아쉽게도그렇지못하다.

이것은 재성이란구인(인간의행동을설명하기위해만들

어낸개념으로창의성, 지능, 동기등과같은것)이책, 볼펜,

컴퓨터등과같이우리가구체적으로보거나 만지거나조사

할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재교육을할때

제일먼저고민하게되는문제가어떻게 상학생을판별하

는가하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초∙중등학생중의0.28%(약21,000

명)가 교육청이나 학의 재교육원, 초∙중등학교의 재

학급, 재학교 등의 여러 재교육기관에서 재교육을 받

고있다. 이들 재교육기관은일부측면에서는공통적인방

식을취하고, 일부측면에서는서로다른방식을취하여해당

교육기관에서공부할 재학생들을선발하고있다.1)

정확히조사된바는없지만, 어떤기관은바람직한방법으

로어떤기관은바람직하지않은방법으로 재를선발하고

있을 것이다. 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재교육이 성공

하기위해서는‘ 재학생의바른선발’, ‘질높은교육프로그

램제공’, ‘ 재교육에관해전문성있는교사구비’의세가

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재교육기관에서 재를 판별

할때, 고려해야할사항들은다음과같다.  

재성의정의와판별은일관성이있어야한다

재를잘판별하기위해서는먼저 재성을잘정의해야

하며, 재교육기관은 재성에 관한 여러 정의를 조사해서

나름 로 타당하게 재성을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재

성을정의할때, 고려해야하는중요한두가지요소는 재

성의비율과 재성을구성하는요인이다. 재란해당연령

학생 중에서 상 적으로 높은 능력을 지닌 학생을 말한다.

‘상 적’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상위 1%로 정의할 수도

있고, 2~3%, 5%, 또는15~20%로정의할수도있다. 1%

로정의하면우리는판별시험문제를5% 또는15~20%로

정의할때보다더어렵게내게되고, 선발의과정도더엄

하게한다. 또 재를상위1%로정의하게되면, 우리는

재를이미능력을우수하게드러낸학생을중심으로생각하

게되고, 15~20%로생각하면현재그능력을드러내지않

고있지만, 앞으로여건이갖추어지면우수한능력을발휘할

수있는학생들까지생각하게된다. 비율의문제는 재교육

에관한철학의문제와도관련을맺는다. 

재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초기의 터만처럼 지능

만으로 볼 수 있고, 렌줄리처럼 일반지적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으로볼수도있다. 또어느교과에서는창의성보다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탐구력을 재성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볼수도있다. 중요하게정의된 재성의요소는판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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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의판별
- 숨겨진 재성을정확하고빠짐없이판별해야

1) 재의판별과선발은엄 한의미에서는서로다르다. 예를들면, 지

능이매우높으나학업성취도가떨어지는학생도지능이높기때문에

재성을지녔고, 따라서 재라고판별될수있다. 그러나이학생은학업

성취도가떨어지기때문에학교에서추천을받지못해 재선발시험에

응시하지못하게되면 재교육 상자로선발되지못하게된다. 재성

이있는가없는가확인하는것(판별)과 재교육 상자가되는가못되는

가하는것(선발)은다르다. 그러나본 에서는판별과선발을거의동

일한의미로사용하고자한다.



의과정에서반드시측정, 평가되어야한다. 재성의중요한

요소를 창의성으로 설정하고, 선발과정에서는 암기력이나

비판적인문제해결력을측정하는경우가많다. 또한만약

재성을일반적지적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의세요인으

로정의하 다고하면, 선발과정에서는이러한세가지요인

을가능한한타당하고정확하게측정하려고노력해야한다.

재성을세가지요소로정의하고, 판별과정에서는일반적

지적능력만을측정한다면이는잘못된것이다. 

정의된 재성은 교육프로그램에도 반 되어야 한다. 창

의성과 과제집착력이 재성의 요인으로 정의되었다면, 창

의성과 과제집착력을 신장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운

되어야한다. 즉 재성판별을위한검사내용이나방법, 도

구, 절차는제공되는교육프로그램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여러가지정보를수집한다

재성은다양한 역과상황에서나타나기때문에, 여러

가지검사방법과도구를활용해서다양한정보를수집하는

일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 어떤 학생은 언어에

서, 어떤학생은과학에서, 어떤학생은미술이나지도성에서

재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생이 어떤 역에서의 재성

을지녔는가를알기위해서는여러 역에서의정보를수집

해야한다. 또어떤학생이한 역에서우수한성취를보

다고하더라도, 그학생이그 역에서진정한 재성을지니

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그 역안에서의성취와관

련된여러가지정보를수집해야한다. 예를들면, 어떤학생

이수학 재성을지니고있는지를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

서는수업중의행동관찰, 수학성적, 지능검사, 수학창의성

검사, 수학에서의산출물의질(포트폴리오), 학교밖에서보

이는수학과관련된행동관찰, 수학에 한동기나흥미검

사, 수학경시 회성적, 자신/학부모/동료의의견등다양한

역에서의 정보를 수집해서 판별을 해야 한다. 과학고등학

교교사들과이야기를하다보면, 수학이나과학에 재성이

없는학생들이있는경우가있다고한다. 이것은이학생들을

주로 학교의 성적에 의해 선발하고, 수학, 과학 분야에서의

고등사고능력이나 흥미, 집착력과 같은 정보를 제 로 수집

하지않고학생들을선발하 기때문이라고본다. 여러가지

정보수집은시간, 노력, 돈과도관련을맺는문제이다. 여건

이가능한한그리고여건을개선해가면서학생에관한다양

한정보를수집하고, 선발이후의지도과정에서이러한정보

를잘활용해야한다.

여러단계에걸쳐판별한다

재 판별에서는 일회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는 일회적인

방법보다는여러단계를거쳐서하는다단계적인절차가더

욱 권장된다. 다단계적인 판별법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재성을판별할수있고, 비용도절약할수있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판별법보다 효과적이다. 다단계적 절차는,

그순서와단계절차의수는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관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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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의한추천→해당분야에서의고등사고능력이나문제

해결력(창의력, 탐구력, 표현력등)을측정하는시험→면접

이나실연등과같은몇가지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이방

법에서는단계별로점차적은수의학생들이선발된다. 각단

계마다적절한여러분야의인사가참여하는일이필요하다.   

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재성을판별, 확인하는활동은일회적으로끝나는것이

아니라, 부단히계속되어야한다. 다단계적인방법을통해서

재를 판별하더라도, 재성을 지닌 학생이 선발되지 못할

수있다. 잠재적 재성이있으나능력을드러내지못해서처

음부터 교사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든지, 검사 당일 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든지, 실수를 했거나 시험불안증을나타

냈다든지, 난독증과같은증세가있다든지등의이유로시험

을잘못볼수있다. 또일정한기간이지나면서자연스럽게

재성이 사라지는 학생이 있으며, 처음에는 재성을 보이

지 않다고 나중에 재성을 보이는 학생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재성을 판별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수행되

어야한다. 

지속적인판별활동을통해얻은자료는 재판별결과의

정확성과 판별 절차의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데 활용되어

야한다. 재성을지속적으로판별해야한다는원칙은그러

면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매년마다 새롭게 검사를 해서

학생들을선발해야하는가하는질문을하게한다. 탈락한학

생이지니는심리적문제, 선발된학생의시험준비부담, 행

재정적노력등의문제를생각할때이러한질문에 해명료

하게답을하기는쉽지않다. 다만심한부적응학생에 해

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퇴

하게하는것이바람직하고, 매년새롭게검사를해서학생들

을새롭게재배치하는경우는외국에서도손쉽게보기어렵

다는것이다.         

배타성의 철학보다는 포괄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판별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재를판별할때, 재성을지니지못한아이

가선발되면어쩌나하는두려움을지니고이런아이를정확

하게집어내려는자세를지닌다. 이것은특히극소수의학생

들만을선발할때에더욱그러하다. 이러한자세, 철학은배

타성의철학이다. 이에반해잠재적 재성을지닌아이들이

제외되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잠재적 재성을 지닌 아이들

을가급적포함시키려는자세, 철학은포괄성의철학이다. 어

떤 검사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재성을 100% 정

확히파악할수는없다. 재성이나검사결과는시간, 장소,

상황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 재성의개념을보다폭넓게

융통성 있게 보고 재를 선발하고, 각 아동의 관심 수준과

적성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이런입장에서 재성을보고선발을한다면, 포괄성의

철학에근거한것이라고볼수있다. 

배타성의철학을지니건, 포괄성의철학을지니건선발되

는학생수는같다. 그러나결과는같더라도, 재교육과학

생을 하고 바라보는 관점, 철학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배타성의철학을취할때우리는보다유연하고융통성있게

재교육을보고수행할수없게된다. 예를들면, 배타성의

철학을강하게지닐때우리는보다객관적이고수량적이고

표준화된 검사 결과에 치중해서만 학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우리는 재성을지닌아이들이판별의오류로인해제외되

지않는지항상유의해야하고, 여건이하락하는한, 그리고

가능한한뛰어난잠재적능력을지닌모든아이들을 재교

육 상자로선발하려고해야한다.

재판별검사에서얻은자료, 정보는지속적으로활용

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 얻은 검사 결과, 자료,

정보등은바빠서, 검사문항과결과를다시거론하는것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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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서, 수집된 자료, 정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를잘몰라서등의여러가지이유로해서그이후에별로사

용되지않는다. 그러나많은노력과예산을들여얻은중요한

정보, 자료, 결과들을이후의선발과정에피드백하지않는다

는것은 단한낭비이고, 비교육적이다. 선발과정에서수집

된다양한자료, 정보는학생의교육과상담, 교육프로그램

의개선, 그리고이후에수행되는판별검사의개선등을위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학 검사를

하면어떤학생은기하 역에서는매우뛰어난점수를얻으

나 수 역에서는그렇지못한점수를얻는다. 이런학생은

교육프로그램의과정에서기하 역의능력은최 한발달

시키고, 수 역에서의능력은더욱발달시켜야한다. 

재판별을할때자주거론되는문제는사용된판별도구

가과연어느정도신뢰도와타당도가있느냐는것이다. 지능

검사와같이표준화된검사는이미신뢰도와타당도가있어

별문제가없지만, 한번쓰면다시사용하기어려운선발시험

문제는신뢰도와타당도를미리알기가매우어렵다. 이전의

선발시험문제와그결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는일은 검사

문항의타당도, 신뢰도, 변별도를실증적인데이터에근거해

서높일수있는방법이다. 타당도, 신뢰도, 변별도등에관한

정보는이후의검사문항을개발할때활용되어야한다.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만 재를 선발하지 않

는다

현재우리나라에서 재를선발하는과정에서는객관적인

자료나정보가매우중요시되고있다. 학교나교사의추천을

받을때도, 반드시그러한것은아니지만, 표준화된검사점

수등과같은객관적인자료나정보가매우일반적이고중요

한근거가된다. 추천을받은학생들은모두 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시험(거의 부분 지필시험)을 보아야 한다. 이러

한과정을통해서만 재성을지닌학생들이선발될수있는

가? 

한 초등학생이 있다. 이 학생은 어릴 때부터 곤충에 관해

많은흥미가있어여러가지곤충을자연생태에서관찰하여

기록하 다. 그러나이학생은인정받을만한외부경연 회

에서상을타지도않았고, 선발시험에서높은점수를얻을가

능성도없다. 이학생은과학 재성을지녔기때문에교사의

추천만에의해서 재로서선발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

리나라 현재의 선발체제에서는 이러한 학생을 교사의 추천

에의해서만 재교육 상자로선발하기가어렵다. 

미국국립 재교육센터 소장인 렌줄리는 재교육 상자

를 선발할 때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서 50%, 교사관찰에 의

해 50%의 학생을 각각 뽑아야 한다고 하 다. 이것은 객관

적인시험에의해서만 재성을완전하게판별할수없기때

문이다. 재성에는일반적인지적능력외에창의성, 과제집

착력이많은 향을미치는데, 이것을제한된시간과공간안

에서시행되는지필고사나면접, 관찰등의방법으로정확하

게측정하기가매우어렵다. 과학에있어창의적인문제해결

력과 과제집착력을 지녔으나 학교공부에는 흥미를 잃은 학

생이있다면, 이러한학생은교사의추천에의해서만선발될

수있다. 객관적인시험이외에교사의추천만에의해서도

재교육 상자를선발할수있는경로를만들어야한다. 교사

는편견을가지고 재성을판별할수있으므로이와관련된

보완책을마련해야한다. 

가급적조기부터실시한다

재성은 일찍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찍나타나는 재성은능력에부합하는교육을시켜

서더욱계발될수있도록해야한다. ‘ 재판별은조기부터

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는원칙은두가지관점에서생각해

야 한다. 하나는 조기라는 것이 과연 어느 때부터를 말하는

가? 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조기에어떻게판별을해야하

는것인가? 하는것이다. 재판별은몇살부터해야한다라

는 원칙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 재학부모 중의

92 Educational Development 2ː004  7+8

특별기획22 >>>> 재교육, 이 로좋은가?

′



68.5%가초등학교입학이전에 재성을발견하 다는연

구결과를보면, 일찍부터 재성을보이는학생들이많이있

는것을알수있다. 초등학교입학이전에는자연스럽게나름

로 학습을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획일적인 학교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육에

재성을죽이고적응을해가는 재학생들도많이있다.    

어떤방법으로조기에 재성을발견하는것이좋은가하

는문제에있어, 어린아이들에게일정한교과 역의지필고

사나 지능검사와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재성을 판별

하려고 하는 시도는 효과적이지도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아이가받는교육의여러 역이나일상생활속에서나타나

는아이의능력이나태도를보고자연스럽게 재성을판별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성을나타낸어린아이에 한

재교육도 연령이 많은 학생에게 실시하는 재교육과는 그

방법이나모습이달라야한다. 아이가흥미를보이는 역이

있으면, 그아이의수준에맞게자연스럽게교육을시키는것

이바람직하다면, 조기라는말에있어서의시기는, 일정한획

일적인시기나연령이아니라, 개별아이가흥미와능력을나

타내는 시기나 연령일 것이다. 재판별이조기에 이루어지

는것이바람직하는말은개별아이의흥미나능력에상관없

이획일적으로무조건빠른나이에 재성을판별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말은아니다.

재성의조기판별에 하여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

는사람들도있다. 그러나조기판별의목적은일찍부터‘

재’, ‘비 재’를구분하여차별적인교육을시키는것이아니

라, 모든아동들속에있는서로다른재능을가급적일찍발

굴, 적합한교육을시켜서최 한키워주자는데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 재교육은 개초등학교4학년부터

(일부교육청에서는3학년부터) 실시되고있다. 이시기에는

가정의배경이학생의성취도에이미많은 향을미쳤기때

문에, 사회경제적배경이좋은학생들이추천을많이받아서

재교육 상자로 많이 선발되게 된다. 재 판별을 조기에

하면, 가정의배경이미치는 향이줄어들어낮은사회경제

적 배경을 지닌 가정의 재학생들이 재교육 상자로 선

발될가능성이보다크게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공교육체제에서초등학교저학년이나

그 이전에서 재교육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재

교육을실시하는것은다음과같은몇가지점을신중하게고

려하고 비해서해야한다. ①초등학교고학년이상에서실

시되는 재교육도아직내실화, 정착화가덜되어있다. ②

어린연령에서의 재성은흥미 역이나능력수준, 그리고

견고성이아직확실치않다. ③어린연령부터일반학생과분

리하여차별화된교육을받고, ‘ 재’라는명칭을얻는것이

어린 아이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향에 관해 보다

많은정보를가져야한다. ④초등학교저학년이하에서 재

성을판별하는방법이나도구, 교육프로그램등에관해보다

많은정보를지녀야한다. ⑤국가에서체계적으로 재교육

을하는나라중저학년을실시하지않는나라도있다(예, 싱

가포르). ⑥저학년에서의 재교육은취학전단계의교육에

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는외국과 같이 정규수업 중이

아니고, 방과후에 재교육을받기때문에보다쉽게 재교

육을실시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 저학년에서의 재교육

은 재성의발달, 소외계층의 재에 한배려, 취학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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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미치는 향, 판별과프로그램의준비등을신중하게종

합적으로고려해서실시해야한다. 

특수 재의판별과지도에관심을갖는다

잠재적 재성을지니고있으나, 여러가지요인으로인해

그능력을제 로발휘하지못하고있는 재를특수 재로

볼수있다. 예를들면, 지적인잠재적인능력은뛰어나나학

습에 한흥미를잃어서뛰어난성취를못하고있는학습부

진 재, 뛰어난잠재성을지니고있으나가정적인요인으로

인해 재성을제 로키우지못하는저소득계층의 재, 시

각장애나청각장애, 난독증을지니고있는장애 재, 충동성

을지니고있는 재등이이에속한다. 넓게범위를잡으면,

사회적인제약으로인해 재성을제 로키우지못하는여

성 재도이에속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교육의초기이기때문에이러한특수

재의 특성, 현황 파악, 지도 방안, 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연구가없는실정이다. 그러나 재교육은개개인이지닌

재성을발굴, 실현하게하는것이그이상이기때문에, 특수

재에 한배려도꼭필요하다. 그리고특수 재를판별할

수있는검사방법이나도구개발이필요하다. 

재성은 복잡하고 상 적인 현상이다. 재성을 구성하

는요인도다양하고학자마다이론이다르다. 재성의수준

도 다양하며, 재의 비율에 해서도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이미 우수한 성취를 한 학생을 재라고 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우수한성취는하지못했지만좋은교육을받으면우

수한 성취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재라고 보고 있다.

잠재적능력을어떻게측정하는것이정확한것인가에 해

서도다양한견해가있다. 재성을구성하는요인에 한측

정방법도다양하다. 예를들면, 수학 재를판별하는데있어

수학적창의성을어떻게측정하는것이가장정확한것인가

에 해서도다양한견해가있다. 일반적으로다단계적 재

판별절차가권장되는데, 해당 역에서어떤단계로어떤검

사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해실험적으로연구하고그결과를비교한것도드물다. 이

러한점은완벽한 재판별체제를구안하는것을어렵게하

지만, 역으로 재판별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실제적인 가치

가있는많은연구를할수있음을시사해준다.

학교에는다음과같은세가지종류의 재가있다

①뛰어난능력을드러내고학교생활에적응도잘하는

재. ② 잠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능력을 계발할

수있는기회나교육을받지못해, 자신도주위사람도그가

재인지를 모르는 재. 그러나 성격도 원만하여 학교생활

에적응도잘하고문제를일으키지않고평범한학생으로(또

는약간우수한학생으로) 그럭저럭생활해가는학생. ③뛰

어난능력을지녔으나개성이강해학교생활에흥미를잃고,

성취도도 매우 떨어지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 우리는 두

번째, 세번째의 재학생이누구인지그리고그비율이얼마

나되는지도잘모른다. 러시아학자바바예브는타고난 재

의25%는아예발굴되지도못한채사라진다고하 다. 

렌줄리는우리는 재성에 해고정적(static) 개념과발

달적(developmental) 개념을가질수있다고하 다. 전자는

재성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후

자는 재성은시간, 장소, 상황에따라변할수있다고생각

하는것이다. 발달적개념을지닐때에우리는 재, 재성

을보다여유있고, 융통성있는안목으로보고, 또보다창의

적이고다양하며융통성있는방법을사용해서 재성을판

별할수있게된다. 재성의발달적개념은 재판별에서의

포괄성의철학과맥을같이한다.

모든학생들을 상으로하여잠재해있을지모르는 재

성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재가아닌데 재로판별되고, 재인데아닌것으로판별

될가능성은항상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이러

한잘못이없도록최선을다해노력해야한다. .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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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e a r c h F i n d i n g s

우리의학점은행제, 외국에서도주목한다

학점은행제개관

1.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

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을수있도록하고, 학점이누적되어일

정기준을충족하면학위취득을가능하게

함으로써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위한제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입학의기회가적령

기학생에국한됨으로써나타나는입시병

목 현상을 해결하고, 적령기 학생뿐 아니

라 성인들도 학 공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는성인들의고등교육기회를확 하기위

해마련된제도이다.  

2.  참여자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

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습자는누구나참여할수있다. 예를들

어고등학교를졸업하고난후에오랫동안

생업에종사하다가다시학업을계속하고

싶은자, 과거에 학을중퇴또는포기한

후계속교육을받고싶은자, 학졸업장

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

추고있는자,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로

인정된자와그문하생으로서일정한전수

교육을 받은 자 등 누구나 학점은행제의

학습자가될수있다. 참여할수없는조건

은 고등학교 학력 미소유자, 학습할 의지

가없는자, 시간과경제력이없어학업을

할수없는자에국한된다.   

실제로 학점은행제에 참여하는 학습자

들을살펴보면, 20세이하부터60세이상

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

서25세이상의성인학습자가학사의경우

에는 71.8%,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약

33%에이르러정규 학보다성인학습자

의 비율이 높다. 성별로는 남성 학습자의

비율이여성학습자보다약10% 정도높

다. 1998년 학점은행제가 도입된 이래로

86,000명의 학습자가 등록을 했으며,

7,060명의 학사학위취득자와 14,000여명

의전문학사취득자가배출되었다.  

3.  학점원

학점은행제학습자들은평가인정된학

습과목 이외에도 기존의 고등교육체제에

서는인정하지않던자격증취득학점, 독

학학위취득시험이나면제과정을이수한

결과를학점으로인정받고있다. 평가인정

된학습과목이란 학부설평생교육원, 기

술계학원, 직업훈련기관등다양한기관

에서개설하는과목중에서 학(교)에상

응하는질적수준을갖추었다고인정받은

학습과목을뜻한다. 평가인정과목을신청

하여 이수한 학습자 중에서 성적 및 출석

이일정기준을넘으면학점으로인정받게

된다. 학습과목들은인문∙사회계열및자

연계열모두를포함하고있지만직업기술

계계통의학습과목이주를이루고있다. 

학점원별 인정 학점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 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학점이 전체

학점의 60.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 학점은행제 : 평생학습의 표적정책 백은순｜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제운 실장, esbaik@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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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정도는 자격증을 통해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 상학교에서의학점, 시간제이

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학점이 포함되

어 있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

점을취득하고있음을알수있다. 

4. 학점은행제운

학점은행제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은행제 운 에 관한

기본정책을수립하고운 은주로한국교

육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육개

발원은 표준교육과정을 개발∙고시하고,

교육훈련기관에 한 평가인정을 실시하

며, 교육훈련기관에 한사후관리를수행

할뿐아니라, 학습자등록및학점인정, 학

위수여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학점은행제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원

하는교육훈련기관에서자신이원하는전

공에해당하는학습과목을선택하여수강

할수있으며, 수강한결과를학점으로인

정받아 누적시킨다. 교육훈련기관은 평가

인정받은학습과목을개설하고, 학습과목

개설및학습자등록현황을한국교육개발

원에 보고하며, 수업을 실시한다.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은 각 개인이 직접

한국교육개발원에신청하거나광역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기관에서 학습한 학습자의 학점인정

신청은주로기관에서일괄적으로 행하

고있다.

연구동향

학점은행제에 한연구는다음에제시

된몇가지형태로유형화할수있다. 

1. 운 방안연구

운 방안 연구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받아온연구주제라할수있다. 학

점은행제를어떻게운 할것인가는운

자의입장에서뿐만아니라학습자및교육

훈련기관그리고학자의입장에서도관심

이기울여지는과제이기에많은연구가이

에 집중되어 있다. 운 방안 연구들은 주

로학점은행제의도입배경, 외국의유관제

도소개, 운 현황분석, 운 의기본방향

정립 및 운 과제 등의 운 방안을 다루

고있다. 1996년에김신일외가교육부중

앙교육심의회의의뢰에의하여‘학점은행

제도입및실시방안연구’를시작한것을

필두로, 방송통신 학교과 한국교육개발

원등에서여러연구가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표적인 연구로는 백은순

외(1998)가 제시한 학점은행제 운 방안

연구를들수있다. 이연구는학점은행제

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게 되면서

운 방안을담당자의입장에서제시한연

구로서, 학점은행제의 특성을 경험학습으

로 보아 성인이 습득한 경험을 어떻게 학

점으로인정해야하는지, 학점으로인정되

는경험내용은무엇이며양자의연계방안

이어떠한지를제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학점은행제운 조직개

선안과학점은행제의각역할과기능에적

합한 분야별 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운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초기에는 한국

교육개발원한곳에서운 하지만점차로

학습자의편의를위하여분산체계를갖출

것을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 제안했고 이

를수행하기위한조직구조와필요인원수

를제안했다. 전문적운 과관련하여서는

평가인정개선방안, 전문가집단의효율적

활용방안, 국가자격제도의학점인정방안,

가상학원의평가인정방안, 포트폴리오를

통한 학점인정 방안, 학원과의 연계 방

안, 독학학위제와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

하고있다. 

2. 학점은행제내부발전기제

학점은행제에 속한 특정 계열 및 특정

유형의교육훈련기관의활성화, 또는특정

R e s e a r c h F i n d i n g s

학점원별인정학점

평가인정된 자격증 독학사 학점인정 시간제 중요

학습과목 취 득 상학교 이 수 무형

이 수 문화재

2,394,651 544,845 8,847 23,678 862,666 154,037 1,635 3,990,359

(60.0%) (13.6%)     (0.2%)   (0.59%) (21.6%) (3.8%) (0.1%) (100.0%)

연도

계

시험

합격

시험면제

과정이수

계

<학점은행제누적학점인정현황(1999~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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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학점인정방안등학점은행제를보

다 원활하게 운 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

용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 ‘학점은행제

공업계열활성화방안연구’, ‘기술계학원

의 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국가자격

의학점인정방안연구’,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방안연구’등이그것이다. 예를

들어공업계열의표준교육과정현황을분

석하고, 당해계열의학점은행제교육과정

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자격증의현황을기술하고, 각각의자격을

어떻게학점으로환산하는것이가장바람

직한지에 한 답을 찾는 연구들이 그 동

안수행되었다. 

3. 타제도와의연계

타 제도와의 연계를 다른 연구로는 학

점은행제와비슷한취지에서시작된독학

학위제와의 연계 및 통합을 다룬 연구를

들수있다. 양제도의연계및통합을다룬

연구는 양 제도의 취지와 연계 및 통합의

근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양 제도를 어떻

게 연계 또는 통합시킬 것인지에 한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도에 실시한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 통합방안 연구

는 양 제도의 통합이 국민의 평생학습 기

회확 및열린학습체제구축을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제도의 통합조직은

운 의효율성을높여국가행∙재정의낭

비를 방지하고, 통합제도는 두 제도의 단

순한합산기능에서벗어나중복기능을제

거하고추가기능을보완해야한다고제시

했다. 그리고통합은단계별로진행되어야

하며, 이를위하여양제도의구체적인내

용이라할수있는학습과목명의통일, 독

학학위제의 면제과정과 학점은행제의 학

습과목의통합등구체적으로이루어져야

할일을제시했다. 

4. 실태조사

학점은행제의 실태조사 연구는 운 방

안수립의일환으로소규모로실시되거나,

한국교육개발원과유네스코와의공동연구

형태로 진행되었고, 규모 분석은 2003

년에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한“학점은

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자 요구 분석

연구”가 시초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점은

행제를 운 하는 전체 기관 및 전체 학습

자의약10%를 상으로실태및요구조

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분석 상이 된

기관및학습자수는148개교육훈련기관,

3,908명의 학습자 다.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기관 특성, 기관 규모 등의

교육훈련기관 운 실태, 학습과목 운 실

태, 학점은행제에 한 인식, 학점은행제

도에 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학습

자와 관련하여서는 학점은행제의 학위에

한인식, 학점은행제의참여동기및참

여현황, 참여학습자의특성, 학습자의학

점은행제인식, 교육훈련기관및프로그램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운 실

평가, 학점은행제도에 한 다각적 의견

조사및분석등이이루어졌다. 

5. 평가

2003년도에는 학점은행제가 그 동안

이룩한성과를반성하고평가해보는작업

의 일환으로써‘학점은행제 체제 발전방

안’연구를수행했다. 체제발전방안연구

에서는학점은행제에 해서다각도로평

가를 하고 그에 기반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학점은행제가과연제도목적에

부합하여실시되고있는지, 운 은합리적

인지, 조직은적합성을갖고있는지, 평가

결과는전반적으로양호하나조직의적합

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되었다. 표준교육과

정, 평가인정, 학점인정 등 학점은행제의

중요 요소에 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각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안이 도출되었다.

이연구는최종적으로학점은행제에 한

평가및분석에기초하여체제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방안에는운 방안이포함

됨으로써첫번째유형의연구와도관련성

을맺고있다. 

향후과제

학점은행제는 시작한지 아직 7년이 되

지 못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설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수많은 교육훈련기

관과다양한학습자가참여하고있는고등

교육분야의가시적평생학습제도이다. 학

점은행제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결과

가제도운 에투입되고, 제도운 경험

이다시연구에반 되는환류체제를유지

하고있다. 더욱이학점은행제는우리나라

가선도하고있는고등교육분야의평생교

육제도로서많은외국에서우리의경험을

주시하고있는제도이다. 

학점은행제에 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아직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수준

이다. 따라서 성인의 경험을 반 하는 다

양한학점인정방안, 학점은행제의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 각 교육기관

과의연계체제수립, 평가인정방안, 학습

자 및 교육훈련기관의 수요 분석 등 향후

학점은행제에 한 다양한 준거 제시 및

학점은행제의효과를검증할수있는연구

가필요하다.KEDI



교육정책과관련한정보및자료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제공하는교육
정책포털사이트-교육정책정보센터!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사업의하나로지금문을새롭게활짝엽니다. 
올바른교육정책을추구하는교육정책정보센터에서 한민국교육정책의
미래로들어오십시오.

한민국교육정책의
큰문이열립니다!

교육정책정보센터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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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엄선된정책정보를검색하고원문을보실수있도록연결해드립니다

교육정책과관련된자료들을통합검색시스템을통해누구나손쉽게활용할수있습니다.

교육현안에 한전문적분석정보를제공하고국내외동향들을소개합니다

교육현안및정책연구결과, 동향등에 한분석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육문제, 

교육정책에 한이해∙판단∙연구∙결정에도움을드립니다.

교육쟁점에 한토론의장이펼쳐집니다

교육현안에 한각계전문가의견해와여론조사결과를소개합니다. 

또한교육쟁점에 해깊이있게토론할수있는장을제공함으로써

교육공동체적관심을유도하고 안적아이디어를찾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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