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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학교행정가의질을

향상시킬수있는

정책을발굴하기

위한국제적인공동

노력이계속해서

추진되고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이러한프로젝트에

관여하고있다. 

발 행 인 칼 럼

우리교육의세계적

경쟁력제고를위한교원정책

|  .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

keditor@kedi.re.kr | 

교육의 로벌화를 추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교원정책의 개선을 교육개혁의 중

심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 이유는 물론 학교교육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있다.

교원이야말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관점이 그렇고,

교원은 학교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에이전트라는 관점이 그런 이유이다. 엄

하게 말하자면 학생의 학업성취나 학교교육의 개선과 변화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절

적인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교원 말고도 달리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일단 교육의 질은 교원의 수준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취하고 보면, 교원의 기능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정책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고, 그

들이 더 우수한 교원으로 전문가적 성장(professional development)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방향의 교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전문가적 성장’교원정책을 강구하고, 또 이를 위해 성찰과 연구를 수행

하는 것은 이제 시 정신이 되어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정보기술이

선도한 로벌라이제이션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식기반

사회를 불러 왔고, 지식기반사회는 사람과 사회와 나라의 생존과 번 이 신지식의 생산과 습

득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일반화하 다. 그리하여 누구나 평생학습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는 인식이 생겨났다. 여기에 인구의 세계적 이동과 정보주의 문화의 확산은 자연 학생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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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다양화하 다. 이렇게 구성된 학생인구를 가르치는 일은 예전과는 다른 자질을 갖춘

교원이 예전과는 다른 교수법으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적 판단이 제기되기 시

작하 다. 이런 생각을 극명하게 발현시킨 것은 2001년에 개최된 OECD 교육장관회의 다

고 본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교육장관들은 교원의 질 향상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이라

고 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교원 정책 개선을 OECD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 다. 그

이후 교사와 학교행정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

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가 교원정책에 주목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원정책의 개선에 노력해

야 한다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인식이 국제동향이니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 때문만

은 아니다. 또 OECD 교육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본 것이니 우리도 그 합의한 바를 실천에 옮

겨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국제동향이 생겨나고 OECD 교육장관들이 합의를 보기 전

에 이미 우리 나름 로 교원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문제는

교원정책의 중요성을 말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뒤엉켜서 교원의 어떤 면에 관해

정책적 배려를 집중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다음에 이러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사립학교의 교원은 거기에 준한다는 법률규

정은 교원을 국가의지의 집행자라고 보는 국가주의적 관점이 있다. 여기에 해 교원은 국가

의 도구가 아니며, 교원에게 교육권이 있으며 자주적으로 교육하고 학교의 일을 주도할 역할

이 있다는 관점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후자의 관점은 교원의 공무원 신분만은 반 하지 않는

다. 오히려 그것을 한사코 지키려 하고, 그것도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직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한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는 교원정책의 핵심을 교원이 학교의‘주체’인가‘객체’

인가,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 둘째, 교원의 정치참여에 주목하여



교원에게 교육권이 있으며 자주적으로 교육하고 학교의 일을

주도할 역할이 있다는 관점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후자의

관점은 교원의 공무원 신분만은 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한사코 지키려 하고, 그것도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중앙직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한다. 

그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 하기도 하며, 그것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데서 교원정책의 핵

심을 논점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셋째, 입시의 폐단에 주목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공부

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아, 좋은 교원의 자질은 아이들을 교과적으로 잘 가르치

는 일보다 정서적 돌봄을 잘 하는 일이라는 논거를 들어 교원 정책의 핵심은‘ 안적 교사’를

양산하는 데 있다고 하는 논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과 관련된

우려와 비판으로 시종하는 논점도 있다.

이렇듯 교원정책에 한 논점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서로 엇갈리고 관점들이 뒤엉

키다 보니, 정작“우수한 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고, 그들이 더 우수한 교원으로 전문가적 성

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동향과는 전혀 다른 교원정책론이 담론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

이 높아 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간과하기 쉬운 점은 교원이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점, 가르

치는 사람의 자질의 좋고 나쁨은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에 있다는 점, 잘 가르치는 사

람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높을수

록 좋다는 점 등이다. 만약 이런 점 등이 간과된다면 이는 국가의 교육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낙오 내지 탈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기우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인‘전문가적 성장’교

원정책을 명문 진학위주의 교육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지점은 무엇이고, 교육적 실천의 구체적 지

점은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개발 2007 여름 7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Summer

8

| 담.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본부장 || jogu@kedi.re.kr| 

지방교육이무너지면

우리교육의기초가

무너집니다

▶▶▶▶▶▶▶▶ Power Interview 
전라북도 교육감

최 규 호
최규호 교육감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이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및 경실련 정책연구위원장을 역임한

교육활동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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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육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

는 동시에 교육에 한 개인의 욕구 역시 증

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문제가 교육 내적

문제만이 아니라 취업, 주택 등의 사회∙ 경

제 분야까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육열은

교육의 질에 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사람들

은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도시의 교

육을 선호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수

도권으로의 교육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

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지방교육의 쇠퇴를 불

러오고 이러한 지방 교육의 쇠퇴는 국가 발

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

육을 살리려는 노력과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최규호 전라북도 교육감을

만나 지방교육의 문제와 발전 가능성에 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신뢰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인다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

다. 사교육 문제, 조기유학 등이 바로 공교육

의 부실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살리는 길

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

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떻습니까?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란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

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우리 교육청은‘더불어 살아가는 창

의적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온누리안 에듀플랜, 인성주치의, 전북 서머

힐 등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본질을 찾는 학력신장에 주안점을 두

고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

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수업혁신 전략 프로

젝트를 발표하 으며 생활 어 교육과 논술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 무료 논술교육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는 점에서 매

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북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해 말

해 주셨는데요. 전북 서머힐과 온누리안 에

듀플랜이란 무엇인가요?

전북 서머힐은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거

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

해 의사나 원로 교사가 일선 학교에 투입되

어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아를 상으로 직접 상담을 해주는 프

로그램입니다. 온누리안 에듀플랜은 간단히

말해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입니

다. 이 지원계획은 일차적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안 자녀들의 교육문제

에 한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고충사항을 파

악하는 것입니다. 이차적으로는 세계화시

에 온누리안 자녀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

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적 안을 모색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상황을 보면 학교폭력이나 다문화 가정에

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시점인데 시의 적절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최
규
호

Power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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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을 펴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 정책이

효과는 있겠지요?

예,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온누리안 에듀플랜이

다문화 가정의 교육문제 해결에 부분적이나

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사교

육비 절감에 관해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교육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도 사교육 열풍이 있는

지요? 사교육 상황과 수준이 궁금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막기에

는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생활수준

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도 차이가 있게 되

잖습니까? 사교육비 절감에 한 현실적 노

력은 그 정도를 줄이자는 것이죠. 전라북도

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은 전국 평균치 이하

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생의 경

우 예능 관련 과목과 어와 논술 사교육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와 논술을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장 우

선적으로 지원하여 사교육비 해소를 위한 노

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

생의 수강비 지원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행하여

지는 방과 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활성화와

자율학습 등의 참여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도와 사교육 열

풍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와 논술 분야의 사교육 문제가 증가 추세

를 보인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 어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해서

어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어체험 프로

그램을 운 하고 있습니다. 논술 사교육 의

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북e스쿨에 사이

버논술교실을 마련하여, 사이버 논술지도를

실시하고, 각 지역별 논술특강, 논술지도교

사 연수 강화, 논술 지도자료의 발간 등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에 해 말이 많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도 나타나고 있고요. 조기유학에 해 어

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조기

유학은 매력 없죠. 외국어의 빠른 습득, 국제

적 경험 및 안목 형성, 다양하고 질 높은 교

육경험 등의 장점도 있지만 목표의식을 갖추

지 않고 무작정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선진 교육에 한 환상을 가지고 조기유학을

떠날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부적응, 가족해체 등의 부작

용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든 그 목적이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으로 교육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학부모들이 잊지 말

았으면 합니다. 

조기유학 열풍의 사회적 원인이 국내 학교

교육에 한 불만족과 극심한 입 경쟁 등

이라면,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국내 교육

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국내 교육으로 해결해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국제협력센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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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죠. 그러자면 단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

기 때문에 항상 뒤로 떠 리는 교육부문에

한 적극적인 투자와 입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기유학을 가는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어

습득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는

어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구조가

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고 음운학적으로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학교교육과 각종 어 캠프에 열심히 참여하

고, CNN 또는 BBS 방송 청취 등을 생활화

할 수 있다면 유학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

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초∙중학교 어 재반에 선발된

학생 중에는 조기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학생

들 비율이 더 높고, 어 활용 능력도 비슷하

다는 점은 굳이 조기유학을 가지 않아도 성

공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도내 중학교 여학생이 전국 어 말하기

회에서 상을 수상하 습니다. 한 번도 해

외에 나가지 않았어도 이와 같이 좋은 성적

을 거둔 것은 굳이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공교육을 통해서 어회화능력을 충분히 높

일 수 있다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기유학 열풍은 로벌 시

와 관련하여 유행처럼 번지게 된 현상이라

파악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어교사 연수

를 통한 교수능력을 제고하고, 어캠프 운

이나 원어민 교사의 폭 증원 등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는 일정 부분 조기유학 현상

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로 19개 교가 지정이 돼 운 중인 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떠한지

요?

현재 19개의 선도학교에는 행∙재정적인

지원과 교원에 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

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

장에 거는 기 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

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학교가 달라지는

것에 해 은근히 기 를 하고 있는 눈치입

니다. 전년도 교원평가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 한다는 것에 알게 모르게 부담

감이 있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비교적 솔직

한 응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 있습

니다. 특히 올해에는 교사의 교수활동 역

은 지양하고 학급 및 학교경 의 직무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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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교육 문제, 이렇게 해결한다.

이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우수한 학생

이 빠져나가는 거죠. 크게 보면 농어촌과 가

까운 도시나 아예 서울로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부분 중∙소도시 근교 농어촌

학교 학생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거죠. 이로

인해 농어촌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고 결국 사회적 비용, 인성교육, 남아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문제가 되겠죠. 

우수한 학생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일 텐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도시로

전학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북의 전학 현상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전주나 거주지 인근의 도시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북을 떠나 서울 등 도시권으로 떠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강제적인 방

법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막연히 떠나는 학생들에게는 상담기회 등을

충분하게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

이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도 진학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

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농업의 경제성장 저하 그리

고 이로 인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에도 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상

황에 해 말 해 주시지요.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우리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의 문

제일 것입니다.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가 지

속되는 것은 농촌이 어려워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학교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농촌

이다 보니까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

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8만 명의 학생 수 감

소가 예상되고 전교생 50명 이하인 학교도

150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수학과 어

과목에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평균 15점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교육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라북도만의

방법이나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농산어촌교육 실현을 위

해 무료급식과 함께 학부모의 학습비용을 경

감하고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나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

인재, 자원을 활용한 행복한 농산어촌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자원 인프라를 학교에 접

목하고 지역 또는 인근 기관들의 인재들을

상담 요원, 학교 특기∙적성 강사 등으로 위

촉하여 농산어촌교육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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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예정입니다. 특히 작고 아름다운 학교 만

들기와 미래형 농산어촌학교 모델 개발을 위

해‘섬진강 참 좋은 학교’사업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이로써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

들어 지역사회가 만든 행복한 농산어촌학교

를 전국에 적극 홍보하고 우리 전북지역 농

산어촌학교를 일반화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지난해 전교생이 30명인 임실덕치초등학

교를 섬진강 참 좋은 학교로 지정하고 나서

서울이나 광주에서 7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앞으로 전학을 오겠다는 사람이 10여 명 됩

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이

추진되어 내 고장 학교를 다녀도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촌학교에 한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과 같

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중심학교 육성과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출신 인력이

유리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까지 전국 농어촌 소규모 학교 1천

976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

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농어촌학교 통폐합 문제로 작년 초 농촌 지역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북에서의 통폐합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

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통폐합을 해

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지역 여건을 최

한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사회

성∙정서 함양 같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는 초등학교 4개교, 사립중학

교 2개교가 폐지되었습니다. 82년 통폐합 정

책이 시작된 이래 25년 동안 분교장을 포함

하여 우리 전북에서는 총 313개의 학교가 폐

지되었고, 27개 교가 통합 운 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지역의 지리적∙환경

적 여건을 면 히 검토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 한 신중

을 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학교가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체육의 센터 역할

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지역여건

상 소규모학교 유지가 필요한 학교에 해서

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소규

모 학교 통폐합과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여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사의 열정은 공교육을 우뚝 세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하는

교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학력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계실 텐데요. 

학력부진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빈곤에 따른 부모

의 무관심은 학생 본인의 학습 열의를 식게

하고, 가정에서 행해져야할 예∙복습을 등한

시하게 하죠. 또한 학교가 성적 상위자 쪽에

전라북도는 희망을 주는 농산어

촌교육 실현을 위해 무료급식과

함께 학부모의 학습비용을 경감

하고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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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심을 보이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

손이 누적되어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늘게 된

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습결손 학생이 발생 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담임선생

님의 책임지도제 수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

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교과 학습지

도를 확 운 하여 학습부진 예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부진아 판별을 매 학년

초에 실시하여 해당 학생을 방과 후 특별반

에 별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 지도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

사의 열의 있는 지도가 중요하므로 노력하는

교사에 한 표창,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의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올

해를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력신

장에 중점을 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력신장 추진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도 구성하여 운 하

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력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측정하여 보기 위해서는 학력평가 기

회를 중, 고 모두 1회씩 증회 운 토록 하

습니다. 또한 우수 교사의 해외연수 기회를

마련하고 표창을 통하여 전문직 응시 기회

특전 부여 등 열의 있는 교사의 자발적인 동

참을 통한 학력신장을 꾀하려 합니다. 방과

후 학교 교과 및 특기적성프로그램과 멘토링

제도 등의 확 운 을 위해서 지자체의 협

조를 구하는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으며,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참여시 학습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등 학력신장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로벌 마인드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계는 현재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

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결

해가야 할 교육 현안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웃 일본의 경우 교육재생, 미

국의 경우 NCLB법 시행 등 세계 각국에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해 말 해 주십시오.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세계

화∙지식정보화 시 에 세계 각국은 교육 개

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

육도 물론 학교평가, 교원평가, 초빙공모제

교장 도입 등으로 빠르게 교육환경이 변화하

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시 적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로벌 인재의 양성이 시급

합니다. 로벌 인재라하면 세계시민으로서

국제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를 지닌 사람이죠. 당연히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독창성, 창의력, 정보 활용 능력,

여러 지식의 종합력도 갖추어야 하겠죠. 그

러나 무엇보다 심신이 건강해야 하는 것 아

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은 바로 이러한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에 나가지 않고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불편 없이 의사소통이

일본의 교육재생이나 미국의

NCLB법 시행 등 세계 각국에

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우리 교육

에 있어서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해 말 해 주십

시오.



가능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를

폭 증원하여 1교 1인 이상 교육현장에 투

입하고, 창의력과 논리력, 종합력 배양을 위

해서는 학생 주도적인 토론 중심 교육방법이

과감하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앞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

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으로 국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한∙미 FTA 체결, 그리고 앞으로의 유럽∙일

본∙중국 등과의 무역협정은 교육개방을 더

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교육의

시장화에 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

러한 변화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FTA 체결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뿐만 아니

라 보통교육 분야에도 교육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준화 정책

과 더불어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학교 등이 운 되고

있으나 전면적인 교육개방에 비하여 현행

학교 운 형태를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

다고 봅니다. 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

별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 한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발전

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한마디로 말해 로벌 사회를 만드는 것입

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면서도

그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반도국

가의 이점을 살려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의

허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창의적이면서도 빨리 처리하

는 능력과 근면성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점

이잖습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로벌 마인드만 형성된다면 우

리나라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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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추진의 배경

한국의 교직은 교육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높은 직업적 안정성과 보수 수준의 인센티브를 갖춘 좋은 직업

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인 인센티브 시스템은 한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교직 진

출을 희망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직은 최근 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희

망 직업 순위로 남녀 모두에게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신입생 입학 성

적이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으로 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쟁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은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

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새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 다(2003).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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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OECD 국가들에서는 교사들의 고령화로 50 교사들이 30%~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이 10년 안에 거 은퇴하여 교직을 떠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학을 졸업하는 젊

은이들은 민간 분야보다 보수가 낮고 노동 강도가 높은 교직을 기피하고 있어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은퇴 교사들을 체할 신규 교사 유치와 기존 교사들의 이직 방지 방안에 고심하고 있

으며, 일부에서는 교사 부족으로 인한 학교의 붕괴 사태마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

수 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조적이며, 이러한 좋은 유인체

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좋은 조건이다.

한편, 우리 교원제도의 취약점은 우수 인재들이 한번 입직하면, 높은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정년인 62세까지 일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체계적으로 꾸준히 능력개발을 할 수 있

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으로 교실 안에서 독립적이

고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리 우수 인재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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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의이해

국내에서도 교원평가제의 필

요성에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2005. 11, 리

서치 앤 리서치). 국내∙외적

으로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하여는 이론이 없다. 



도,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역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확인해주는 피드백 없이는, 자칫하면 불

안한 주관성과 고립성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OECD 교

육국이 2005~2006 전략 목표로‘평생 학습 정책과 다른 사회 경제 정책들과의 연결

(Connecting Lifelong Learning Policy with Other Socio-economic Policies)’, 평가를 통

한 교육의 성과 향상(Evaluating and Improving Outcomes of Education), 품질 높은 교수

의 증진 (Promoting Quality Teaching)을 꼽았던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교원정책

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은 한국의 교원제도는 우수 자원이 입직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반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

서, 새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 다(2003). 많은 나라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를 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자기 개발의 기회

를 갖도록 하는 한편, 보수 승급에 반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교사법에 근거하여 우수 교사

를 인정하고 승진에 활용하며, 연수 목적을 위하여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온타리

오)와 호주에서도 중국과 비슷한 목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일본(동경, 오사카 등)에서도

우수교사 인정 및 승진, 전문성 신장, 부적격 교원 판별 등의 목적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미국(워싱턴, 위스콘신, 버지니아, 오하이오 등), 독일(바이에른 주), 국에서도 우수 교사

인정, 승진 자료, 연수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교원평가를 실시한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

를 인사에 반 함으로써 사실상 교사 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많다. 물론, 우리는 이들 나라

의 교직문화와 전통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2005. 11, 리서치 앤 리서치). 국내∙외적으로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하여는 이론이

없다. 이에 정부는 교원들에 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피드백

을 제공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자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의 도입과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 교원단체는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차등 성과급 지급 등 이미 제도화된 평가를 부정하는 한

편, 국민들이 교원들에게 요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화 또한 거부하면서 오직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세금을 납부하여 교육

재정을 지원하며, 교사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참으로 모순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교원들은 자율적인 평가 이

외에학생과학부모의피드백과동료교원들의평가를통한피드백을수용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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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과의 차별성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근무성적의 평정제도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교원 직무수행의 실적과 능력을 평

가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은 교감, 교장 등 관리직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총괄적 성격의 상 평

가이며, 개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왔다.

근무성적평정제의 개선에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94.3%의 교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2004. 11, KEDI). 정부는 2007. 5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여 동

료교사들의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근무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객관화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

무성적의 평정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모든 교원을 상으로 점수화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

성하기 위한 상 평가이며, 누구든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교사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도입된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역시 총괄평가이며 객관적인 차이를 내는 상 평가로

서 이의 제기에 비하여 변별력과 투명성을 제1의 원리로 하므로,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피드백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평가도

구의 투명화, 객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근무성적평정이

나 성과급의 차등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교원단체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론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곧, 인사와 보수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말이 일면 타당

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직문화에서 평가가 총괄적평가가 의도하는 선발과 연결되면, 마치

학입시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 목적에 입각한 평가 내용의 타당성보다 0.001점의 정확한 점수

의 차이를 내는 것과 그를 뒷받침하는 도구의 객관성에 더 민감하게 되어 결국 진단적 형성적

평가가 의도하는 환류 기능은 없어지고, 평가 결과의 왜곡과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승진

상자 또는 성과급 지급자의 선발에서 많이 보아 왔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와 보수에 반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교직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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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를 인사에 반 함

으로써 사실상 교사 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많다. 물론, 우리는 이들 나라의 교직문화와 전

통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법제화되면 결국 부적격 교원의 퇴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

는 것도 교원평가를 반 하려는 측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부적격 교원에 한 조치 방

안으로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직위 해제나 징계라는 충분한 제도가 있기 때문

에, 이와 별도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부적격 교원 책으로 사용한다는 것

은 당치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전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구안되어 있으며, 근무성적의 평정이나 성과급 평가에는 없는 피드백 기능으

로 진단적이며 형성적인 성격을 가진 평가로서 발달 지향적으로 운 될 것이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과 구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경우에는 직무 중 핵심 분야인 수업지도와 학생지도를 그 평가

역으로 하며, 교장∙교감의 경우에는 학교 운 을 평가 역으로 한다. 평가의 방법으로 동료

교사들은 평소 관찰, 수업 참관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경우에는 만족도 표기 및 의견 서

술 방식으로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목적에 맞도록 타당하고 객관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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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절차, 지표, 조사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하여는 개별 학교들이 각자의 특성

을 반 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 평가 도구가 객관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우리는, 인류가 시초부터 자연 현상인 빛의 단위를 럭스(lux)로, 소리의 크기를 데시덱

(db)로, 시간의 단위를 시∙분∙초로 길이를 미터(m)로 측정하는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가 도구가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전까지 평가를 할 수 없

다고 한다면, 이는 곧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인류가 오랜 경험

과 연구의 축적을 통하여 빛, 소리, 시간, 길이 등 자연 현상의 과학적인 측정 단위를 고안해 낸

것처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점점 더 객관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요

한 가치로 삼는 학에서도 각각 학문 분야에 따라 강의 평가 도구는 다르기 마련이며 계속 진

화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강의 평가 결과는 학 교수들의 강의의 질 개선과 학 교육의 내실

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피드백 결과에 따라 당해 교사는 자기 능력개발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를 제출받은 학교, 지역 또는 국가는 그에 맞는 교원능력개발 프로그

램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조는 피드백을

통하여 개별 교사들의 능력 발전이 필요한 분야들을 객관적으로 발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교사의 의무

지속적인 전문성의 신장은 국민 전체에 한 봉사자로서 교사들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 중 하나이며, 동시에 국민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즉,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교원의 사용자인 국민이 질 높은 교육

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교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이며,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역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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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받기 위한 교원의 능력개발평가 또한 교원의 당연한 직무이다.

교원의 능력개발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역을 발굴하기 위한 객관적인 진단

장치이며, 마치 사람들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적합한 처방을 받기 위한 정기 건강진

단이나, 여성들이 화장할 때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이, 교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

도이다. 객관적인 진단과 의사의 피드백 없이 본인의 자각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주관적인 처방

만 내린다면, 이미 병세가 깊어진 다음이거나, 병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처방을 내려서 회복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거나, 나중에 올바른 병명을 발견하여도 이미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더 높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개별 교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능력 발전이 더 필요한 부

분에 관하여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장치이다.

교원평가는 교육 활동에 한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나 학생이 하는 경우에는 인기 합 교

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 교사, 학생, 학부모 간 불신 관계가 심화되고 평가 결과의 왜곡현상

이 나타나 교사의 신분에 불안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불신하는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기 위하여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것이 필

요하다. 양방향 화의 증진은 행복한 가정생활의 전제 조건이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서로 피

드백을 주고 받으면 인기에 합하는 남편과 아내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신 관계가

형성되어 가정의 화목이 깨질 것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신생아일지라도 부모는 아기의 의사 표출과 의사소통 방식을 잘 수용하여야 하며, 노령의 부모

님들과도 의사소통을 잘 해야 한다.

건강진단을 하는 의사들도 내원자들을 문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만약 의사들이 문진 없이

어떤 처방을 해야 할지 판단하려면 상당한 시간의 관찰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내원자가 제공

하는 문진 결과 없이 의사의 주관에만 의존하는 진단은 부정확하고 오진을 내릴 수 있는 위험성

이 높다. 교사 역시 수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나 전문가의 평가 결과는 물론, 봉사

의 상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드백을 반드시 받을 필요

가 있다.

피드백과 양방향의 의사소통의 원활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신뢰 관계를 증진시켜 사제 관계의 파괴를 예방하고 일체감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더구나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도 발달 지

향적 교육의 과정이며, 교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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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의 의의와 기 효과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하여 교원들에게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적 요구의 확산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교

원능력개발평가의 근거 규정을 두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2006. 12월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 다. 이 법안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2007. 6월경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

러한 제도화에 바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더 수정∙보완되어 발전되면서 학교 교육의 발

전을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에 관하여, 제도적인 평가보다 교원의 자율성에 바탕한 자율적 평

가를 주장하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굳이 법제화를 하려는 이유는, 법률 문안에‘교원의 능력개

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라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인사와 보수가 연계된

다는 의혹을 불식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정

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간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적인 기반을 갖

춤으로써 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사들이 작성하는 자기 능력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학교, 지역과

국가 차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화를 통하여 교직 사회에는 상호 학습과 공유의 문화가 형성

되어 학교는 학습조직화되며, 교사와 교사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피드백을 주고받

는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신뢰가 증진되며, 교사들의 전문성은 더 신장되어 결과적으로 학교 교

육에 한 신뢰와 교육의 성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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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는 생존의 문제

21세기 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선진교

육시스템이란 것에 해 이견이 없다고 본다. 특히 한미 FTA 체결 등 국제화∙개방화의 이슈가

전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현시점에서‘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실 교육

은 시 를 초월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류문명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 수 십 년 전부터도‘교육개혁’화두가 전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으며, 무수히 많은

교육 정책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논의되고 추진되었던 그 많은 정책들은 뜨거운 논쟁과 정책실패를 반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명언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제시한다. 즉, ‘우수한 교사, 진정한 스승’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 . 이주호 국회의원 ||kyj0824@assembly.go.kr| 

교원평가 법제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제도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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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했을 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 21세기, 2007년 현재

에도 여전히 어려운 교육문제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국민

모두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민국의 교육

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도 체 왜 교육에 한 국

민의 불신은 높아만 가고, 교육정책은 항상 실패한다고 생

각되는가? 

그 이유는 첫째로 지난 30여 년간‘교육의 중요성’을 명

분삼아 중앙정부(교육부)의 과도한 개입과 교육 규제가 여

전했으며 이로 인한‘관치교육’의 심화는 자율과 창의에 기

반한 다양한 교육이 강화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 로 설정하여

원칙을 가지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나

당시의 상황과 여론에 따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했던 땜질

식 교육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 좌우’,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도의 의미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인 교육정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

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

다’는 명언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제시한다. 즉, ‘우수

한 교사, 진정한 스승’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

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인 것이

다. 그렇다면 과거에는‘교원의 전문성과 질 제고’에 해

우선정책으로의 인식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었나 하는 의문

이 남는다. 

그렇지는 않다. 1995년‘문민정부’하의 통령자문교육

개혁위원회에서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이

라는 보고서에서‘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정책’으로 능

력중심 승진∙보수체계로의 개선과 이를 위해 교원에 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능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다음 정부인‘국민의 정부’하에서의 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1998년‘교육비전 2002’

와 1999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2001년의 교직발

전종합방안 등에서는 교원승진∙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교

원직무수행 기준과 교원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 으며, 그 다음 정부인 현 참여정부의 공약사항

에까지‘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문제’는 10여 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매번 과제 설정만 하 을 뿐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여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

지 못하 다. 또한 평준화 고수와 교육의 다양성 추구 사이

에서 원칙 없이 혼란만 부추긴‘입시정책’이나 학의 자율

성 훼손이라는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해 온‘3불 정책’등에

치여‘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문제’는 어느새 우선순위에

서사라져버리기도했다. 게다가2004년2월에는아예‘사교

육비 절감 방안’이라는 정책 속에 포함되면서 목적이 변질되

고, 인과관계가뒤바뀐부수적정책으로전락하기도하 다. 

최근 몇 년간 촌지 문제나 과도한 체벌문제, 솜방망이 교

원징계 사례 등 소위 부적격 교원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원에 한 사회의 문제의식은 점점 날카로워지는데, ‘우

수 교원양성 및 교원 질 관리’정책은 각종 시범실시 사업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정책

에 한 불만과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다 학부모단체

들의 항의와 국민적 여론에 떠 려 교육부는 작년 말‘교원

평가’입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 다. 

‘교원평가’의 문제는 법제화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도

이자 지름길이다.

근본적 해결이 매우 어려운 교육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

가 다원화 될수록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립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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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들이 불거진다. 결국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정권’의 부침이나 교체에 관계없이 중요한 정책을 원칙을

가지고일관되게추진할수있는토 를마련하는것이다.

‘교육제도∙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 이념 구현

교육이 백년 계라고 통칭되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미래

를 내다보는 전문적인 비전(전문성)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

성(자주성), 교육주체들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체계성과

독자성(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

적 중립성 및 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 ,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교육제도∙교육재정∙교원지위에 관한 사항들은 국

민의 의견을 수렴한 법률로써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토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들이 법

률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의 부령이나 규칙, 혹은 시범 정책

의 형태로 추진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약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년 계라는 교육정책이 정권이나 주무 장관이 바뀔 때 마

다 수미일관되지 못하게 바뀌거나 말뿐인 정책이 되는 경우

가 허다하다. 그 표적인 사례가 전자의 경우 법률에 근거

하지 못한‘평준화 정책’이나‘3불 정책’이며, 후자의 경우

가‘교육과정’문제, ‘교원평가’등의 정책들이다. 

특히 교원평가의 문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궁극적으

로 우리 교육의 질 제고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는 교사 양

성∙임용∙평가∙연수 등의 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란 점과 이를 위해서는 정

부와 단위학교의 역할 및 기능 등이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

어 국가 차원에서 매년 행∙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뒷

받침되어야 할 역이란 점에서 법제화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학교평가’법제화

라 할 수 있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국

가와 단위학교 사이의 지도∙감독권 행사의 하나이자 국민

의 교육기본권 및 이에 수반되는 학생∙학부모∙교사∙학

교설립자∙국가 등의 권리∙권한 사이의 일부 충돌이 불가

피한 제도이다.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정부는 1997년 12월에「초∙중등교육법」을 개

정하여 동법 제9조에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에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평가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교원평가의 문제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

생의 학습권, 국가나 학교의 지도∙감독권 등이 교차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학교평가제도 법제화와 비슷한 의의를 지

닌다. 반면‘교원평가’의 문제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나 나아가 각 교육주체들의 입장이나 의견

립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평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 따라서 도입시 보다 정치한 제도로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교원평가’입법안

이 교육상임위에서의 논의나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

며 교육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가장 합리

적이고 바람직한 시스템으로 제도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합리한 근평제도 폐지와 평가∙연수∙승진 연계의 합

리적인 인사시스템으로 개선

다시 말해 교원평가의 문제는‘법제화’자체가 목적이 아

니며, 원칙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에

서 지난해 말 제출한‘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의 교원 승진∙임용을 위

한 근무평정제도와 별개로 시행되는 자기 연찬용 평가라는

점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는 정책이자 단히 미흡한

미봉책이라 볼 수 있다.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단순한‘자기

개발’을 법률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은

없으며, 어느 직업도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역에서의 노

력과 그 성과를 반 하는‘평가’시스템이‘인사나 승진’시

스템과 완전 분리되어 별개의 트랙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없

다. 

예컨 , 교사와 비슷하게 헌법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항

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2항‘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 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와 제7조(중앙인사

위원회 설치), 제40조(제2항‘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등의 법규정을 통해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인사∙승진시스템 속에서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제도화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라는 것이 직접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활용됨

을 목적으로 하면서 연수나 승진, 성과급이나 교사 배치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별개의 제도로 존재한다면 이는 법적

실효성이 없는 형식상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

다. 비록 교직이 특수 전문 직종이기는 하나 수업지도, 생활

지도 등 다면적인 교사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개발, 효율적

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 내에서 제 로 진단이

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완해주는 내실 있

는 연수제도와 인사상의 메리트가 총체적으로 개선∙강화

된 제도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연공서열이나

각종 형식적인 경력관리(능력개발과 거리가 먼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연수시스템, 나이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연수 평

가,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각종 형식적인 회 입상 등)이

아닌, 수업지도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열심

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 로 평가받고 보람을 느끼는 제

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 로 경험상 학생생활지도

가 미흡한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교원 멘토링 제도와 같은

장학제도, 교장승진을 위한 연수가 아닌, 빠르게 변하는 시

에서 전문분야를 업데이트하고 연계분야에 한 지식과

경험을 넓혀가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상급자와 교육청에

게 잘 보여야 하는 승진 시스템이 아닌 동료 교사들이 인정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열의 있는 교사가 승진될

수 있는 다면평가 시스템과 연결될 때 교원평가는 성공적

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근무평정제도는 폐지하고 새로

운 교원평가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새 교원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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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의 문제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국가나 학교의 지도∙

감독권 등이 교차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학교평

가제도 법제화와 비슷한 의의를 지닌다. 



는 교원의 수업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 학급경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역을 포괄하도록 설

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평가 결과는 민간과 연계된 다양한

맞춤형 연수와 승진, 보상 등 인사조치에 반 되고, 평가∙

연수의 결과는 누적 관리되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능력부족 교사에 해서는‘맞춤형 연수’와‘심화평가’

가 실시되도록 하고, ‘교원 컨설팅 제도’를 병행 실시함으

로써 교원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으로 활용되는 평가가 아

닌, 교원 전문성 강화를 끝까지 책임지는 진단 평가가 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교원평가의 기준 개발이나 연수∙인사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콘텐츠와 시스템 개발 등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

여 분야별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반 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주기, 평가항목 비율,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 시행방안

에 해서는 각 지역과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게 나름의 요

구와 현장 실정을 반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세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교사

(학회나 연구단체 등을 통한 평교사와 교장∙교감)들과 교

육전문가들, 학부모∙학생(만족도 조사 등)의 참여가 제도

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다. 

이러한새제도의실현을위해필자는2005년10월새로운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을 위한「초∙중등교육법 개

정안」과「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 다. 이후 늦은 감

이 있으나 작년 말 정부안으로도‘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도입을 위한「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17 국회가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하루속히이법안들이

국회의교육상임위에서적극심의되도록노력할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필자가 표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

우를 간략히 도식화 한 시뮬레이션 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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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발전

위원회
평

가

실

시

일반

연수

이수자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부족한 부분에 한

연수프로그램 중 본인이 선택하여 연수 이수

�누구나 연간 일정시간 연수 이수

�해당 역의우수

교사(교사연구회) 및

전문가(학회)로구성

��

�

�

�

�교원 컨설팅제도

�교원 멘토제도

�

�

�

특별

연수

이수자

평가

및

연수 결과에

따른

보상

실시

인사

자료로

활용

(선임∙수석∙

공모교장임용

및

능력부족교사

의 판별 등)

∙ 평가기준

∙ 평가도구

∙ 연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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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현재의 공교육 위기 해소나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선이 교원평가

실시가 되어버렸다. 정부를 비롯하여 학부모단체, 언론 등이 모두 나서 한국 교원 평가기재의

미비 혹은 부재를 거론하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원 전문성 함양을 통해 교육발전이 도모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위기로 별되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

방편을 침소봉 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교사들은 교원평가에 해 사실 그토록 민감하게 반

응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껏 해온 바 로 학생교육에 한 애정과 열정을 갖는다면 부담을 가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가 자체를 부정한다면 전문직인 교직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할

우려마저 있다. 다만, 교직정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모든 교육 문제를 교원평가를 통해 교

원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를 경계한다. 사실, 교육부와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간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교원평가 도입과 병행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약속도 이행되지

| .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 부회장 || hione@kfta.or.kr | 

평가의 기본 취지에 반 하지 않으니 일단 법제화 한 후 세부사항은 추후 하위법령에 반 하거나 보완하면 되지 않겠

느냐는 식의 논리는 1만 개가 넘는 학교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 한 올바른 교원평가는 시행착

오를 통해 해보자는 주장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이 아니다!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이 아니다!



않고 있어 정부에 한 신뢰도 무너진 상태다. 과도한 수업

시수와 학급당 학생수, 넘치는 잡무 등 교육여건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데 단순히 체크 리스트(check list) 방식의 학

생,학부모에 한 교원평가만으로 교원전문성이 향상되고,

학교교육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 를 하는 교원은 그리 많

지 않다. 다만, 높은 국민적 지지나 여론의 호응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임기내에 치적쌓기식 강행추진을 숨가쁘게 추진

하는 교육부만 애가 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교총이 리서

치 앤 리서치와 공동으로 시범실시 학교 교원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 설문 응답 교원

756명 중 93.8%가“더욱 충분한 시범운 기간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교원평가 법제화가 우선이 아니다.

평가의 기본 취지에 반 하지 않으니 일단 법제화 한 후 세

부사항은 추후 하위법령에 반 하거나 보완하면 되지 않겠

느냐는 식의 논리는 1만 개가 넘는 학교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 한 올바른 교원평가는 시행착오를 통해 해보자는 주장

이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교원평가가 갖는 긍정성만 강조하지 그에 따른 여러 부작

용에 해 교육부나 학부모단체는 소극적 접근을 갖는 것도

문제다. 교원 간 인화나 협력 활동의 저해, 사제 간의 위화

감 등 이미 교원평가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겪고 있는 수많

은 문제점에 해 보완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개인별 직접 평가는 교사 및 수업에 한 직접적

인 정보 부족으로 평가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 및 경 에 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교원평가를 인사 및 보수에 반 치 않는다는 정책적

확실성이 보장될 때 교직사회의 불안도 해소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실패 원인이 충분한 준비와 학교현장성이 착

근되지 않은 데서 기인된 바 크므로 교원평가도 법제화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학교규모, 학교급별, 교과목별, 학년별

등의 다양성에 한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구완된 올바른

교원평가 모형 마련에 치중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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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 교원평가 시범실시 67개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

조사방법 ∙ 전화조사 (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 ∙ 임의 추출

표본크기 ∙ 총 유효샘플 756명

조사기간 ∙ 2006년 8월 30일 ~ 9월 5일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 허용 오차는 ±2.6% point

1) 한국교총-리서치 앤 리서치 공동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상

전화여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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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교직사회 최 화두는 공교육 위기 극복의 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교원평가시

스템의 도입이었다. 교원평가만큼 국민적 관심을 야기한 교육현안도 드물며, 이제는 새로운 교

원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진부할 정도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문제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수없이 보도되면서 국민 전체를 상으로 충분한 학

습이 진행되었다. 교원평가는 더 이상 교원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의 로드맵으로 선

택된 시 적 과제이다. 교원평가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 신장에 기여해야

하며, 학생지도에 열중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교원

평가제는‘근무성적평정’이란 협소한 개념으로 1964년부터 지금까지 운용됨으로써 21세기 지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세분된다. 이러한 교원 역할에 한 평가

는 학교조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 

| . 전제상 경주 학교 교수 || jsjeon@gju.ac.krt | 

학부모 및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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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사회의 시 정신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이유에는 여

러 가지가 있다. 

기존 교원근무성적평정의 목적은 주로 승진용도에 국한

되어, 근평은 곧 승진이란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 다. 근

평은 모든 교사들에게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작용하기보다

승진에 관심 있는 일부 교사에게만 의미있는 경쟁으로 작용

하 다. 특히, 기존의 근평은 교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도

덕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교

사와의 잘못된 만남은 학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

적∙신체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교사의 승진과정에서

교감 및 교장의 평가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교사는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이러한 폐

쇄적 교원평가시스템은 공정성, 신뢰성을 기 하기 어렵게

한다. 기존 폐쇄적 운 체제를 개방적 운 체제로 전환해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

부모∙학생의 교원평가 참여기회 확 는 학생의 배움에 관

한 권리, 즉 학습결과에 한 책무성이다.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도입에 한 격렬한 논의 끝에,

정부는 2005년 11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

원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시범학

교를 지정∙운 하 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교

원단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합의된 일치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힘겨루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원단

체의 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원평가제

가 학교현장을 황폐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등 상반

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 도

입에 따른 교육공동체 간 립과 갈등의 원인은 교원평가시

스템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교원평가시

스템에 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데,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교원평가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표적인 쟁점의 하나가 바

로 평가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교원평가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의 사람에 한 평가,

즉 주관적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타당

한 평가준거를 새롭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름의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는 교사와 관리자가 학교

교육의 결과에 한 책무성을 공유하는 총체적인 노력으로

교사가 평가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

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이 요구

된다. 평가방법의 다양화가 최근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는 소수의 평가자보다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과정에 참여함

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는 현실적인 인식 때문이다. 

교원평가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교원다면평가제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면평가란 기존 관리자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피평가자 한 사람에 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원평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자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학생 및 학

부모 평가 등으로 평가방법을 유형화할 수 있는데, 각각의

평가유형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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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평가유형 중에서 가장 논란이 심한 것이 바로 학부

모 및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방식이다.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세분된

다. 이러한 교원 역할에 한 평가는 학교조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교원의

평가 결과가 승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학교

조직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개인적 편견이나 정실, 주관

등에 따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조직의 관리자

인 교장과 교감이 교원평가에 해 인식하는 객관성 및 공

정성과 실제로 교원의 직무수행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

가하는 것은 별개로 작용하고 있다. 교원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원의 직무수행 결과에 한 객관

적 지표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양적 지표

를 찾아내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 평가가 지닌 효과는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반 하기 용이하며,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

한 소속감 증 효과가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평가자의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수

있으며 집단의 분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으며, 교원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학부모로서 평가에 한 반 급

부를 두려워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잘못하

면 인기투표가 되어 학생을 편하게 해주는 교사가 높은 평

가를 받고, 학생의 버릇을 가르치거나 인내력을 길러주려는

교사는 상 적으로 낮게 평가 받기가 쉽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 이상과 같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가 갖

는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의 장∙단점이다. 현실적으

로 교사를 가장 잘 아는 상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은 교

사를 평가하는 데 핵심 자원(source)이다. 학생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수∙학습활동의

주된 상으로서 교사의 수업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적절한 위치라는 점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가 필요하

다. 현실적으로 교실이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활동은 그들만의 암호로 이루어진 블랙박스

(black box)의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생에 의해서만

평가가 가능한 교수∙학습활동이 존재한다. 특히 교사와 학

생 간의 의사소통 형태, 교수∙학습 내용에 한 명료성, 교

육활동에 한 열정이나 열의, 교육내용에 한 질문의 적

절성 등에 관해 가장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는 학생이 교사평가

의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에 한 논의보다는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을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는 교사들에게 의미있는 정보(source)를 제공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닌다. 학생을 평가자로 참여시킬 경우 교사의 교

수∙학습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피드백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안 학생들이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관한 효율성

을 평가함에 있어서 찬반의 의견이 첨예하게 립되어 왔

다. 여기서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학생들이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을 평가할 만큼 전문성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개별적인 것들이

기 때문에 학생들에 의한 교수∙학습활동 평가는 결국 교사

개인의 개인적 인기도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학생들에 부

과되는 과제의 양이나 시험의 곤란도, 성적 등에 의해 감정

적으로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는 평

가자로서의 책무성의 측면에서 나름 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교수∙학습활동 평가가 상당한 신뢰

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현재 학

에서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평가결과는 교수업적 평가의 중요한 잣 가 되고 있듯

이, 초∙중등학교 교사들도 학의 교수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교사의 교수∙학습활동에 한 학생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의 지적 발달수준을



고려한 교사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의 경우에는 평가에 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한계가 현실

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

사의 교수∙학습활동에 한 평가는 가능하다. 학생에 의한

교사평가의 정보는 교사 개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

용되기 보다는 교사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여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 참고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생평가의 결과가 교사평가시스

템의 운 에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성이나 타당성은 부족하

더라도 교사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 

둘째는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평가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들의 교육

에 관한 납세자로서 교사평가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

이다. 특히 최근 공급자 위주의 교육정책 운 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한 학부모 참여는 교육권 보장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지닌

다. 최근에는 학교운 위원회 등을 통한 학부모의 학교운

전반에 관한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학부모의 학교 및 교원

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학교정보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

되면 더욱 증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새로운 교원평

가시스템 시범운 에서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시사하

듯이 학부모의 교사 수업평가는 나름 로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학부모는 공개수업 참여를 통해

교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부분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통한 간접 정보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학부모의 교수∙학습활동 참여는 자녀의 교육을 위탁

하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

다. 자칫 학부모가 교사에 한 부정적인 평가결과로 인해

자녀가 손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동시

에 가진다. 따라서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학

기별로 수업지도 능력, 태도 및 자질, 기본 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평가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방법을 채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현재와 같이 시범학교에 운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방법을 단계적으로 확 ∙발전

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

정부는 2005년 말부터 지금까지 교원의 직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을 구안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준거의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그것이 본질적

으로 사람의 사람에 한 평가이므로 아무리 타당한 평가준

거를 새롭게 설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평가준

거는 이를 사용하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이를 공정하고 신

뢰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평가시스템의 발전을 기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에 한 학생 및 학부모

의 평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일

련의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의 입장에서는 학생과 학부

모의 교사평가 참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

여 교원들이 무조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반 한

다는것은 논리적으로나현실적인측면을고려해볼때 한계

성을 가진다. 다만 교원평가의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의 결과

를 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따라평가자의역할과의무가달

라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

다. 특히 학부모는 교사에 한 평가참여가 교육수요자의 권

리로서 충분한 정당성을 갖지만 참여방식과 평가결과 등에

한 기본적인 평가요건이 구비되어야 교사들로부터 공정성

과 신뢰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

다. 정부는 앞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학생 및 학부모의 교사평가에 관한 바람직한

참여방식이 무엇인지에 해서 안 개발에 주력하는 등 교

육공동체의합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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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한 학생에게 성숙한 어른들이 답변할만한 질문들을 한다거나 교육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

는 질문들을 한다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 .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표 || jhyun0233@naver.comt | 

학생과 학부모, 
평가자로 적절한가?

2005년 2학기부터 올해 3년차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사평가제 시범운 을 해 오

고 있는 중이며, 교육부에서는 2008년 전면 실시를 위해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률안을 마련하

여 국회에서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전히 교원단체들의 교원평가제도

법제화 반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교원단체의 반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교사평가제

에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는 부적절성을 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을 반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미

성숙하여 교사에 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평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은 교사 및 수업에 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에

한 직접적인 평가보다는 학교운 및 경 에 한 만족도 조사 참여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인 학교가 교사와 학생∙학부모를 평가자와 평가 상자로

구분하여 립시키는 방식의 평가제도는 교육공동체의 근

원을 파괴하고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교육적 신뢰 관계

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 의한 감정적∙편파적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평가 경향을 읽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학생들의 반응에 한 피

드백을 받는 중요성에 비하면 일부의 우려는 학생들에

해 평가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에 해서 갖는 우려 역시 실제 학부모 만족도조

사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 우려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

지 알 수 있다. 그 지표들은 교육전문성이 있거나 교사에

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응답할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다.

가령‘자녀가 선생님의 수업을 흥미 있어 합니까’, ‘선생님

은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십니까’, ‘선생님

은 자녀의 학습활동에 한 지도나 상담을 자세히 해주십니

까’등 부모라면 누구든지 답변이 가능한 질문들이다. 학생

과 학부모에게 동료교사 평가 지표와 같이 수업과 평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언뜻 미

숙한 학생과 학교 사정도 잘 모르고 교육전문성도 없는 학

부모에게 평가를 받는 일이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

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에게는‘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

히 설명해 주신다’, ‘선생님의 목소리 크기와 말의 속도는

적당해서 알아듣기 쉽다’,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 주신다’등 유치원 아이들도 즉답이 가능한 지표들이다.

미성숙한 학생에게 성숙한 어른들이 답변할만한 질문들을

한다거나 교육전문성이 없는 학부모들에게 전문성을 요구

하는 질문들을 한다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겠지만 전

혀 그런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파괴도 그렇다. 교사가 1

년 동안 가르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및 만족도가 어

떠한지 피드백을 받는 교사가 신뢰를 받겠는지 아니면 아무

런 공식적인 피드백 과정도 실시하지 않는 교사가 신뢰 받

겠는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전자제품 수리 하나를 받고 나서도 서비스에 한 만족도

조사를 받곤 한다.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전자제품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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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수요자로서 만족도 조사

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에 이의를 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사회에서는 지극히 당연하

고 정당한 일도 교육에서만은, 학교에서만은 비상식적인 일

이 되곤 한다.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엄 한

의미에서 평가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다. 평가를 통해 지

도와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참고용으로 해당

교사에게 전달하는 초보적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라고 이름

붙이기보다는 만족도조사 그 자체로 불러야 한다.

이렇듯 만족도조사의 지표들이 학생과 학부모만이 가장

잘 파악하여 응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자꾸 학생

과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초보적인 반 논리

만 계속하는 것은 반 를 위한 반 , 선동을 위한 진실 왜곡

을 하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왜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사평가로 인해 교사들을 서열화하여 학교를 경쟁의

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평가방식에 있어 각 평가 지표에 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

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야 서열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

평가나 총점 합산 방식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열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교사평가를 지연시키는 데 힘을 쏟기

보다 오히려 가장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방식을 개발

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교원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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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것을 반 하는 이유를 들

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은 미성숙하여 교사에 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평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원 평가의 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원 평가의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원 평가1)  활용 방안의 고찰은 교원 평가의 목적과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이하 근평제)의 그

것과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명확해 질 수 있다. 교원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장∙교감

의 경우, 학교 경 에 한 전문적 직무 수행, 지도성 및 교육활동지원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

교 경 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원 책을 강구함으로써 학교 교육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Summer

40

개별 교원이 받는 교원 평가 결과로써의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원 평가의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달

성될 수 있다. 개별 교원이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가에 따라 교원

평가 결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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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의 결과 활용은
그 자체가 교원 평가의
존재 이유이다

1) 2007년부터“교원 평가”는“교원능력개발평가”로 개칭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은‘교원능력개발평가’이
지만 본 내용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교원 평가’로 칭한다.



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교육에 한 신뢰를 제고함에 있

다. 교사의 경우에는, 교사의 수업 및 학생지도 전문성 진단

을 통한 전문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평가 및 결과 활용을

통해 교사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성취동기를 유

발함에 있다. 요약하자면 교원 평가의 목적은 교원의 학교

운 또는 교수∙학습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근평제의 목적은 승진, 전보 등의 인사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교사들을 서열화, 차별화하는 평가로 외재적, 보

상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원 평가와 현행 근평제와

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성 개발 자료 제공을 목적으

로 형성평가 형식의 교원 평가는 현재 인사 자료로 활용되

고 있는 총괄평가 형식의 근평제와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형성평가로써의 교원 평가는 교원의 능

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

모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진

단하여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만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도구이므로 평가

결과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면평가방식으로써의 교원 평가, 그 피드백이 중요하다

교원 평가가 현행 근평제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은 다

면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평제는 <표 1>

에서 제시한 로 상급자 위주의 평가이다. 근평제는 상급

자 평가이고 인사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결과에 한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는 다

르게 교원 평가의 경우, 교장, 교감,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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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의 결과를 통해 교사별로 자신이 원

하는 역에 적합한 전문가(교사)를 연결하여

수업 개선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고 단위학교

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구 분 < 교원근무평정제 (현행) > < 교원 평가제 (시안) >

목 적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 교원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

철 학 서열화, 차별화 평가/외재적∙보상적 가치에 중점 기준부합 판별 평가/내재적∙본질적 가치에 중점

상 교사, 교감 교사, 교감 및 교장

평가자 상급자(교장, 교감)
교원 전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 간 관찰)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평정요소
교장, 교감 : 장학활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기 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지표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 )

방 식 총괄(summative) 평가 형성(formative)평가

방 법 상 평가 절 평가

환 류 결과 비공개 → 환류(피드백) 미흡 결과 통보 → 환류(피드백)조치 수반

<표 1> 근무평정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비교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감 : 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방식을 사용

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한 평가로, 평

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 하며, 평가 결과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므로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평가

자의 능력 발전 도모가 가능한 방식이다. 다면평가가 성공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가 결과

가 반드시 피평가자 본인에게 피드백 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러므로 다면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는 교원 평가의 성

공 조건 중 하나도 바로 평가 결과의 올바른 피드백에서 출

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가를 받은 사람에게

평가의 결과를 올바로 전달함으로써 피평가자가 평가 결과

를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다면평가방식의 교원 평가의 주요 목적이면서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교원 평가의 결과 활용,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이다

개별 교원이 받는 교원 평가 결과로써의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교원 평가의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달

성될 수 있다. 개별 교원이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가에따라 교원 평가 결과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교수∙학습 방법에

해 되돌아보고 동료교원의 충고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발

견하여 연수와 자기 개발 노력을 통해 전문적 지식 및 교

수∙학습 방법을 지닌 교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동

료교원의 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부정한다면 동료교원과의

신뢰는 무너지고, 학생∙학부모들에게 불신을 가지며, 자신

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발전의 좋은 기

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교원 평가 결과는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인사 자료로사용되는것이 아니라반드시교원 전문

성 신장을 위한 기초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

부와 교원 및 교원단체들과의 약속이며,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로써 분명히 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약으로써의

교원 평가 결과 활용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다.

자기 성찰의 기회

우선 교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와 만족

도 결과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교장의

경우, 현행 근평제에서 평가자로 참여할 뿐 평가를 받는

상이 아니다. 물론 학교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

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경 에 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평

가의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교사도 마찬가

지이다. 공개 수업이나 기타 장학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

능력 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만 동료교원의 평가뿐만 아니

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제는 없었다.

이에 교원 평가를 통해 교장(교감)의 경우 동료교원 및 학부

모들에게 학교 운 에 한 평가 및 만족도 결과를 받음으

로써, 교사의 경우 동료교원 및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수∙

학습 및 생활 지도에 한 평가 및 만족도 결과를 받음으로

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수업 관찰을 통한 수업력 제고

교사는 공개 수업을 통해 동료교사의 수업의 장단점을 파

악하여 자신의 수업 능력 개선에 도움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개 수업의 횟수는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과 학

교 업무로 인해 동료교사의 공개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

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학년(초등) 또는 동교과

(중등) 동료교사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교수∙학습 방법을

반성하는 것은 개별 교사가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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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수업평가 전문가들은 언급

하고 있다. 

교원 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 특히 교사에게 동료

교사의 수업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교원 평가

의 동료교원 평가는 공개 수업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연

구 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실시된다. 또한 시∙공

간적 제약으로 인한 수업 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업을 녹화하여 교사들이 원하는 시간에 동료교사의 수업을

볼수있는방법을제시하 다. 실제로많은수의2006년교

원 평가 시범학교에서 캠코더를 활용하여 수업을 녹화하

고 녹화된수업 내용을교사들이원하는시간에봄으로써동

료교사의 다양한 수업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교원 평가

를 통해 교사는 동료교사의 수업을 충분히 관찰하고 자신의

교수∙학습방법과의비교를통해수업력을제고할수있다.

맞춤식 연수 가능

동료교원의 평가 및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

원 자신은 자신의 장단점을 진단, 파악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특히 자신의 단점 파악을 통해 자신이 이를 어떻

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한 답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연수, 교원의 책무로써 참여하는 연수

가 아닌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수, 권리로써의 연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즉, 교원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단점을 최 한 보

완할 수 있는 맞춤식 연수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속한 학교

에 맞춤식 연수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원 평가를 통한 맞춤식 연수뿐만 아니라 수업 개

선을 위한 개별 컨설팅도 가능하게 된다. 교원 평가의 결과

를 통해 교사별로 자신이 원하는 역에 적합한 전문가(교

사)를 연결하여 수업 개선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고 단위학

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자율적 학습 조직 활동의 활성화

교원 평가를 통해 자신의 단점을 파악한 교원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교원과 교사 학습 동아리, 학년별 또는

교과별 교사협의회, 기타 세미나나 워크숍 등과 같은 전문

성 신장 활동을 위한 학습 조직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

법은 연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

문성 신장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율적 학습 조직을 구성하거나 연수에

참여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학교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

거나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 조직을 구성하는 정도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무척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2001년

OECD 통계에 의하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

리나라 교사의‘지난 3개월간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출석’

비율은 전체 교사의 약 30%로 거의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

었다.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

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 연수에 참여함은 물론 적극적으

로 학습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의 학습 조직 활동은 교사의 타율적 책임이 아니라 교

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자율적 의지이고 노력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의 노력으로만 단위학교 내 학습 조직이

구성될 수 없다. 학교 전체가 학습 조직이 되어야 하고, 학

습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의 끊임없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위학교 주도의 연수 가능

단위학교 학교장은 교원 평가 종합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개개인의 교사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학교

의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교장은 개개인의 교사가 요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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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든지 아니면 교사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교사를 상으로 전반적

인 교사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단위학교에 맞는 연수를 교사들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수 활동의 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교사의 연수 참여율을 극 화하여

연수를 효율적으로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이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재 연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원이 원하는 내용보다는 형식적이고 현장과

괴리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

고 있고 교원들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 즉, 현장에서 필

요한 실제적 내용보다는 이론에 입각한 내용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이 원하는 연

수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가는 교원 평가의 결과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교원 평가의 결과와‘연수희망서’, ‘자기

능력개발계획서’등을 통해 학교장은 단위학교 교원이 원

하는 연수 내용 및 프로그램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연수

수요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행∙재정적 지

원 사항에 해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청은

관할 단위학교의 연수 수요 조사를 수합, 분석하여 현재 교

사들의 원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이 원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설

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교원 평가를 통해 단위학교 및 교육

청은 교원들이 원하는 연수 내용과 프로그램에 한 별도의

의견 조사 등이 필요 없이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 및 프

로그램으로 연수를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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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학교장은 교원 평가 종합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개개인의 교사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학교 교

사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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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인

가?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 교육

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교원 평가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는 사교육비 경

감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마디로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원(사교육)을 능가하는

입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시

작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교원을 등

급화하고 우수 교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능력

이 부족한 교원에게는 연수를 시키는 것이

주요한 원리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

를 중심으로 25만 명이 넘는 교원들이 교원

평가제도에 반 하는 서명에 참여하자 교육

부는 상 평가 방식을 절 평가 방식으로 전

환한다. 이러한 와중에 교원 평가의 목적은

전문성 함양이라는 지고지순한 목적으로 거

듭 나게 되었다.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평가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교원평가 제도 도입에 따른

국과 미국에서 교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한 논쟁이 제기되는 것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교원 개개인에 한 컨설

팅을 실시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 예산을 교육 여건 개선과 교

원의 연수 활동에 투입하자는 것이 반 측의 논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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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내역에서 교사 일인 당 3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

하고 있다. 교원 평가에 한 문항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비

용인 것이다. 이미 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의 평가제 역

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평가를 신하고 있

다.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제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들의 평가에 의한 자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

의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활동을 개선하는 활동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

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설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은 아닌 것이다. 실제 전문성 평가라는 명목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교원 평가는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과 미국에서 교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한 논

쟁이 제기되는 것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교원 개개인에 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에 관한 것

이다. 그 예산을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의 연수 활동에 투입

하자는 것이 반 측의 논리인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

국 국가교육청의 통계 자료를 통해 교원에게 책무성을 묻는

정책보다 교원을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하는 것

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현 시점에서 교원 평가를 실시

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시범 운 중인 교원

평가제도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

부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 여론이 유리한 교원 평

가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국

민들의 불만을 교사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교사들의 항

변에 해 교육부는 과연 어떠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원의 전문성 함양은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연구하는 학교가 되도록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

다. 또한 교육부가 교원평가 제도를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

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

로 개선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 교원들은 여전

히 10 과목이 넘는 교과를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가르치고

있다. 농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2개 학년

을 한 교사가 지도하고 있고, 겸임교사라는 이름으로 3개

학교를 보따리 장사로 다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러한 학교에서 부실한 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교원평가

에 참여한다고 해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교원평가를 둘러싼 립과 갈등과 반목으로 이미 교사들

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교육부 역시 정책 목표를 상실한

교원평가 제도를 관철하는 목표만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엄

연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다시 만

나서 논의해야 하는 출발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에 한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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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 제도는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는 사

교육비 경감 방안 중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

마디로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원(사교육)을 능가

하는 입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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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정책

최근 일본에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신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안되고 있으며, 그 중심적인 자리에 교원

의 질 관리 정책이 있다. 특히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응, 교원면허갱신제, 교원전문직 학원 설치 등은 그 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교원 관련 논제들에 한 획기적인 개혁정

책들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교육관리직의 희망강임제, 민

간인 교장제, 사회인 교사제, 교사 공모제 등 새로운 정책들

이 계속적으로 구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편

으로는 교원 내부의 과감한 질 관리를, 다른 한편으로는 일

반 사회의 인재 입 등 교원 세계의 개방화를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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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종전 정책들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부 조

정 차원에서 취해진 부적격 교원에 한 응과 교원면허갱

신제에 해서는 교원측의 불만과 반 에도 불구하고 60세

정년까지 직업적 안정이 보장되었던 이른바‘철밥통’의 교

원세계에커다란변화요인이될것이라는사회적기 가모

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최근 교원정책은 유사한 과제

를안고있는한국교육계로서매우관심이가는부분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최근 일본 교원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지도력 부족 교사에 한 응책과 면허 갱신제도

를 중심으로 그 도입 배경과 경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을 살피고 그것이 우리 교육계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응

일본에서 부적격 교원 문제가 전문성 제고 정책과 연관되

기 시작한 것은 1984년의 임시교육심의회(이하 임교심)에

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내각총리 신으로부터 교육개

혁에 한 자문을 받은 임교심은 초등, 중등 교육 개혁을 심

의하는 제3분과회의에서 부적격한 교원 문제를 논의하

고, 그에 한 구체적인 응 방안으로「교직적성심의회(가

칭)」설치를 구상, 제안하 다(1986년 1월).

이 문제는 다시 중앙교육심의회(이하 중교심)가 답신「21

세기를 전망한 일본 교육의 기본 방향에 해서(1996.7)」에

서 교원으로서 적격성을 결여하고 있는 자에 해서는 인사

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논의의 불이 당겨

졌다. 이후 이에 한 논의가 중교심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2000년, 총리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는 17개 제

안을 하면서 지도력 부족 교사 응 문제를 언급하 고, 이

듬해 문부과학성은‘21세기 교육신생플랜 (2001.1)’에서 이

에 한 타임스케줄을 세우면서 정책 수립을 본격화하 다.

이 플랜에서 문부과학성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보상’되

고‘평가’되는 체제를 만들고, 가르치는‘프로’로서의 교원

양성 정책의 하나로「지도력 부족 교원에 응하는 인사관

리 시스템 만들기」를 2002년도 예산으로 실시한다는 방침

을 밝혔다. 

2001년, 문부과학성은 전국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

위원회에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실천적인 조

사 연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정책은 구체화되어

갔다. 동시에‘신뢰받는 학교만들기’차원에서 `지방교육행

정의 조직 및 운 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초∙중등

교원을 다른 직종(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직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2002년 1월 11일

부터 시행),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응 정책을 정비해

나갔다. 

그렇다면‘지도력 부족 교원’이란 어떤 교원을 말하는 것

인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교원 징계 처분의 상과는 별도

로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 복무이행면 등에서 일반적으로

기 되는 교원의 자질을 누구나 인정할 만큼 결여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지만, 각 교육위원회별로 독자적인 정의와 기준

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

면, 적절하게 아동∙학생 지도를 하지 못하는 교원, 교과지

식이 부족한 교원, 협력성이 부족하여 다른 교원과 자주 갈

등을 일으키는 교원 등과 같이 다소 애매하고 모호한 기준

으로 제시한 위원회도 있고, 자주 무단 지각∙결근을 하는

교원, 사생활이 문란하여 그것이 복무에 향을 미치는 교

원, 체벌을 반복하는 교원 등과 같이 상세 내용을 제시한 경

우도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판정과 응은 해당 교원에

한 학교장의 관찰, 기록 등 관련 자료가 교육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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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시작되고,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한 각 교육위

원회의 판정 과정이 전개된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판

정은 교육위원회별로 구성된 인사관련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체로 교원, 학의 교육 관계 전문가, 심리학

자,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력 부족 교

원에 한 판정은 1차,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데, 먼저 1차 판정에 따라 해당 교원은 일단 가르치는 일로

부터 분리되어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교내 연수, 혹은 교외

연수 등 특별 연수를 받게 된다. 기본 연수기간은 개 1년

(일부 지역 6개월)이며, 연수기간의 상한은 1~3년 등 다양

하지만, 교육위원회에 따라서는 상한 기간을 특별히 설정하

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본 연수가 종료되면 2차 판정을 통

해 현장으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연수를 계속하게 할 것인

가, 행정직 등 가르치는 일 이외의 직종으로 전직하게 할 것

인가, 혹은 면직, 휴직 처분할 것인가, 퇴직을 권유할 것인

가 등의 형태로 응이 나뉘어 진다. 

2004년도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지도력 부족 교원

으로 인정된 자는 566명(2004년도 신규 인정 282명)이며,

이 중 377명이 연수(계속 연수자 131명)를 받았고, 127명이

현장에 복귀하 으며, 1/3을 넘는 190명이 퇴직 등을 하

다. 지도력 부족 교원 52명, 퇴직 등 23명이었던 2000년도

와 비교해 볼 때 누적 분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배 정도로 증

가되어 왔으며, 2005년 처음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지도력 부족 교원의 분포 상황을 보면, 40 가 50%(공립학

교 교원 연령별 구성 비율 중 40 40%), 20년 이상 재직

자가 61%, 소학교 교원이 49%(공립학교 종별 교원 수 구성

비율 중 소학교 45.5%), 남성이 72%로 나타나고 있다. 

3. 교원면허갱신제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응에 이어 기존 교원에 한

질 관리 조치로서 논의된 것이 교원면허 갱신제이다. 이는

2006년 7월11일, 중교심이 답신「향후 교원양성∙면허제도

에 해서」에서‘교직과정의 질적 수준의 향상’, ‘교직 학

원의 창설’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2007년도 통상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본격 도입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전에도 문부과학성 나카야마(中山) 문부 신이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에 해 중교심에 자문한 적이 있는데(2004

년 10월), 당시 중교심은 현직 교원을 상으로 하는 것은

면허 취득 시 갱신 조건이 없었으므로‘불이익 변경이 된

다’고 하여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학급붕괴, 학력저

하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교사의 자질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중교심은‘학부모와 국민의 기 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현직 교원에게도 실효성 있는 응이 불가결’하다

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제도상, 실시상의 과제 등을 다시 검

토, 제도 도입을 제안하 다. 

2006년 중교심이 제안한 교원면허 갱신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면허장에 유효기간을 두어, 면허장의 취득 후에

도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

기적으로 필요한 리뉴얼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갱신제

를 도입한다. 

2) 면허장의 유효기간은 일률적으로 10년간으로 하는 것

이 적당하다. 

3) 갱신의 요건은 유효기간 내에 면허 갱신강습을 수강,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최근 2년간 30시간 강습).

4) 강습은 학, 학과 연계협력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등이 개설하는 강습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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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수료 목표 등에 해서는 국가가 인정기준

을 책정한다(강의만이 아니라 사례 연구, 지도안의 작

성, 모의수업 등을 실시)

5) 강습실시 주체가 수료 목표를 정하고 교원으로서의 자

질 능력을 적절하게 확인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허장은 실효하게 된다.

6) 현직교원의 면허장에는 유효기간은 없으나 10년마다

동일한 강습 수강 의무를 둔다. 수료하지 않는 경우 면

허장은 실효하게 된다. 

이 교원면허 갱신제는 2006년에 설치된 아베 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재생회의에서도 다시 제안되었다. 심지어

교육재생회의는 당초 1) 면허갱신 기간을 5년간, 2) 정식 임

용 전에‘조건부 임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간으로 연

장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하여 논의하는 등 중교심보다 한걸

음 더 나간 강경입장에서 이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2007년 1월에 발표한 1차 보고서를 보면 검토

결과는 중교심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회

의가 제안한 7가지 제안의 하나인‘교원의 질 향상’항목에

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교사를 육성한다’고 전제하고,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퇴

출하기 위한 교원양성, 채용, 연수, 평가, 자격 등에 한 포

괄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진정으로

의미있는 교원면허갱신제를 도입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4가지 긴급 응 중의 하나로 교원면허갱신제 도입을 위한

교육직원면허법 개정을 꼽고 있어서, 교원면허갱신제에

한 재생회의의 입장이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 응 문제가 총리 직속의 교육개혁국민

회의 제언이 있은 후 곧바로 정책화되었던 사례도 있거니

와, 중교심에 이어 교육재생회의가 수위를 더하여 제언한

이번 교원면허갱신제 역시 관련법이 개정되는 로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관망된다. 

4. 문제점과 향후 전망

지도력 부족 교사에 한 응 정책이 도입된 이래, 판정

기준의 애매성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의 소지, 이념적인 압

력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 관리직 눈치를 보게 하는 관리

체제의 강화,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판정 후의 과정 등 실

행상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시행이 해를 거

듭해 가면서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된 교사들로부터 제기

된 소송 건도 늘고 있고, 2006년에는 교사가 자살하는 사태

도 있는 등 새로운 응 과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조치에 해서는 일본

사회의 반응은 체로 긍정적이다. 일본 사회에서 학급붕

괴, 이지메 문제, 최근의 학력저하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

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지도력 문제로 연관, 교사들의 질 관

리 정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여기에 최근 일본

사회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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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이 해를 거듭해 가면서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소송

건도 늘고 있고, 2006년에는 교사가 자살하는 사태도 있는 등 새로운 응 과제들이 발

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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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도 적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지도력 부족 교원의 인정 기준을 국가

가 통일하여 현장 복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교원면허가

실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

면 현재 도도부현이나 정령시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기준

에 터하여 각각 응을 하고 있는 현행에 해 앞으로는 법

적 근거에 기초하여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

육직원면허법, 교육공무원특례법 개정안을 통상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며, 지도력 부족의 인정, 연수도 일원화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지도력 부족

교원에 한 응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교원면허갱신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지도력 부족

교사 응 정책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적으로도교원면허갱신제도입이최선은아니더라도교

육과 교사에 한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

다는 주장이 일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부과학성은‘교원

으로서의 자질은 시 의 진전에 부응하여 갱신되어야 한다.

아이들을가르치는지식, 기능은면허취득후에도변화하고

있다’는관점에서면허갱신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고, 이에

한‘객관성의확보가가능하다’, ‘면허가실효되어도필요

한 강습을 수료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등을 들

어갱신제도입의합리성을확보하고자하고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 즉

현직교원을 포함하여 현재 면허장을 소유한 자에 한 갱신

제 적용 문제로, 이에 해서는 현행법상 곤란함이 지적되

고 있어서 좀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학의

강습이므로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

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교원으로서의 적격성, 전문성,

지도력, 사회성 등을 판정하여 면허를 갱신한다는 것은 다

양한 과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들에 해서는 향

후 좀더 면 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부적격 교사에 한 응이나 교원면허갱신제 등이 교원

의 질 향상,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학교교육과 교원에 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일련의 응

조치로서는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일본과 매우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한국

으로서는 한발 앞서 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원인사정책들이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초임자연수 및 10년 경력자 연수

의 법정 연수화, 지도력 부족 교원에의 응, 그리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교원면허갱신제와 전문직 학원, 교원양

성커리큘럼 개선 등 일련의 정책 수립의 과정과 추진 과정

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주도면 성을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은 물론이거니와,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양성, 채용, 연수 전 과정에 한 논의와 추

진과정, 그 밖에 교사들의 반 에 한 응, 합리적 토

마련 등에 해서도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일본의 교원정책들을 단순히 교원

의 질 관리 차원에서만 보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향력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제강점 경험이 있는 한

국 입장에서 볼 때,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이제는 헌법 개

정 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치 방향은 위험스

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일본 정부가 정치적 힘을 실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교육정책이고, 교원정책인 것이다.

문부과학성 신의 자문기구인 중교심이 존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총리 직속으로 교육재생회의를 설치하면서까

지 강력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단순히‘교육총

리’가 되겠다고 나선 아베 총리의 순수한 교육열정으로만

보기에는 일본 정부의 최근 정치적 움직임이 너무나 우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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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교원 양성 : 
실습 교사의 훈련과 자질

| . Dr. Chua-Tee TEO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에서 실시한‘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TMISS)의 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업 성취도

를 보여주고 있다(Ho,2003; Ho andLin, 2004). 현재 싱가포르 각급 학교에서는 총 2만 8,000여 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의 교사 연수는 싱가포르 난양공과 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NIE)에서 단독으로 관장하고 있다. NIE에서는 싱가포르 모든 교육 과정의 교사를 배출하고 있으

며, 다양한 교육 관련 연구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원 양성 : 
실습 교사의 훈련과 자질



NIE에서 교사를 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초기의 교사과정 준비 프로그

램에서부터 전문적인 지식 개발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현직

교사와 교감 및 교장에게 석사 과정 이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NIE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사들의 지식, 긍정적 태도 및 기술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예술, 교육, 과학 및 체육 과목에서는

석사 과정 이상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NIE는 교사 양성과 더불어 필요

한 경우 특화된 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부에서 감독하지 않

는 특수 목적의 교사, 군인, 난양예술학교(NAFA) 강사 및 중국과 UAE 같은 해

외 방문자들을 위한 연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NIE는 한 명의 책임 감독관 하에 학장, 부학장 및 네 개의 주요 프로그램 사

무국을 관장하는 부감독보들에 의해서 운 되어 진다. 여기에는 (i) 기초 프로그

램, (ii) 학원 프로그램, (iii) 전문지식개발 프로그램 및 (iv) 외부 프로그램 등

이 포함된다. 기초 프로그램 사무국은 실습 교사들을 상으로 하며, 학원 프

로그램 사무국은 교육 과목의 석사 및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직 교

사 및 교장을 상으로 한 Advanced Diploma 프로그램, Advanced

Postgraduate Diploma 프로그램및다른리더십및경 관련프로그램과같은전

문적지식개발프로그램들은 학원프로그램과연구사무국의원조를받고있다. 

‘Knowledge Horizon’으로 널리 알려진 외부 프로그램 사무국은 NIE의 상

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5년 10월 설립되었다. 이의 핵심 임무는 NIE를

교육 상담 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 기술을 갖춘 NIE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보유함으로써 특화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

외 프로그램도 장려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상담 서비스에 한 요구는 싱가포

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사무국은 우수한 국제 네

트워크 망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국내 및 해외 기관들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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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있다. 이들은‘Leaders in Education Program

International’, ‘Specialist Diploma in Band/Choral

Directing’, ‘Introduction to Music AnalysisII-for

Music Teachers’, ‘Basic Music Writing Skills II-for

Music Teachers’, ‘Postgraduate Diploma in Higher

Education for Ministry of Health’등과 같은 전문적이

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NIE에서 운 하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은 400명의 직

원에 의해 운 되고 있으며, 11개 그룹으로 편성되어 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Asia languagesand

cultures, Early chidhood and special needs

educati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Learning

sciences and technologies, Mathematics and

mathematics education, Natural sciences and science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Policy and leadership studies, Psychological studies

and Visual and performing art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 교사 연수

NIE 기초프로그램 사무국은 실습 교사들의 초기 준비 프

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학 학사 및 석∙박

사와더불어교육프로그램학위소지자등이포함되며모두

전임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을 지급 받으며 초등 혹은 중등학교에서 교습하게 된다. 교

사들은학업을마치지못할경우, 장학금을반환해야한다.

학위 프로그램

교육학 학사들은 교육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이들

로 구성되어 진다. 각 프로그램은 4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성적에 따라 포상이 제공되기도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후

보들은 1학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수업

을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추후 자신의 근무지(초등학교

혹은 중등학교)에 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초등학

교 교사들은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을 준비하게 되

며 중등학교 교사들은 중학교에서 전문 까지 가르칠 수 있

는 과정을 준비하게 된다. 실습 교사들은 9과목을 이수하거

나 혹은 졸업 이전에 전공 분야를 이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분야는 특정 과목에 한 연구를 결부시키는 것

이다. 이는 교사들에게 교과목에 한 지식, 기본적 개념 및

원칙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추후 교습에 필요

한 지식을 갖추게 한다. 초등학교 과정을 준비중인 교사들

은 한 개의 과목만을 수강하면 된다. 중등학교 교사들은 두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며, 하나는 과학 분야 및 다른 하나는

인문 과목에서 수강해야 한다. 물론 전공은 둘 중 하나를 택

하면 된다. 언어 과목 교사들에 한 교육은 BA 프로그램

의 후원을 받으며, 이들은 중국어 혹은 말레이어 중에서 택

일하여야 한다. 또한이들과목을전공으로택하는교사들은

기초 사무국이 제공하는‘Special Training Program’을 수

강하여야한다. 

다음 분야는 교육 연구, 교과과정 연구, 실습 과목, 언어

향상과 학문적 과정 기술(LEADS), 그룹별 시도(GESL), 다

인종 사회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필

수적 모듈,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과목 지식 모듈 및 중등

학교 교사를 위한 일반적 선택 등이다. 

교육 연구에 있어서, 교사들은 핵심적 개념과 교육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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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배움으로써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전에 제 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 교사로 거듭날 수 있다. 교육 연구에 포함되

는 주제들은 Piagetian and Vygotskian 이론, 리처드 폴

이 주장한 판단 기술, 생각과 배움의 차원, 교실 운 , 교습

계획, 과학 및 기술 습득, E-방법 활용, 다양한 정보 활용,

학생들의 개인차와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한

이해 및 처방법 등이다. 교과 과정 연구는 특정 과목을 가

르치는 것과 연관된 교육적 방법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어

떠한 교사가 어를 전공으로 한다면, 이 교사는 자신이 가

르치는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최

고의 방법에 해서 배워야 할 것이다. 특정 과목을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특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적용될 것이다. LEADS 수업은 교사들의

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 과목이다. 싱가포르 학

생들이 전통적인 어보다는‘Singlish’로 불리는 싱가포

르 어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습 교사들이 싱

가포르 학생들의 싱 리쉬 사용을 지양하도록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싱 리쉬는 싱가포르 스타일의 어로

서, 어와 싱가포르 방언이 섞인 것이다. 싱가포르 교육부

는 LEADS가 모든 실습 교사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GESL은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

들은‘Taking Childeren out for educational trips

from a boys’home’과 같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NIE는 자금 마련을 원하는 모든 실습 교사들에게 100 싱가

포르 달러를 출발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다

양한 인종 구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의무적 모듈

은 애국심과 교육 헌장을 주입하기 위한 시도이다. 

실습 과목: 교습의 질

실습 과목은 실습 중인 교사들이 학교의 교육 현장을 방

문하여 직접적으로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습 교사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수업 내용을 고안하고

실시하기 이전에 감독 교사들이 행하는 수업을 우선적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감독 교사들은 상당히 우수한 수준

의 교사여야만 한다. 이들은 또한 실습 교사들에게 협력 교

사로도 통한다. 교습의 질은 실습 기간 동안 배양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머리 속에 있는 이론을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연구에 의하면, 이에 능숙한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신입

교원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한다. 능숙한 교사들은 상

당히 방 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선의 방법을 인

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교습을 제공한다

(Haskell, 2001, p.107). 이들은 방 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우수한 기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경쟁력을 갖춘 교사들은 장기간의 기억을 통해서 광범

위하면서도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

한 지식에 접근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도 겸비하 다. 신

참과 달리 노련한 교사들은 문제점을 더욱 빨리 자각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더욱 나은 방안을 추구하고, 불필요

한 내용 등에 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한다. 하지만 신참들

은 이러한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련한 교사에도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는 원칙을 중시하는 틀에 박힌 교사이고, 다른 하나는 적응

력을 갖춘 융통성 있는 교사이다(Haskell, 2007). 원칙과

이론을 철저히 지키는 교사들은 전자로 치부되며, 절차를

적절히 수정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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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문제를다루는방법을가르치는이들은적응력을갖춘교

사 혹은 창조적인 교사로 간주된다. Haskell(2001)에 따르

면, 원칙만을 추구하는 교사들은 상 적으로 한정된 지식만

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반면 융통성과 적응력을 갖춘 교사

들은 더욱 방 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실습 교사들

에 한 일반적 교육은 원칙만을 준수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은 창조적이

고적응력을갖춘교사를양성하는것으로보여지고있다. 

NIE는 교사 양성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NIE의 목표는 NIE가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이 효율

적으로 전달되어 더욱 깊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실습 교사들이 NIE에서 습득한 이론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습 기간과 이후 정교사 부임 후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습 교사들의 교

습의 질은 확실해진다. 이에 따라 NIE는 새로운 교사들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이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NIE 감독관들과 학교 감독 교사 사이의 공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기 이전에 실습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 계획 등에 해서 협력 교사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경

우에 따라서는 한 명 이상의 협력 교사에 의존해야 하는 경

우도 발생한다). 협력 교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에 해서 이들에게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실습 교사 개

인에게 달려 있다.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은 싱가포르에서

는 일종의 사회 규범으로 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교사들

은 제 로 수업을 준비하고 이를 제 로 가르쳐야 한다는

공감 를 형성하고 있다. 실습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협력

교사 혹은 NIE 감독관들의 권고 사안을 더욱 잘 받아들인

다. 이러한 면 한 감독과 상담은 수업이 더욱 철저히 준비

되고 효과적으로 행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들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비디오, DVD 혹은 CD Rom과 같은

교육 장비를 이용하여 유용한 수업 내용을 개발하며, 작업계

획 혹은그룹별행위를통해서학생들이생각 능력을향상시

키고, 수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숙제나 질문 등

을 실시한다. 실습 파일들은 실습 후 이들에 한 평가를 위

해NIE 감독관에게제출되며, 이는이들실습교사들의교습

자질을끌어올리기위한방편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실습 교사들의 수업은 교장 혹은 교감과 같은 부서의 장

에 의해서 관찰된다. 수업 관찰에 한 공식 보고서는 교사

들의 이력서에 저장되어, 추후 인사 고과에 참고 자료로 활

용된다. 실습 교사들은 더욱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NIE 혹은 외국 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 실습 교사 및 현

직 교사들의 수업의 질은 개인적 노력은 물론 더 많은 전문

교사들의 관찰과 감독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 교습에 어

려움을 가진 실습 교사들은 실습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 되며, 이는 이들의 교습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이 이론 수업에서도 성공

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장학금을 돌려주고

교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정부 내 다른 기관에서 일

자리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BA/BSc (교육) 프로그램 (4개년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이 4년 기간의 프로그램인 만큼 이 프로그

램의 실습 교사들은 1년씩 4개의 실습 과정을 거친다. 1년

차에 모든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1주 그리고 중등학교에

서 1주 등 총 2주의‘학교 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습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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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기간동안 실제 교습은 없으며 훈련을 받는 교사가

cooperating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뿐이다. 2년 차에 훈련

을 받는 교사들은 5주간의 Teaching Assistantship 과정

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역시 실제 가르치는 과정은 없으며

단순히 cooperating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기만 한다. NIE

감독관은 훈련받는 교사들의 반응을 기록하며 향후 교습 태

도에 해 평가한다. 3년 차에 훈련받는 교사들은 5주간의

Teaching Practicum I 기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 기간동

안 이들 교사들은 학교에서 실제 가르치기를 행하며

cooperating 교사가 4차례 그리고 NIE 감독관이 1차례 이

를 참관한다. 4년차에 이들은 10주간의 Teaching

Practicum II과정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cooperating 교

사가 8차례 그리고 NIE 감독관이 2차례 수업을 참관한다.

이는 마지막 practicum이며 훈련을 받는 교사들은 NIE 감

독관의 동의에 따라 학교 cooperating 교사들에 의해 등급

이 매겨진다. 훈련을 받는 교사들은 distinction, credit,

pass 또는 failure 중 하나의 등급을 받는다. distinction

또는 failure 등급을 받는 교사는 다른 NIE 감독관에 의해

별도로 불시의 참관을 받는다. 그리고 이 참관은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다. 이 또다른 NIE 감독관 역시 동의할 때에

한해 distinction 또는 failure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Practicum for Diploma Programmes (Dip.Ed.)

(2개년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학위를 받은 실습 교사들은 1

년 차에 약간의 참관과 교습과정과 함께 5주간의

Teaching Practice I과정을 갖는다. 이들은 cooperating

교사에 의해 2차례 그리고 NIE 감독관에 의해 1차례 참관

을 받는다. 2년차에 이들 교사들은 10주간의 Teaching

Practice II과정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이들 교사들은

cooperating 교사들에 의해 8차례 그리고 NIE 감독관에

의해 2차례 참관을 받는다. 이후 distinction, credit, pass

또는 failure 등의 등급이 주어지며 그 부여 과정은

BA/BSc (Education) 교사 과정과 동일하다. 

Practicum for Postgraduate Diploma in

Education (PGDE) (1개년 프로그램)

PGDE의 훈련 교사들은 하나의 등급을 받으며 매우 신속

하게 훈련을 받을 것으로 예정된다. 이들에 한

practicum 기간은 총 10주인데 이 기간동안 사전 요청 후

cooperating 교사의 수업을 간략하게 참관한다. 이들 교사

들은 cooperating 교사들에 의해 8차례 그리고 NIE 감독

관에 의해 2차례 참관을 받는다. 등급 부여 체계와 그 절차

는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와 유사하다. 

practicum으로부터 복귀한 훈련 교사들과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교습의 질은‘Curriculum

Studies’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ducationalstudies’가 교실 관리, 학생 개개인의 차이와

장단점에 한 관리 그리고 학습 이론 등 교습의 이해에 관

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면 practicum 기간 동안 가장 유용

한 것은‘curriculum studies’이다. 면담 상이 되었던

교육학 학위 교사 (n=3) 중에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 우수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 교습

능력에 해서는 의구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비록

curriculum studies에서 이들에게 어를 가르치기 위해

원어민들이 투입되긴 했지만 설명된 이론이나 사용된 전략

들 중에는 교과서보다는 성인 교육이나 창의성 교육, 다른

이론 등이 더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 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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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습은 통일된 교과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

curriculum studies의 syllabus와 초등학교 어 교육의

syllabus 간에는명백한불일치가존재한다. 귀화한 어강사

로부터 배운 바를 실습 교사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할

수있을것인가를물었을때이들실습교사들은거의불가능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진실은 curriculum studies와 초등학

교 어syllabus 간에괴리가존재한다는것이거나아니면훈

련을 받는 교사들이 적응력이 부족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의교습을더용이하게여긴다는것둘중하나일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 3명의 교사만이 상기의 면담에

응했고 이들은 학위 프로그램만을 받은 실습 교사들인 만큼

여기에서 지적한 결과들을 전체 NIE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위 프로그램

NIE는 몇 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장 기본적

인 것은 Diploma in Education 또는 Dip. Ed.

programme이다. 이는 2년 기간의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초등학교에서의 교습을 준비하도록 한다. 훈련을 받는 교사

들이 미술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자 선택한다면 이들은

Diploma in Art Education을 취득할 수 있고 중등학교에

서 가르칠 수 있다. 또 다른 특수 학위로는 Diploma in

Special Education (1년 과정), Diploma in Music

Education, Diploma in Home Economics Education 그

리고 Diploma in Physical Education 등이 있다. 

Diploma in Education (General)을 졸업하는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 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그리고 미술 등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윤리 교육과 함

께 중국어, 말레이어 또는 타 어와 같은 언어들을 전문으

로 가르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후 이들은 Diploma

in Education을 취득한다. 연구 역은 학위 프로그램의

역과 유사하다. 여기에는 educational studies,

curriculum studies, subject knowledge, practicum,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discourse skills

(LEADS) 그리고 group endeavours in service learning

(GESL) 등이 포함된다.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거나 우수

한 성적을 기록한 교사들은 학위 프로그램을 계속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들 교사들은 일부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으

며 따라서 2~3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The Postgraduate 학위 프로그램

Postgraduate Diploma in Education (PGDE) 프로그

램은 학 졸업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 초∙중등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PGDE는 2년 과정의

PGDE (Physical Education)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 외에

는 1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4개

역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education studies (핵심 모듈

과 하나의 선택과목을 포함), curriculum studies (초등과

정 2~3개 그리고 중등과정 3개), practicum 그리고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discourse skills

(LEADS) 등이 그것이다. 졸업자들은 in-service Master

degree와 함께 계속 하거나 몇 년간의 교습 후 박사학위를

준비할 수 있다. 

그 밖의 강화 프로그램

시험과 실습과목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NI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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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Effective Programme과 같은 추가적인 과정을

마련한다. 이는 새로운 교사들을 위해 구성되는 강화 프로

그램이다. 이는 수일간에 걸쳐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프로

그램이다. 이는 교사들에게 삶의 위 방식, 전문성 강화,

사회 교양 교육, 복장 착용법, 화장법 등을 가르친다. 이밖

에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교육관련 강연이 포함되고

Ministry of Educations Teachers Network, Paya

Lebar Airbase 등의 방문에 의한 강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은 단순히 싱가포르에서의 교사에 한 교육 특히

교원에 한 사전 훈련을 소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신

청이나 구성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등급 프로그램:

http://www.nie.edu.sg/nieweb/programmes/loading.

do?id=Foundation&cid=13467652

학위 프로그램:

http://www.nie.edu.sg/nieweb/programmes/loading.

do?id=Foundation&cid=13467651

Postgraduate 학위 프로그램:

http://www.nie.edu.sg/nieweb/programmes/loading.

do?id=Foundation&cid=13467653

NIE는 수시로 이들 프로그램들을 평가, 개선한다. 

후기

1995년과 1999년 국제 TIMSS 연구 중 싱가포르가 최고

수준의 수학 연구를 달성하고 있고 1995~1999년 사이 과

학 부문 순위가 7위에서 2위로 상승한 까닭에(Ho, 2003)

어 과목의 성취도에 한 의문에서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

다. 이 에서 언급된 실습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는 NIE가

수학과 과학 과목 교습에 관해 이들 예비 교사들을 잘 준비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과목에서는 그렇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NIE가 각 분야에서‘적응력 있는 전

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 실습 교사들이 자신들이 배운 바를 교

실에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추가적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NIE에 포함되기 전의 교사의 자질

과 이후 과정 역시 연구되어야 한다. 내용에 한 지식과 교

육학적 기법 등도 훈련 기간 중에 포함될 것이며 따라서 교

습의 질 역시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태도나 가치관과 같은

교사의 성격이 교습의 질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선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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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 배수옥 경기도의회 교육전문위원 ||Sobae67@hanaos.com| 

I. 시작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진부한 표현만큼이나,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을 찾기는 어려

운 듯 하다. 최근, 교육공학의 발달로 인한 각종 매체를 통한 학습보조 기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역시 교육은 가르치

는 자와 배우는 자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원평

가 문제를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사 집단들 간 첨예한 립이 있었다. 이제 동료 간 다면평가까지 고려한다는 보도를 접

프랑스의 교사 양성 시스템 :
IUFM을 중심으로



하기도 했다. 이 에서는 1990년 학원 수준의 교사양성 기관인

‘IUFM(Instituts Universitaires de Fomation des Maitres)’을 신설하여 교사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프랑스의 교사양성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과

반성할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프랑스 교사 양성의 역사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에서 전임교사라는 직업은 드물었다. 논문, 로망어, 장

학사의 보고서와 같은 용어들은 종지기나 성가 원이나 면사무소의 서기, 경우에

따라 그 지방의 전원 감시인의 역할과 성당지기를 겸하던 가난한 교사를 떠올리

게 한다. 공권력과 사제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던 교사들은 사소한 과오, 예를

들어 성경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실수에도 좌천을 당했다. 그런데 실제

로 그들의 능력은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기도 했다. 어떤 교사들은 읽기는 가르

칠 수 있었으나 셈하기는 가르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프랑소아 기조는“훌륭한 교사란 제 로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가르쳐야 할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쥘 페리는 1881년 제2차 교육학회에서 장

학사로부터 평가와 지적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 도움과 충고를 받기도 하는 사범

학교 학생들이 마치‘검은 제복을 입은 엄격한 규율 속의 경비병’들과 같다고 했

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얻게 한 것처럼‘공

화국은 교사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자유’를 얻게 했다. 그 이후로 프랑스 전역에서

특히 시골에서는‘여자 선생님’또는‘남자 선생님’들이 사제나 시장, 변호사, 약

사들과 맞서 귀족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육개발 2007 여름 61



프랑스에서 사범학교가 처음 설립된 시기는 1810년이다.

1833년에 제정된 기조법에 따라 각 도에는 남자 사범학교

가 창설되고, 1879년 제정된 폴 베르법에서는 여자 사범학

교의 설립을 의무화시킨다. 그러나 교사들이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1889년이 되어서이고, 시장과 사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기조는 남자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1833년 6월 18일자 법에서 초등 사범학교의 설립에

해 두 가지의 선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각 도에 초등 사범학교가 설립될 것이며,

각도 자체가 학교를 운 할 수도 있고, 한두 개의 다른 도가

연합하여 운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810년에 이미 첫 초등 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1833년에

는모두47개의초등사범학교가설립되었다. 기조법의조항

에 따라 사범학교는 계속 설립되었고, 마치 유행처럼 이런

사고가 확산되었으나 부족한 교사 양성의 빈자리는 메워지

지 않았다. 1837년에 설립된 사범학교의 수는 모두 74개에

이른다. 이와 함께 1836년 6월 23일 제정된 펠레법으로부터

여자 초등학교가 출범하게 된다. 이 역시 교사 양성 필요성

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야기시킨다. 1838년 첫 번째 여자

사범학교가 설립된다. 1870년 말 공화주의자들이 권력을 잡

았을 무렵 결국 남자 사범학교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8개의

지역만을 제외하고 모두 설립되었고 여자 사범학교는 67개

가 설립되었다. 1878년 1월 14일 폴 베르가 제출한 법은

1889년 2월 쥘 페리가 장관이 된 후에야 가결된다. 8월 9일

발표된이법은4년후사범학교의설립을의무화하게한다. 

여자 학교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쥘 페리 장관은 특

히 학교 설립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아니라, 빠른

시기 안에 필요한 만큼의 여자 사범학교를 세우고자 노력하

다. 1886년에는 프랑스 전국에서 10개의 도만을 제외하

고 남자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공화

국은 사범학교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에도 관심을 기울

다. 그 결과 퐁트네와 생 클루 고등사범학교에서는 사범학

교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

을 실시했다. 학생들도 초등교육 수료증 소지자 중에서 경

쟁 시험을 치러 선발했다. 

사범학교의 학제는 3년이었다. 이 과정 동안 사범학교는

장학사나 실습교사, 교육고문 및 교사들과 같은 실제로 일

선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들이 권장하고 보증하는 교육

학을 일반 교육에 적용시키는 문제와 교생실습을 5개월에

서 9개월 반으로 연장함으로써 더욱 강화하는 문제 등에 고

심했다. 이와 함께 사범학교 학생들이 이론적 교육과 실천

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잘 양립시키는 가운데 초등학교에

전문적이고 동기부여가 된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 고, 이는

제3공화국의 학교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프랑스에서 교사 양성과 관련된 중요한 4개의 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833년 프

랑스 국립 초등교육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기조에 의해 최소

행정지역별로 초등학교가 개설되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각

지역에 사범학교(Ecole Normale d’Institutaires)가 세워

지고 여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둘째,

1883년 6월 28일자 페리법에 의해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무

상교육이 되고 최소 행정구역마다 저학년의 초등학교 개설

이 의무화되고 주민이 6,000명 이상인 곳은 고학년 초등학

교도 운 하도록 했다. 또 이 법에서는 도별 사범학교를 설

립하도록 하 고 에꼴 노르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교

사양성에 주력하 다. 셋째, 1989년 7월 10일 상정되어

1991년부터 실제로 실행되는 법은 학원 수준의 교사교육

기관인 IUFM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넷째, 2005년 <미

래 학교의 우선권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에서 IUF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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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국가적인 구도 하에서 직업교육 교사 양성을

위한 학 내 학교로 변하게 될 것이다. 

III. 프랑스 각급 학교 교사의 종류

1.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교사는 3년제 사범학교 출신자들로 구성되고 교장은 일

정한 연한을 채운 교사들 중에서 뽑는데 2명의 장학감과 1

명의 다른 학교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의 면접을 통해

서 선임된다. 교사의 책임 아래 아이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는 계약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모두 배치

될 수 있다. 보조교사들은 학생들 옆에서 숙제를 돕고, 학생

활동을 지도하고, 도서실에서 그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그

들에게 새 기술의 초보를 가르친다. 

이들 외에도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학급에서 외국어 조기교육을 맡은 중학교 교사나 외부인이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외

국인 교사들이 있다. 또, 시∙읍∙면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에는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유아학

교의 전문직원 등이 있다.

참고로, IUFM 설립 이전에는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은

사범학교((Ecole Normale d’Institutaires) 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

준교사(adjoint d’enseignement: AE)는 학사학위 소지

자로서 자격자명부 등록자 중에서 채용되며, 주당 18시간

의 수업을 맡으며 장차 정교사에 통합된다. 정교사

(professeur certifie)는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맡는다. 예

술 및 체육∙스포츠 교육 교사는 20시간을 담당한다. 자료

정리담당자도 정교사로 분류된다. 아그레제 교수는 주당

15시간의 수업을 담당한다. 아그레제 교수는 중등교원이지

만, 고교 상급반이나 그랑제꼴 준비반, 또는 학의 DEUG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로 박사학위 취득과 연구경력에

따라 학교수가 된다. 주로 그랑제꼴 중 하나인 고등사범

학교(ENS) 출신들이 아그레가시옹 시험에 합격하지만, 일

반 석사학위 수여자들 역시 아그레가시옹을 통과하여 아그

레제 교수가 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고교 중에서도 앙리 까

트르나, 루이 르 그랑 같은 명문고교에는 이 에꼴 노르말 슈

페리에르(ENS) 출신 아그레제 교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

이다. 직업고등학교 2급 교사는 직업고교에서 2개 과목 이

상을 가르친다. 중∙고등학교에도 역시 보조교사가 있다. 

IUFM 설립 이전 중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은 매우 다양하

다. 일반 중∙고등학교 교원양성소인 CPR, 기술고등학

교 교원양성소인 CFPET, 직업고등학교 교원양성소인

ENNA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IV. 프랑스 교사양성 시스템- IUFM을 중심으로

1. 1989년 교육 혁명: 교사교육 학원(IUFM) 창설

1989년 교육법(La Loi d’Orientation sur l’Education)

은 프랑스 교육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교사양

성 체제에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 기

존 교사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인 사

범학교(Ecole Normale d’Institutaires), 중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맡은 지역교육센터(Centre

Pedagogique Regionaux), 직업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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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국립도제사범학교(Ecole Normale Nationales d’

Apprentissage), 기술고등학교 교사양성센터(Centre de

Formation des Professeurs de l’Enseignement

Technique)를 모두 페지하고 IUFM으로 체한 것이다. 

IUFM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의 학입학고사에 해당

하는 바깔로레아 합격 후 3년간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여 학

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상으로 하는 학원 수준의 교

육과정을 운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어떤 채

널을 통해 교사가 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미 기존 학에서 전

공을 통해 세부 교과에 한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교사

로서 가르칠 교과와 교육학 이론 및 기술 등에 해서 가르

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이론과 실습

의 조화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89년 교육법 제2항 제17조에 의하면, “1990년 9월 1일

부터 각 학구(academie) 내에 학구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학에 소속된 교사교육 학원을 설립한다.… 교사교육

학원은 공립고등기관으로서 교육부의 감독하에 놓이며, 국

가자문회의 법령이 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되며, 재정적 규

제에 따른다. 교원 교육은 (초∙중등) 교육 단계 및 교과에

따라 공통 과정과 특수 과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사교육

학원은 교원의 계속 교육 및 교육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학생을 위한 교원 임용고사 교육도 조직”함을 명시한다(전

효선, 2002 재인용). 

1990년 9월 그르노블, 릴, 랭스 등 3개 학구에 실험적으

로 설치 운 되어 오던 IUFM은 이제 프랑스 전역에 각 학

구별로 설치되어 현재 31개에 이른다. 그리고 각 지역의

IUFM이 공동의 세미나와 콜로퀴엄을 개최할 수 있는 조직

체(CDIUFM: Conference des Directeur d’IUFM)를 만

들어 다양한 교육학 이론과 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하여 학

술 회를 각 지역별로 개최한다.

2. IUFM의 전공과 임용고사의 종류

학생들이 교사교육 학원(IUFM)에 입학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5가지이다. 초등교사(CRPE), 중등일반교사

(CAPES), 중등체육교사(CAPEPS), 중등기술교사

(CAPET), 직업고교교사(CAPLP2)를 선택하여 수업을 듣

고 임용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 물론 IUFM에 등록하지 않

고도 국립원격교육원(CNED)에 등록하여 개인적으로 임용

고사를 준비하거나, 일반 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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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는 두 가지 통로

제제11통통로로 제제22통통로로

교원 자격 부여 후 임용 교원 자격 부여 후 임용

IUFM 2년차 전문교사교육(의무) IUFM 2년차 전문교사교육(의무)

임용고사 합격 후 아그레가시옹 시험 응시

임용고사 응시 고등사범학교 4년차(THESE)

초등교사(CRPE), 

중등일반교사(CAPES), 

중등체육교사(CAPEPS), 중선택 고등사범학교 3년차(DEA) 

중등기술교사(CAPET), 

직업고교교사(CAPLP2)

IUFM 1년차, 고등사범학교 2년차(MAITRISE)

석사과정, 중 선택 :중등일반교사, 중등기술교사 응시

개인적 준비 가능

학사과정(LICENCE) 고등사범학교 1년차(LICENCE)

학부 교양과정 2년차 그랑제꼴 준비반 2년차

학부 교양과정 1년차 그랑제꼴 준비반 1년차

바깔로레아 바깔로레아



년간 석사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임용고사에 응

할 수 있다. 결국, 임용고사에 응할 수 있는 라인은 IUFM 1

년 수료생, 국립원격 교육원 등록생, 석사학위 수여자로 정

리할 수 있다. 

이외에 그랑제꼴 중 교육분야의 그랑제꼴인 에꼴 노르말

슈페리에르(ENS) 출신자들은 그랑제꼴 준비반1) 2년의 교

육을 거쳐 입학한다. 그리고 고등사범 1년차가 학사, 2년차

가 석사로 인정되어 고등사범 2학년을 마치면 중학교와 고

등학교인 꼴레쥬와 리세의 일반 중등교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그 후 고등사범 3년차와 4년차 기간이 데으아, 떼즈

과정2) 으로 인정받아 교수자격시험인 아그레가시옹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 고교 상급반 교사와 학의 학사 과정의

교수3) 가 된다. 이 사람들 역시 임용고사 합격 후에는 반드

시 IUFM에 와서 일반 임용고사 합격자들과 마찬가지로

IUFM 2년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수자격시험인 아그레

가시옹을 통과한 아그레제라 해도 현장 연수와 교직 훈련

중심의 IUFM 2년째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 프랑스의 모

든 교사들은 임용고사 합격 후에는 반드시 IUFM을 거쳐

가게 되어 있다. 

3. 교직과 전공,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꾀하는 IUFM의

교육과정

IUFM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리성스) 이상 소지

자이면서 유럽연합 국적 소지자라야 한다. IUFM 입학시험

(Concours)은 각 지역 IUFM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서

류전형이나 간단한 국어 및 수학 시험과 면접 등이 실시된

다. IUFM의 교수진은 단순한 박사 학위 소지자의 학교수

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초∙중등 교사, 장학사, 박사학위를

가진IUFM 또는 학소속교수들로다양하게구성된다. 

IUFM의 교육과정 중 1차년도는 학생의 신분으로 배우게

되며 전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임용고사 준비에 주력한다.

초등교사의 경우 60%, 중등교사의 경우 75%가 교과교육에

할애되며 초등교사보다 중등교사의 경우 교과에 전문가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 IUFM의 교육과정은 1차년도부터 학

교현장에 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학교에서 관찰연

수, 평가와 교육상황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동반연

수, 수업을 시행하는 책임연수 등 다양한 연수가 학교현장

에서 이루어진다. 초등교사의 경우 공통교육에 120시간, 연

수에 18주에서 19주에 이르는 500시간, 강의에 1000에서

1200시간 정도가 할애된다. 중등교사의 경우, 공통교육

120시간, 연수 250에서 350시간, 교과교육에 550~750시

간, 교양교육에 400~550시간을 할애한다.

교원임용고사는 3월의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로 6월

말, 7월 말에 구두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른다. 이 시험은 공

개경쟁이므로IUFM 1학년수료자이외에학사학위나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사

는 교육구 수준에서 실시되어 합격자는 해당 교육구에 배치

되며, 중등교사는국가시험이므로국가수준에서배치된다. 

IUFM 2년차는 임용고사 합격 이후에 실시되는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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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랑제꼴 준비반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고교에 부설된 경우도 있고, 학에 부설된 경우도 있다. 

2) 최근 프랑스 학의 변화를 겪기 전, 프랑스 학은 2년의 DEUG 과정과 1년의 리성스를 마치면 3년 수업 이후 학사 학위를 주었다. 또 석사학위 메

뜨리즈 역시 1년이고, 데으아는 우리로 치면, 박사 코스에 해당하고 1년이다. 그 후 시험을 통해 박사 논문과정 떼즈에 다시 입학한다. 

3) 실제로 교수자격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실제로 학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박사학위 및 연구지도학위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로 신분이 학생에서 수습교사(professeur stagiaire) 신분

으로 바뀐다. 또 이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는다. 2년차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실습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초등 수습교사

는 2차의 책임실습수업과 1차의 동반실습수업을 해야 한다.

2차례에 걸쳐 4주간에 이루어지는 책임실습수업은 1명의

지도교사4)를 규칙적으로 만나서 수습교사의 어려움을 분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두번째 실습은 동반실습수업으로

보통 지도교사의 교실에서 최소한 3주간 실습한다. 그리고

교사 실습을 중심으로 한 직업논문을 작성한다. 

중등 수습교사 역시 두 종류의 실습수업을 실행한다. 1차

의 책임실습수업과 1차의 동반실습수업을 해야 한다. 책임

실습수업은 제2학년 내내 주당 도합 4~6시간씩 한 교실이

나 여러 개의 교실에서 자기 과목의 책임수업을 실시한다.

이 수업을 위해 수습교사는 수업고문의 도움을 받는데, 이

수업고문은 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해당 과목의

장학감들에 의해 선정된다. 동반실습수업은 교실에서 40시

간 정도 실시된다. 

실습 기간 중 수습교사들은 학교운 위원회에도 참여하

고 교육자문교사(conseiller pedagogique)의 지도를 받으

며, IUFM의 세미나에도 참여한다. 기술고교 및 직업고교

교사 임용 기자들은 6~12주 간의 기업체 연수를 이수하고

현장책임연수 평가 결과에 의해 교사 자격 수여 여부가 결

정된다. IUFM 2년차 말에는 30페이지 가량의 연수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공개 구두시험을 치러야 한다. 주제는 교육

현장과 관련된 것이라야 하고 지도교수와의 상의를 통해 결

정된다. 

이외에도 교육학, 교양 및 교과교육의 보충으로 교육이나

학문의 주제별로 소그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그룹 교

육이란 개인적 필요와 관심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소그룹

을 편성하여 개별화된 도움을 주는 개인차가 고려되는 수업

형태로 교과 및 교양교육의 보충을 위해 활용된다. 앞서 언

급한 각 IUFM 연합 세미나와 콜로퀴엄을 이끄는 컨퍼런스

가 이 수업을 이끄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용고사 이전 IUFM 1년차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별교과교육과학교에서150시간의관찰연수, 동반교육

연수, 일반 교양교육으로 구성되고, IUFM 2년차는 소그룹

교육, 기업체 연수, 책임연수, 논문작성과 공개 구두시험 등

으로 구성된다. 국가가 주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교사들이 현장에 나가 투입되어 발생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을 운 하는 것은 단 4주의 교육실습만으로 현장에 투입되

는우리교사교육및양성체제에의미있는시사를준다. 

V. 마치는

프랑스의 교사교육 학원 설립은 우수 교사 양성을 국가

의 과제로 삼고자 하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 교사양성 시스템이 우리

사회 교사 양성에 주는 시사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중등교사 중 고교 교사를 위해서는 학원 수준의

교육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프랑스처럼 유아

학교부터 모든 교사들의 교육연한이 연장될 필요가 있고 특

히 고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원 수학을 의무

화할 필요는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프랑스는 그랑제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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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교사는 유아학교나 초등학교 교사로 수업시간의 1/3을 감면받는다. 27시간 신 18시간만 수업한다. 그는 여러 명의 초등 수습교사들을 책임맡

고 그들에게 자신의 교실을 공개하고 그들을 지도한다. 지도교사들은 CAFIPEMF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들 중 선발된다. 



에꼴 노르말 출신의 우수 교수 인력이 고교에서 철학을 가

르치기에 그들이 그 난해한 바깔로레아 철학문제와 구두시

험을 치를 수 있고 채점할 수 있고, 이에 해 이의제기가

별로 없는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현

장에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국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등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깊이 학습하지 않은 부전공 출신 교사나

타 교과 전공 교사들의 경우, 제 로 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프랑스는 만3세부터 무상교

육을 실시하여 95% 이상의 취학율을 보이고 있고, 이제 5

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현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유치원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2년제 출신 유아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그래도 이는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기관 중

상당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교사 연수생들로 교사진을 구성하고 있어 전

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 선생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거나, 자질

자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유아교육은 유아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무래

도 5개월 연수받은 교사와 5년을 교육받은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홍역을 한 번 치

르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통합과 변화의 과정이 요구되는

미개척지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생실습 기간의 확 가 필요하고, 수습교사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단 4주만의 교생실습 기간과

해당 교사들이 교생을 맡기 싫어하는 학교분위기, 침해당하

고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실제 수업을

하는 시간은 마지막 한 주 내지 길어야 두 주 정도에 불과하

다. 임용고사 합격 후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고 담임을 맡

아야 하고, 학교 내 가장 기피되는 부서(예를 들면, 학생부)

에 배치되어 학생지도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법조계에도 시보제가 있는데, 교육전문직인 교사

들에게 수습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학생지도의 책

임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셋째, 개정된 사립학교 법을 두고 교육계에 많은 이견이

있다. 그 중 많은 것은 제쳐두고 사립학교 교사의 수준을 담

보하고 채용과정 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용고사

합격자 중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나름 로의 교사 풀에

한 제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재

단이사장이나 교장과의 개인적 친분 등으로 채용이 되는 사

례가 현재도 많다. 공개채용을 표명한 경우에도 내정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제 공사립 학교 전체와 유치원

부터 고등학교, 학까지 교사와 교수의 채용에 관한 국가

적 시각에서 통제와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끝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근무여건이 좋은 단순한‘직업’

으로서 교직이 아닌, 자신의 삶의 방식이며, ‘일’로서 교사

를 선망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건강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이 진실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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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교사교육은 교사양성교육과 교사보습교육(Lehrerfortbildung), 교사재교육(Lehrerweiterbildung)으로 나누어

진다. 보습교육과 재교육도 살펴보아야 할 주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번 호의 주제에 맞추어 교사양성과정을 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현재 독일의 교원양성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바탕에는‘볼로냐(Bolgna) 프로세스’로 인해 독일 학의 전통적

인 마기스트∙디플롬 학위제도가 ∙미식 학사/석사(Bachelor/Master)제도로 바뀌어야 하는 학위체계의 변화라는 제도적

문제와 2001년 12월 제1차 PISA(국제학생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발표 이후 독일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야기된 교원

양성제도의 내용적 개혁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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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 권미연 할레 학교 박사과정, 삼락중학교 교사 || miyun65@hanmail.net|

독일의 교원 양성 제도 : 
개혁과 전망



독일에서 교사양성과정은 원칙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교사양

성교육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제1단계는

학교—종합 학교, 공과 학(교), 교육 학, 예술 학 및 음악 학—에서 교직

을 전공하는 것이며, 제2단계는 학을 졸업한 후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8개

월 또는 2년간의 수습근무(Vorbereitungsdienst)를 말한다. 제1단계는 원칙적

으로 두 전공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수업(Fachstudium), 교수법∙일반 교

육학∙심리학 수업 등으로 구성되며 제1차 국가고시와 함께 종결된다. 제2단계

는 예비교사가 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한 학교(초등학교, 하우프트슐레, 레알슐

레, 김나지움, 특수학교, 직업학교)에서 수행되는 수습근무로서 교사세미나∙수

업실습으로 구성되며, 제2차 국가고시와 함께 종결된다. 그리고 현재 많은 주에

서는 교사양성의 개혁과제로서 제1단계의 학교직수업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학수업의 매 학기마다 일정기간의 교생실습

(Schulpraktika)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독일의 교사양성교육 약사(�史)

독일에서 현재와 같이 교사양성교육이 학에서의 교직전공과정(제1단계)과

학졸업 후 일선학교에서의 수습근무(제2단계)로 확정된 것은 꽤 오래된 전통이

라고 할 수 있다. 1890년에 이미 교사 양성교육은 현재와 같이 두 단계의 과정으

로 구상되었고, 1917년에 확정된 후 현재까지 그 기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유

지되고 있다. 1890년에 수습근무는 2년으로 확정되었는데, 첫 1년간은 세미나 기

간으로서 주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이론적∙교육학적 소양

을 쌓는다. 그 다음 1년간은 직접 수업을 담당하면서 수업에 필요한 실제적 소양

을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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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오래 전에 정착된 독일의 교사양성교육은 그럼에

도 상시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교육계의 핵심 논제 다. 바

이마르 공화국 (1919~1933) 당시 1926년에는 국민학교

(Volksschule)1) 의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아카데미(1926)가

도입된 바 있었다. 

이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후 바이마르 공화국

에서 이루어졌던 교사양성의 학술적 진보는 위기를 맞는다.

교육아카데미는 폐쇄되고 이 시기 교사 양성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으며, 각 주는 교사양성에서 책임과 권한을 상실한

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자에게 국민학교 교사양성은 특히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국가사회주의의 세

계관을 실제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 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독일의 전통적인 실업

교육과 인문주의교육 이념이 변질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왜곡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차 세계 전이 끝나고 난 다음 국민학교 교사의

절 적 부족으로 인해 (예전의 한국의 교원양성소와 비슷한

형식의) 임시적인 1년 과정의 단기 교사양성과정이 생긴 바

있다. 그런 다음 1946년 이후 전국적으로 이전의 교육아카

데미와 다른 교육기관들이 합쳐지면서 교육 학이 설립된

다. 그리고 교육 학이 설립되고 난 후 교육 학에서는 초

등학교,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특수학교 교사를 양성하

고, 김나지움 교사의 양성은 종합 학교가 맡게 되었다. 

1960년 부터 교육수요가 팽창됨에 따라 교육 학에서

이루어지던 교사양성과정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제외

한 모든 주에서 1980년 초부터 종합 학교로 통합된다.

이때부터 종합 학교의 각 학과에서 일반 과정과 함께 교직

과정이 병행되어 개설된다. 따라서 학교의 각 학과에는

인문∙사회과학 방면의 마기스터와 자연과학∙공학 방면의

디플롬 이외에 교직(Lehramt)과정이 개설되었고, 이 과정

을 수료한 학생은 마기스트/디플롬 학위나 다른 분야의 국

가고시(Staatsexamen)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교육 학(또는 예술 학, 음악 학, 체육 학)에

서 교직을 이수하든 종합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하든 정규

학업기간(현재에는 10학기)의 마지막 학기(또는 그 이전)에

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1차 국가고시를 치러야 한다. 제

1차 국가고시를 합격한 학생은 이어서 개의 주에서 3년

이내에 각 주의 여러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관청에 제1

차 국가고시 합격증서 및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수습근무를

지원해야 한다. 수습근무가 확정되면 일선 학교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18개월 또는 2년간의 수습근무를 해야 하고 이 과

정을 마치고 제2차 국가고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면 비로

소 교사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1차 국가고시

제1차 국가고시는 개별 주의 시험규정에 따라 정규학업

기간 중 또는 학업기간을 마치고 이루어지는 시험을 말한

다. 제1차 국가고시에 최종적으로 합격한 후 비로소 학과

정이 끝이 난다. 제1차 국가고시는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시험은 전공과목(보통 2개의 전공

담당과목)2), 교육학 (및 심리학), 과제(졸업논문)로 이루어진

다. 이 각 부분의 모든 시험과 논문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Educational Development
2007 Summer

70

P
r
o
je

c
t

특
별

기
획

2

GERMANY

1) 당시의 국민학교는 지금의 하우프트슐레에 해당하는 5학년 이상의 상급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었고 60년 말에 이 상급과정(5학년~9학년)에서 현
재의 하우프트슐레가 생긴다. 레알슐레(5학년~10학년)는 1964년까지 중학교 (Mittelschule)라는 이름으로 운 되고 있었고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레알슐레로 이름이 바뀐다. 그리고 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현재는 12학년까지로 바뀌고 있음)으로 운 되고 있다. 



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문의 테마는 2명의 해당 시험관에게

논문 제출기한 1년 전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양성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강화하

기 위한 조치로서 학에서 교직전공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도 의무적으로 교생실습을 하도록 교사양성과정이 개혁되

고 있고 이에 따라 교생실습에서 획득한 지식도 또한 시험

으로서 추가되고 있다. 

그리고 제1차 국가고시 이전에 전공에 따라서 중간고사

를 치르는 전공이 있으며(예를 들어 카톨릭 종교과목 전공)

중간고사 성적은 제1차 국가고시 성적에 포함된다. 중간고

사와 제1차 국가고시 시험은 각 학에 부속되어 있는 주

교육부의 시험청(Prufungsamt)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시

험은 한 해에 1회 또는 2회 실시되며 학생이 소속된 학에

서 이루어진다. 전체 평균 성적에서 최소한 평점 4.5

(1~1.5 : sehr gut/Auszeichnung, 1.51~2.5 : gut,

2.51~3.50 : befriedigend, 3.51~4.50 : ausreichend) 이

상을 취득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독일에서 원칙적으로 교육문제는 각 주가 관할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교사양성교육도 각 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

고 있다. 아울러 현재 독일의 교사양성교육은 격변기에 놓

여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과정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주의 교육현안을 상호 조

정 하 는 상 설 협 의 체 인 교 육 부 장 관 협 의 회

(Kultusministerkonferenz: KMK)는 정기적 모임을 통해

각 주에서 취득된 교사 자격이 전국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

록 시험 모델을 상호 교류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상호 조정

하고 있다. 

2002년 11월 7일 공포된 바이에른 주 제1차 국가고시 규

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의 교직과정

학생은 7학기부터 늦어도 8학기까지, 김나지움, 직업학교,

특수학교의 교직과정 학생은 9학기부터 늦어도 10학기까지

제1차 국가고시에 응시해야 한다. 

-제2차 국가고시

학에서 교직전공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느 학교 유

형을 선택하든지 학과정을 수료한 후 18개월 또는 24개

월의 수습근무를 해야 한다. 제2차 국가고시는 수습근무기

간 동안 습득한 수업내용∙생활지도내용∙상담내용∙반성

평가내용을 다루며, 이에 상응하게끔 현장교육의 실제적 내

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양성 제1단계가 학교(바덴-뷔르

템베르크 주는 교육 학)에서 주로 전공과목에 한 기본지

식과 교육학, 교수방법론 같은 이론적 내용을 주로 배운다

면 제2단계는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토 로 하여 일선학교

에서 실제적인 교수(敎授)행위를 익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교사양성 제2단계의 수습근무는 바덴-뷔르템베

르크 주, 니더작센 주, 함부르크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24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의 두 주에서는 2000년 10월

1일부터 18개월로 축소되었으며, 함부르크 주에서는 기본

적으로 18개월이며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다. 수습근무는

처음의 6개월 가량(24개월 수습근무일 경우 1년)은 세미나

에 참석하고 수업을 참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 이후부

터 수습교사는 세미나에 참석함과 동시에 직접 수업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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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독일의 교사는 학에서 2 과목의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임용이 되면 보통 2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병행되는 전공과목은 각 학교 유형에
따라 달리 제공된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레알슐레 교직과정의 경우 각기 두 과목으로 구성된 27개 조합의 전공과목 군(群)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
서 독일의 학교에서는 교사가 독일어와 체육, 수학과 체육, 역사와 어 등등 두 과목을 동시에 맡아서 가르치는 경우는 아주 일반적이다. 



해야 한다 (이것을 소위 Bedarfdeckender Unterricht라

고 부른다). 이때 수습교사는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의 수

업 시수를 채워야 한다. 전통적으로 수습교사는 근무하는

학교의 여러 교사의 수업을 방문하여 각 몇 달간씩 선배교

사(Mentor)의 수업을 넘겨받아 선배교사의 감독 하에서 수

업을 이끈다. 이때 선배교사는 수습교사가 이끄는 수업을

참관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학에서 전공교직이 두 전공과

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습교사는 개 두 과목을 담당해

야 하며, 전체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수업을 이끄는 기간은

수습근무기간의 절반을 넘어선다. 

그리고 수습교사는 수습근무 전 기간 동안 전공과목 뿐

아니라 일반 교육학 및 학교조직과 관련하여 선배교사가 이

끄는 세미나에 참가해야 하며 또는 일선학교에서 일반교사

들이 참가하는 보습교육에도 참가해야 한다. 전공과목과 관

련된 세미나에서는 교수법의 측면에서 교수내용과 방법을

특정 관점에서 분석하며 교직 일반과 관련하여 교사직의 이

론적 바탕(학교법과 국가 및 민주시민 이념)을 다듬는다. 수

습근무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수업운 에 관련된 시험과

일반교수법및전공과목교수법에관련된시험이치러진다. 

이와 함께 수습교사는 수습근무기간 중의 활동에서 수업

계획, 수업실행, 성적평가, 학교활동 참가, 동료교사와의 협

동작업, 학생상담, 학교 바깥의 기관에 학교 일로 참가하는

정도, 학생 돌보기, 업무의 자발성과 책임성 등 교직에 관련

된 모든 역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때 평가의 주체는 수습

교사가 수습기간 동안 참가해야 하는 세미나 운 자, 담당

과목 선배교사, 해당 학교장 등이다. 이들이 작성하는 소견

서(Gutachten)는 6등급으로 나누어져 수습근무기간의 마

지막에 치러지는 시험성적과 함께 제2차 국가고시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3) 그리고 제2차 국가고시의 합격선은 평

점 4.0이다. 한편 1차나 2차 국가고시에서 한 번 불합격한

지원자는 각각 한 번씩 더 응시할 기회가 있다. 낮은 평점으

로 합격한 사람도 더 높은 평점을 얻기 위해 규정에 맞추어

다시 한번 응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제1차 국가고시를 최종합격한 예비교사는 각 주

의 교육부에 수습근무를 신청하여 고용이 확정되어 수습근

무를 하게 되면 수습교사로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급료를

받는다. 이 급료는 학교유형에 따라 다른데 2002년 1월 1일

연방호봉법(Bundesbesoldungsgesetz)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1단계 : A12 호봉 /기본급

999.02 유로

2) 특수교육 : A13 호봉 /기본급 1023.63 유로

3) 중등교육 2단계 : A13 호봉+가산수당 /기본급

1052.06 유로. 

그리고 가족수당(기혼자: 105.28 유로 /1자녀: 193.33 유

로 /2자녀: 285.38 유로 /3자녀: 515.96 유로/4자녀 이상

은 각 아이 당 230.58 유로 추가)이 추가된다.4)

학사/석사(Bachelor/Master)제 도입과 교직전공과정

의 변화: 학업기간 단축과 현장실습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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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까다롭고 장기간에 걸친 수습근무에 해서 가해지는 일반적인 비판은 수습근무와 평가가 수습교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한다는 것과 선배교

사의 평가가 수습교사가 스스로 자기에게 적합한 수업방식과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 등이 있었다. 

4) 그리고 수습교사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자녀보조금(Kindergeld)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자녀보조금은 2002년부터 3자녀까지 각 자녀 당 154

유로이며 4번째 자녀부터는 각 자녀 당 179 유로이다. 자녀보조금은 자녀가 18세일 때까지 지급되며, 그 이후에도 자녀가 아직 학교나 직업학교 및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또는 군복무나 공익근무를 하는 동안, 그리고 자녀의 수업이 연간 7680 유로에 달할 지 않을 경우 25세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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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제1차 PISA 연구 결과의 발표 이후 독일에

서는 교육제도의 개혁에 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은

연방정부의 주도 하에 온종일학교(Ganztagsschule)를 더

많이 설립하여 학생들을 오후에도 돌보아주면서 개인적으

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급했다시피 피사연구결과의 발표는 교사양성제

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도 촉발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제도의 개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독일의 학

교는 전통적으로 ∙미식 학사/석사(Bachelor/Master)

제도가 아니라 학의 정규수업기간이 10학기(5년)에 해당

되는 마기스트∙디플롬(Magister∙Diplom) 제도로 운

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학에서 학을 졸업하면 ∙미식

석사(Master) 과정을 졸업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1999년 6월 19일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에

서는 유럽 29개국 표들이 모여 유럽 국가의 교육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교육개혁안에 합의하고 그것을‘볼

로냐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하 다. 그 내용의 핵심

은 유럽 학 간 상호 학점교류 및 학위의 상호인정으로 드

러난다. 이를 위해 유럽 각국은 기존의 학학위 및 학점취

득제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체제로 보완∙개정하는 것에

합의하 다. 이것은 현재 유럽학점교환시스템(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ECTS)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

를 통해 유럽 각국은 유럽의 학생 및 연구자들이 어느 나

라의 학에서든 필요한 수업을 듣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우선 기존의 마기스트/디플롬

과정에 아울러 학사/석사과정을 도입해야 되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학에서는 많은 학과에서 3년/2년의 학사/석

사과정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것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사과

정만 마치고 바로 직업세계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이어서 석

사과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사/석사제는 학생 측에서

뿐 아니라 학 측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학사졸업자들의 평균적 능력저하, 실습교육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며, 나아가 독일의 전통적인 학의

이상이 포기되고 학수업이 경제적인 측면과 단순히 직업

과 연관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비판

의 상이 되고 있다. 또 3년의 학사제는 4년의 학사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문

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본다면, 독

일의 김나지움이 현재 전통적인 9년 과정(김나지움 최고학

년 13학년)에서 8년 과정(12학년)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장

차 독일도 김나지움까지 학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이 전체

12학년, 학 학사과정이 4년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각 학 각 학과의 교직전공도 부분적으로 학사/

석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것을 베를린 자유 학교 외국어 교직 전공의 예를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자. 베를린 주에서 외국어 과목 교직전공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은 2004/2005년 겨울학

기부터 학사(Bacherlor)과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뀐

규정에 따르면 2006/2007년 겨울학기부터는 6학기부터

제1차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3년간의

학사과정에 이어 석사(Master)과정이 이어지는데, 초등학

교나 중등학교 1단계(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의 교사를 지

원하는 학생은 단기 석사과정(60학점/1년)을 선택하며, 김

나지움 또는 직업학교 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은 장기 석사과

정(120학점/2년)을 선택한다. 

이것을 수업연한의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이전

에는 교직과정의 모든 학생이 정규학업기간인 5년을 마치

면서 제1차 국가고시를 치 던 반면, 초등학교∙하우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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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레∙레알슐레 교직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이제부터 4

년(3년의 학사과정+1년의 단기석사과정) 만에 제1차 국가

고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예비교사가 선택한

학교유형에 따라 제1차 국가고시 신청 자격요건이 7학기에

서 10학기까지 나누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금 언급되었다

시피 6학기부터 제1차 국가고시에 지원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리고 각 주에서 주관하는 제1차 국가고시가 각

학의 석사과정 졸업으로 체되는 것도 개혁의 한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이나 경향은 전국적으로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핵심적인 것은 학교의 졸업시

험(여기서는 Master 과정을 의미한다)이 정해진 각 주의 규

정에 따라 시행되고 각 주의 시험청(Prufungsamt)이 그

형식을 검증한 후 승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직과정에 학사/석사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전국

의 모든 학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5년 연한

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고 나면 모든

교직과정이 학사/석사과정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학사/석사과정이 마기스트∙디플롬 과정을 체하

는 것은 거의 모든 학, 거의 모든 학과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독일의 교원양성과정은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많

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아직 일괄적으로 통일된 교

사양성교육의 개혁모델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체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모든 교직전공이 점차적으로

학사/석사 과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과 학사를 마치

고 중등학교 1단계까지의 교직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1년의

단기 석사과정을 합쳐 4년간의 학 과정을 마치고 제1차

국가고시에 응할 수 있게끔 교직전공의 교육과정에 소요되

는 기간이 부분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

다. 나아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니더작센 주, 함부르크

주에서는 수습근무기간도 이미 18개월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 제2단계(김나지움, 직업학교)의 교직 과

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2년의 장기 석사과정을 이수해야 하

므로 제1차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학의 학업기

간을 줄여서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연령을 낮추어 국제경쟁

력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육개혁의 일반적 의도와도 합치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교원양성과정의 개혁방향은 교사양

성교육 제1단계( 학 교직과정의 수업)에서 매학기 일정기간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생실습을 도입하여 이론과 실제

의 결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교생실습은각주에서시험적으로도입되고있다. 

맺으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 로 독일의 교원양성과정은 오랜 역

사를 거쳐 정착되고 변화되어 왔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

은 교원양성과정이 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이론교육과

오랜 기간의 현장수습근무로 구분되어 (세계의 어느 나라보

다) 장기간에 걸쳐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학사/석사 과정이 도입되고 몇

개 주에서 수습근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그 본

질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이것은 교원양성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중시하는 오랜 전통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단적으로 말해 독일에서는 학의 교

직과정에서부터 수습근무기간까지 (수습근무기간에 지급되

는 급료를 포함하여) 한 명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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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평가를회고하다

: 생산적인교원평가를위한소고

| . 김병주 남 학교 교육학과 교수 || Kimbj@yumait.ac.kr | 

1.

교수의 능력에 해서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교수평가,

보다 구체적으로 교수업적평가의 기본 이념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교수평가가 일반화되어 있다. 교수평가를 하지 않은

학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신규임용과 승진은 물론 연봉

제, 성과급, 정년보장, 호봉승급, 연구비 배정, 안식년 지정

등 평가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야 말로 교수평

가는 시 적 흐름이요, 이를 하지 않는 것은 그 흐름에 역행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수평가가 이처럼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아직도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다른 학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교수에 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1940년 까지만 해도 학은 암흑상자로 간주되었다. 

학은 상아탑이라는 전통적인 보호막 속에서 일반 사회로부

터 존중은 받지만 간섭은 받지 않는 신성한 조직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당시에는 학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활동

과 과정을 규명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교수가 강의한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한 판단은 오직 교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교수의 능력평가는

오로지 교수에게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 전 이후 중적 학교육체제로 접어

듦에 따라 전통적 엘리트 학교육 이념은 변화를 겪게 되

었고, 학교육의 목적과 내용 뿐만 아니라 학의 의사결

정구조에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기에 이르 다. 특히 1942

년 미국의 L. Wilson은 그의 저서「The Academic Man」

에서 학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와 도전은 교수의

역할과 기능에 한 합리적 평가라는 전제하에 교수업적평

가의 제도화를 주장하 다. 교수에게도 객관적인 제3자의

기 획 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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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E Bayer의 연구(Teaching Faculty in Academe: 1972-73,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3)에 따르면 미국 학교수중 3/5 이상은

단 한편의 논문이나 책도 저술하지 못했다. E. C. Ladd, Jr.(“The Work Experience of American College Professors,”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AAHE, 1979)에 따르면 미국 4년제 학교수 5천명의 표집조사 결과 25%는 아무것도 출판한적이 없는 교수들로 나타났다.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미국사회에서 교수들이 교육, 연구, 봉사라는 기본적

인 책무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한 학 내외의 확인작업이

시작되었다. 1960년 에는 학생에 의한 소비자보호주의 운

동과 함께 스튜던트 파워가 증 되면서, 학생에 한 교수의

권위도 약화되었다. 교수집단의 상 적인 약화는 교수도 평

가의 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1960년 이후 학교육의 중화에따른학생

수 증가는 학에 한 공공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면서, 학

에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나 기업, 각종 사회기관들이 학

교수의 책무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교수평가제는 불가

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1960년 와 70년 에 걸쳐 미

국 학에서는 교수들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가에 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구에서 많은 교수들이 기본 책

무에 소홀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1) 그 결과 이들을 제어하

기위한방책중의하나가업적평가라는인식이 두되었다.

이에 더하여 1970년 부터 줄기 시작한 학진학자의

수, 줄어드는 학생수만큼 줄이지 못해서 전공분야에 따라

남아 돌아가는 교수 수, 그에 따라 누적되는 재정적 압박,

제한된 교수직을 향한 치열한 경쟁 등과 같은 변화는 교수

들의 신규임용은 물론 승진, 정년보장 등을 위한 업적평가

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 다.

3.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에 의해 고등

교육의 팽창이 일어났고, 1986년 당시 통령 직속 교육개

혁심의회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학 교수의 수준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학 교수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

로는 임용자격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임용후의 교수직 수행

능력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수평가제도의 도입

이 적극 검토되기에 이르 다.

특히 1994년도부터 시행된 학평가인정제는 교수평가

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학평가인정제는 학

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교수의

강의평가와 연구업적 등을 평가하게 되고, 이는 모든 학

이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1999년 1월에 2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2가 신설됨으로

써 교수의 업적평가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조항에‘ 학의 교원은 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

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

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교수의 업적평

가제도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하 다.

4.

체로 교수평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하

나는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제고하여 학교육의 질을 높이

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평가결과를 토 로 교수들의 승

진, 승급 및 재계약 등 교수 인사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거의 모든 학들이 교수평가를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평가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수평가에 한 문제제기 또한 꾸준하게 이루어진

다. 체로 교수평가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첫째, 교수업적평가 규정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제 로 된

것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교하지 못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평가의 결과를 교수들의 승진, 재

임용, 정년보장, 보수책정 등 교수인사에 반 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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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다.

실제로 김병주의 연구(교수계약제 시행여건 조성현황 평

가연구, 2000)에서도 응답자의 53.7%가‘평가준거의 객관

성 부족’을 교수업적평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 으며,

박남기의 연구( 학별 교수업적평가 현황 분석 및 교수업적

평가 모형개발, 2006)에서도 교수들은‘교수업적에 한

질적 평가의 어려움 또는 양적 평가에 한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42.2%)’을 현행 교수업적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았다.

둘째, 아직도 단과 학별, 학문계열별, 학과별 혹은 전공

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교수들의 업적을 동일한

척도에 의해서 평가하는 학이 적지 않다. 최소한 단과

학 더 나아가서는 학과별로 척도가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각 학별로 교수들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이 필수적이다. 

셋째, 부분의 학이 평가 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

고 있는데, 이는 연구업적의 왜곡과 편법을 불러올 가능성

이 크다. 전공이나 연구과제의 특성상 연구결과 도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평가 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경우 단기과제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교수업적평가의 상 역이 체로 교육활동, 연구

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업적평가시

역별 비중에 한 합리적 설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에 따라서는 역별 최소기준이 교수로서의 기본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최근에는

역별 비중을 교수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학이 늘고

있다. 박남기의 연구(2006)에 따르면 18개 학(국립 8개,

사립 10개)이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 연구, 봉사 역의 비

중을 교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교수가

주력하고 싶은 역이 어디냐에 따라 그 분야의 배점이 높

은 평가유형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섯째, 교수업적평가에서 핵심내용인 교육분야에 한

평가기준 개발이 미약하다. 기준도 문제지만 평가주체가 누

구인가에 한 합의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교육업적

평가 상으로는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에 더하여 수업담당

실적, 교육과정의 운 및 개발실적, 석박사 학위자 배출실

적, 석박사 학위 논문 지도 및 심사 실적, 담당강의의 수강

학생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가중치나 중요도에 하

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특히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교수강의평가제에 한 찬반

의 논리는 엇갈린다. 찬성측의 주장을 보면, 학교육의 질

적 수준은 교수의 질에 의존하는 바, 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수의

업적평가는 주로 연구업적에 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부

분의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업적을 쌓기에 급급한 폐단

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도 학생

들에 의한 수업평가가 상당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

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반면 반 측의 주장을 보면, 전통적인 사제윤리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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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 학생이 교수를 평가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객관적

으로 타당하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할 능력과 경험이 부족

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더하여 교수들은 소신있게 강

의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는 교수보다는 인기위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합하는 교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자친 악

화가 양화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섯째, 연구업적 평가에서 연구물의 질적 수준을 고려

하여 게재 학회지 수준이나 국내외 학회지를 구분하고, 연

구편수를 중시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의 타당성이 확보되

지 않고 있다. 저서와 학술지, 또는 학술지간의 가중치가

적절한지에 한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학들은 SCI 혹은 SSCI 게재논문과 국내 평가인정

학술지라는 동일한 잣 만으로 학술지 게재논문을 평가한

다. 그런데국내평가인정학술지만보더라도학술지간에현

격한차이가존재하지만, 이에 한질적인고려를하는 학

은 거의 없다. 그저‘평가인정 학술지 게재논문 몇 편’으로

평가할뿐이다. 결국좋은평가결과가필요한교수들은질높

은논문보다는‘많은’수의논문을쓰는길을택하게된다.

저서와 학술지간의 가중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우수한 학술저서 하나

를 집필하는 것은 십수 편의 논문을 쓰는 것과 맞먹을 수

있다.2) 그러나 저서의 가치를 국제학술지에 한 가치보

다 높게 평가하는 학은 없다. 결국 우수한 학술저서를 집

필하려는 동기는 저하된다.

일곱째, 봉사 역에서 교외봉사 뿐만 아니라 교내 봉사

(행정보직 및 각종 위원회 참여, 입시문제 출제, 학생단체

지도 등)를 반 하고 있는데, 봉사업적별 가중치에 한 명

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덟째, 교수평가로 인하여 교수 상호간에 갈등이 표출

되기도 한다. 이는 평가과정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5.

이상에서와 같이 교수평가가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평가는 거역할 수 없는 시 적 흐

름이 된 듯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수평가를 어떻게 긍정

적인 방향으로 운 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해 고민할 필

요가 있다. 세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첫째, 단과 학별, 학문계열별, 학과별 혹은 전공 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척도와 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해야 한

다. 더 나아가 교육과 연구 중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

라 교수 개인별로 평가 역별 가중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교수업적평가에서 핵심내용인 교육분야에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2) 실제로 1960년 중반 이후 미국 사회학자들에 의한 저서와 학술지 간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J. G. Manis는“Some Academic Influences

upon Publication Productivity”(Social Forces, 29(3), 1951)이란 논문에서 사회과학의 저서들을 분석하여 1권의 저서가 체로 18개의 장으로 이

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저서는 학술지 개재논문에 비하여 18배를 산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A. M. Cartter은 An Assessment of Quality

in Graduate Education(ACE, 1966)에서 5종의 주요 정치학 분야 학술지를 검토한 후, 1권의 저서는 6편의 학술지 논문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E.

T. Lightfield는 ”Output and Ecognition of Sociologists”(American Sociologist, 6(2), 1971)이란 논문에서 부분의 사회학 저서들이 약 300

쪽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3편의 학술지 논문이 1권의 저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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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학의 경우 강의를 잘 하는 교수를 제 로 접해

주기 위해서는 교육분야 평가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요

한 것은교수의수업능력을평가함에있어서학생에의한수

업평가결과가유일한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는점이다.

셋째, 연구업적 평가에서 연구물의 질적 수준을 제 로

고려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논문 편수라는 정

량적 지표에 의해 연구업적을 평가함에 따라 교수들이 단기

적인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고 저서나 번역서, 우수 논문이

제 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KAIST처럼 표 논문(혹은 저서)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나 동료평가 방식을 도입하여‘정성평가’를 강화하

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지만, 이 또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교수에 한 정량적 평가는 한계가 있으

며, 정성적 평가는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

엇보다도 완벽한 교수평가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다. 거의 모든 학들이 교수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

만, 이를 활용하는 데는 신중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6.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교수평가제가 교원평가제에 시사하

는 바는 무엇인가. 먼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원평가제의추

진일정을 보면, 2005년 48개교, 2006년 67개교의 시범학교

운 을거쳐2007년에는운 확산및법제화추진을통하여

2008년부터는 수용가능학교부터본격 적용하여 제도정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는 현재 승진, 포상, 전보 등

에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과는 별도로 교사, 교감, 교장을

상으로 3년주기로 1회(2년: 능력개발기간, 1년: 평가기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평가방법은 평소관찰과 수업참관 등을 종합한 동료

교원의 평가,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와 의견을 표기한 학생과

학부모의의견등다면평가에의한다는것이다.

어떤 과제이든 부분의 시범학교 운 결과보고서가 그

렇듯이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 결과보고서 역시 교원평가

시범운 을 통한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결과보고서

만 보면 새로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교수평가제를 회고해 볼 때 교원평가제가 생산적이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궁극적으로 교원근무평정제와 교원평가제가 통합되

어야 한다. 교원들의 반 에 부딪쳐 교원평가 결과를 실시하

기위한고육지책으로평가결과를능력개발자료로한정할수

밖에 없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능력개발 자료는 굳이

교원평가제라는 이름의 거창한 이름을 도입하지 않고도 얼마

든지 취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제 기능을 발

휘하기위해서는‘교원평가’관련제도는하나이어야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교원평가의 역과 평가지표에 한 보

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근무평정제와 교

원평가제를 통합한 후 교수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결

과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에 한 피평가자(교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절차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

다. 1986년에 포항공 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교수업적평가

를실시한이후교수평가제가도입된지20년이넘었지만, 아

직도 교수평가제를 실시하는 범위와 활용방법은 학에 따

라 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부분의 학들은 어떠한 식

으로는 교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의 흐름과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부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모든 학을 일시에

도입하겠다거나 교육부가 강력하게 어붙여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각급 교육청이나 학교에

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분

위기와시 적흐름을마련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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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

시범운 사례

| . 박평희 인천함박초등학교교사 || pdw62@hanmail.net | 

Ⅰ.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적

1. 개발의 필요성

소규모 학교에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수거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개인 각각의 자료를

점검해야 하는 방법을 규모 학교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뒤따

라야 한다. 다행인 것은 OMR 카드를 이용하여 객관식 설문에 한 통계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

었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2005학년도에 실시했던 교원평가의 경우 1,300명이 넘는 학생과 같은 수의 학부모 설문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통계를 내어 분석하고 운 보고서를 작성하 다. 객관식 설문에 한 처리



는 OMR카드의 통계로 처리했다. 그러나 답안지를 수거해서 2,500장이 넘는 봉된 봉투를

개봉하고 학급별로 분류하여 기술식 답변을 읽어가며 다시 기록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평가관

리자 한 사람의 몫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양과 결과 전달의 투명성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업무적인가중보다더큰문제는바로교사개인의평가결과를같은학교교사인교원평가관리

자가모두알고있는상태에서업무를처리해야만한다는점이다. 물론사전에비 보장에 한서

약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나름 로 비 보장과정은 거쳐 있다. 그러나 수많은 학교의

교원평가 관리자가 한결같이 서약을 지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동료교사 1명이 교사간의 개인적

인평가결과를알고있다는사실은부인할수없는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었다.

본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사 개인의 평가 결과는 물론 평가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익명성이 확보된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하 다.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은 설문에 임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동료교사 모두 본인이 한 평가에

하여 비 을 보장받고 평가를 받은 교사 자신에 한 결과 또한 그 누구의 손도 거치지 않아

나만의 피드백 자료로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개발∙보급하고자 한다.

2. 개발 목적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구체적으로

가. 교원평가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 최소화

나.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비 보장을 위한 익명성,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시범운 개요

1. 적용 상 : 인천함박초등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 교원 48명(사서교사 1명 포함)

- 학생 1,263명(1~6학년, 40학급)

- 학부모 986명(1~6학년, 40학급) � 실제 학부모수.

2. 개발 범위 :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시도교육청용 4가지 모듈

3. 개발 방침

� 학교용은 서버용으로 개발하고, 시도교육청용은 PC용으로 개발한다.

�시스템은 단위학교 서버에 구축하고 로그인을 통한 인증 방법을 강구하여 보안성을 확보

한다.

�교원평가 양식(또는 설문양식)은 교사, 교장∙교감, 학생, 학부모 등 평가자 그룹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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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뒤따라야한다.



하고 배포 및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된 결과는 평가관리자가 관리하며, 평가관리자가

교사 개인에게 평가결과 일괄 통보와 지원요청서 수합

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본교를 중심으로 한정된 기능을 지양하고 일반화가 용

이하도록 교장∙교감평가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으로 개발한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한 인증방식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은 NEIS상의 학년,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

용하여 인증 받고, 학부모는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학부모 본인의 이름을 통해 인증 받는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단위로, 중∙고등학교에서는 교

과단위의 그룹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최종 개발 시스템은 현재 전국의 67개 시범학교 중 원

하는 학교에 무상 배포하여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한

다.(단, 시스템 설치는 해당학교에서 설치)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서 취합한 결과의 데

이터를 받아 전체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단, 본래의 취지에 맞도

록 취합되는 학교의 결과 값은 지원요청 등 전체적인

성향만을 제출 취합한다.)

4. 개발 프로그램의 개요

위의 그림은 온라인 교원평가를 위한 기본설정을 할 때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모두 9단계로 되어 있으며 간단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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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정 평가명, 학교명, 평가기간, 인사말 등의 기초정보 입력

2 피평가자 평가를 받는 그룹을 지정

3 평가자 평가를 하는 그룹을 지정

4 설문지관리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설문지를 입력, 수정, 삭제

5 설문지배포 만들어진 설문지를 평가자와 피평가자에 맞게 지정

6 교원평가 온라인상에서의 교원평가 실행

7 결과보기 평가 종료 후 바로 결과보기(개인별 결과는 개인만 볼 수 있음)

8 자기평가 자기평가 및 지원요청서 작성

9 결과취합 지원요청서 작성 내용 취합



Ⅲ. 프로그램의 활용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본교에서 활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설치는 서버에

해야 하는 관계로 교사의 업무이기 보다는 개발업체 또는

서버 유지보수 업체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므로 본 내용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다음의 기본내

용 세팅에서부터 설명하고자 한다. 

11.. 프프로로그그램램 세세팅팅

온라인상에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지표와 평가 상 등

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에 따라 평가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된 평가관리자의 페이지 즉, 관리자

권한을 가진 평가관리자가 설치시 지정한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모든 평가 준비를 세팅한다.

�프로그램 설치 : 설치할 서버주소

/chorong/bin/est/install/

설치화면이 나와서 필요한 정보(학교이름, db 정보 등)를

입력하고 나면 관리자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끝나면‘설치가 끝났습니다.’라는 화면과 함께 초기

관리자 화면으로 전환된다.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설치된 서버주소

/chorong/bin/est/admin/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설치시 지정한 아이디와 비 번

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한다. 로그인 한 다음에는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기초정보부터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그룹을 정하고 설문문항을 입력하는

등의 세부적인 기초사항을 세팅을 할 수 있다. 

�피평가자 그룹 생성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한 로 피평가자의 그룹은

교장∙교감 그룹, 1~3학년 담임교사 그룹, 4~6학년 담임

교사 그룹, 전담교사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정하 다. 같은

인물이라도 필요에 의해서 그룹을 여러 곳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평가자 즉, 교사의 그룹을 어

떻게 구분하는지는 전적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출 수 있다.

그룹의 크기,

범위, 성격 등

의 구분은 프

로그램에서

하지 않고 평

가관리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 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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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평가자 그룹 생성

평가자 그룹 또한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로 동료교사 그룹, 4~6학년 학생 그룹, 1~3학년 학부모

그룹, 4~6학년 학부모 그룹으로 구분하여 설정하 다. 

�설문지 관리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로 교장∙교감용 설문

문항을 평가자별(교사, 학부모)로 입력, 담임교사용 설문문항

을 평가자별(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로 입력, 전담교사용 설

문문항을평가자인학생에의한평가를위하여입력하 다. 

�설문지 배포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로 교장∙교감용 설문

지, 담임교사용 설문지, 전담교사용 설문지를 지정된 평가

자에게 배포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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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가가자자 피피평평가가자자 설설문문지지

교장∙교감
전체교사그룹 교원에 의한 교장∙교감평가

전체학부모그룹 학부모에 의한 교장∙교감 만족도

1~3학년 담임교사
1~3학년 학부모그룹 학부모에 의한 학급운 만족도

전체교사그룹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4~6학년 학생그룹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

4~6학년 담임교사 4~6학년 학부모그룹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교사그룹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전담교사
지정된 학급의 학생그룹 학생에 의한 수업만족도(전담용)

전체교사그룹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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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의해서 만든 피평가자 그룹과 평가자 그룹을 설문

지 배포에서 자유롭게 연결시켜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

시 평가자나 피평가자의 그룹을 만들어 설문지와 연결시켜

주면 된다. 

이부분은아주유용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평가자와피

평가자를어떻게구분하는지도중요한문제이나이를어떻게

짝을지어주는가는교원평가의방향성을잡는데아주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설

문지배포라는단계에서완성이되는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프로그램 테스트

실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모의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하는 단계를 가졌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진 상태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개발되고 처음으로 활용하

는 시점이기에 반드시 거치기로 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db

에서 만들어 진행을 해 보았다. 실제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화면이 로그인 과정과 설문화면 뿐이

라서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로그인 과정에서

로그인 정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그밖에 부분

의 문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만 정상적으로 해 준다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3. 주소 및 참여 방법 안내

안정적이라고 판단된 상태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

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 다. 안내 방법으로

는 안내장을 인쇄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여 함께 공지하 다. 

[주소] 함박홈페이지(http://hambak.es.kr)     

[설문조사기간] 2006.06.27~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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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항 목목 개개발발 의의도도 및및 설설명명

기본설정 다른 학교에서 활용시 필요한 기초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그룹생성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각 학교마다 다

를 수 있고 이를 가장 유연성있게 지원할 수 있다.

설문지
- 평가 역과 요소를 두어 역별 통계의 제시로 자기평

가에 활용할 수 있다.

- 평가지표를 유연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여 학교마다

다른 평가 척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설문지배포
- 가장 핵심적인 곳으로 모든 설문의 얼개를 엮어주는 곳

이다.

-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교원평가의 방향이 어떠한 형

태로 잡히더라도 이곳에서 조절하여 세팅할 수 있다.

- 개인적인 결과를 본인만이 볼 수는 있도록 하 다.

통계보기 - 학년별, 평가 상별 등의 통계를 수치나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엑셀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의문사항 문의 : 032-821-0432]

① 함박홈페이지(http://hambak.es.kr) 접속 ∙ 팝업창에서‘참여하기’

버튼 릭

② 함박홈페이지 가입한 사람 = 회원 클릭, 가입하지 않은 사람 = 비회

원 클릭

�교사 로그인 : 교사는 본 주소에 가입하게 하여 정회원

으로 등록한 후 교사로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실시하

도록 하 다. 그러므로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교원평가

를 실시하 다. 이러한 인증 방법이 본교에 소속한 교

사 이외의 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

법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학생 로그인 : 학생은 미리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 한

학년, 반,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NEIS에서 내려

받아 온라인 교원평가 시스템 db에 입력하고 이를 근

거로 인증을 받는 로그인 방식을 택했다. 이 방법은 별

도의 회원가입이 없어도 다른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확한 소속된 학교 학생들의 명단이므로 다

른 외부인의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학부모 로그인 : 학부모도 자녀의 기본 정보를 묻고 본

인의 실명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모든 방법은 본교에서만 활용하고자 국한된 생각이 아

니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때 범용성을 생각해서 가장 보

편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구성하 다.

4. 교원평가 실시

2006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1주일간 온라인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 다. 다른 모든 부문에서도 온라인이

세인 21세기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의 활용이 큰 이슈거리는

못될 수도 있겠으나 온라인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지금 현 교육

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두된 교원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시 과정

① 학교홈페이지 접속

하기

- 안내장, 알림장 등

을 통해 학교홈페이

지에 접속하면 교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공지.

- 별도의 웹주소를 알

려 주기보다 공식적

인 학교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더 오

류가없을것으로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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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원평가 주소로 접속하기

- 교원평가 웹주소로 이동하기.

- 설문기간과 교원평가 목적 등을 간단히 요약한 안내문을

공지.

-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주소도 함께 공지.

③ 로그인하기

- 정회원으로 등록한 교사는 아이디와 비 번호만으로 로

그인 가능.

- 학생은 학년, 반, 주민등록번호, 본인 실명을 통해서 인증

받고 로그인 가능.

- 학부모는 본인 실명,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자녀의 이

름을 통해서 로그인 가능.

④ 설문 상자 선택하기

- 교사는 전체교사 목록 중

수업을 참관한 교사만 선

택하고 교장∙교감은 필

수로 선택하기.

- 학생은 담임교사는 필수

이며 전담교사는 지정된 학급 학생만 자동으로 나타남.

- 학부모는 교장∙교감, 자녀수에 따른 담임교사가 자동으

로 나타남.

⑤ 평가 및 제출하기

- 선택한 교사의 평가를 마치고 제출하기 버튼 선택하기.

-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평가를 하지 않은 교사 선택하

여 평가하고 제출하기.

- 설문 상 목록에 나타난 인원수 만큼 반복.

○ 진행과정상 유의할 내용

① 팝업의 활용과 팝업 차단

▣ 문제점 : 학교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 교원평가 웹주

소를 연결시킬 때 각 가정에서의 팝업 차단기능이 문제로

나타났다. 각 가정에서 의도적으로 팝업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부분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팝업차단이 되어있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옵션에서 기본적으로 차단하

는 것 이외에 각종 툴바에서도 팝업차단기능을 하고 있어서

2중, 3중으로 팝업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 해결방법

: 팝업창을 활용할 때 공지사항에도 함께 공지하여 이중

이상의 안내 필요.

: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주소도 함께 안내.

: 갑작스런 사태에 따른 상담 게시판 함께 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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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수에 따른 중복 로그인

▣ 문제점 : 학부모로 로그인 할 때 자녀의 이름을 모두

입력하고 로그인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이는 NEIS에서 추

출한 정보만으로는 1학년의 홍길동과 3학년의 홍길순이 같

은 형제자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모로 하여금 재

학중인 자녀를 모두 입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이

긴 하나 어떤 학부모는 1명씩 따로 로그인 하는 경우가 있

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이럴 경우 학부모를 같은 사람

으로 취급하기 어렵고 같은 이름을 가진 2명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 해결방법

: 자녀의 수만큼 한 번에 입력하여 로그인 하도록 적극

안내.

③ 학부모 참여율의 저조

▣ 문제점 : 설문지를 배부하고 OMR카드를 수거할 때에

는 참여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온라인

으로 실시하다 보니 그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참여율을 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

조할 경우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표

시하지 않기로 하 으나 시범운 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파

악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표시하도록 의뢰하 다. 1주일의

기간 중 5일까지 40%의 진행을 밑돌아 남은 2일간이 휴일

임을 감안하여 직∙간접적인 다양한 홍보와 안내의 방법을

동원하여 7일까지 마친 참여율이 67.80%이었다. 만일 참여

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안내와 홍보가 없었더라면 40%를

웃도는 정도의 참여율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263명의 학생 중 1,150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사용하는 본

교의 경우의 결과이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 해결방법

: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참여 권장

: 단위학교에서 전수조사의 방법보다 표집조사 방법의

활용도 고려.

5. 결과 통보

평가결과는 평가기간 종료시점부터 바로 알 수 있다. 교

사 개인은 개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바로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자신의 평가결과만 볼 수 있으며 이는 다

른 교사나 평가관리자도 볼 수 없다.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

의 평가결과를 보고 자기평가서와 지원요청서를 작성하

다.

평가관리자는 학교 전체 통계, 지정한 그룹별 통계 등을

볼 수 있으며 교사 개인이 작성한 지원요청 내용도 취합하

여 파일로 받아 학교운 에 참고하고 보고서에 정리하 다.

6. 자기평가 실시 및 지원요청

교사 개인은 자신의 평가결과를 보고 자신이 느끼고 있던

부분과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기평가서를 작성

해 보고 이에 따른 학교나 교육청 등에 지원할 사항을 기록

하여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한 자료 중 지원요청에 한 내

용은 평가관리자에게 전달된다.

평가관리자는 지원요청서를 취합하고 이에 한 내용을

분류하여 다음 학기 운 계획에 적극 반 하 다. 예산의

경우 일단 연구학교 운 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사

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요구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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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온라인 교원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결과

교원평가라는또 하나의제도로인한업무의가중과교사상

호간의 불신의 여지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었다. 교원평가

가 방법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본질적인 목적을 자칫 간과

할 수있는 부분을온라인교원평가프로그램의개발로본질

적인 접근이 더욱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효과를 간단

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최소화

설문지와 OMR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물리적 노력을 줄일 수 있었다. 설문지 제작, 가정통신, 

봉 수거, 개봉, 분류, 답안정리, OMR카드 답안 통계 등의

모든 작업을 한 번에 해소함은 물론 그 정확도도 높아졌다.

둘째, 교원평가 결과의 신뢰도 증진

설문지를 나눠주고 수거할 때 담임교사가 아닌 옆 학급

교사가 안내하고 수거하는 불신의 형태가 없어졌고, 학생이

나 학부모의 익명성이 확보되어 보다 솔직한 평가 결과를

가져와 신뢰도롤 높일 수 있었다.

셋째, 본질적인 목적으로의 접근

익명성의 확보는 현행 교원평가의 방향인 전문성 제고만

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 다. 프로그램

을 개발한 사람조차도 누가 어떤 답을 하고 어떤 결과로 나

타났는지 개인별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승진, 보

수, 근평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현행 교원평

가의 근본 목적을 가장 크게 살린 것이다.

넷째, 관련 자료 관리의 편리성

설문지와 OMR카드를 활용할 당시에는 본교의 경우 그

설문지와 OMR카드가 6상자나 나왔다. 이러한 자료를 1번

은 보관이 가능할지 모르나 이를 지속적으로나 누가적으로

보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이러한

어려움을 간소화하고 관리하기에 유용하다.

이렇게 교원평가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활용

한 본교의 경우가 교원평가의 방법적인 면에서 최선이고 최

고일 수는 없다. 그러나 본교처럼 단위학교에서 교원평가

를 시행할 때나 시범학교 이외에 많은 학교에서 시행될 경

우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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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에 전례 없는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

는 말이“학교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지 못한다.”로 진화되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 학교장 리더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과거에도 학교장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여럿 수행되었지만 학교 경 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좋은, 우수한, 훌륭한 학교장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부족했고,

좋은 학교,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장이 어떤 도전을 극복해야 하고, 리더로서 어떤

인성, 사고, 행동 특성을 배양해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장들의 리더십 특성을 다양한 학교 조직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생생하게 보

여줄 수 있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 으며, 우리나라 초∙중∙고

등학교 학교장의 리더십 특성을 생생하게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수 학교장들의 삶과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39명의 학교장에 한 심층 면담 조

사가 실시되었다. 심층 면담은 짧은 시간에 연구 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으로, 지역적으로 널리 분포한 학교장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면담 상자로 선정된 우수 학교장은 15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초∙중∙고

교장 각 1명씩, 총 45명이다. 그 가운데 39명에 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연구는 어떤 문제인식에서 출발하 는가? 

2. 학교장 리더십 특성을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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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수 학교장 리더십 분석을 위한 심층 면담 내용

면담 자료를 토 로 사례를 분석하 으며, 사례 분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이야기 형식의 개별 사례 기술로, 학교장의 리더십 발휘로 인하여 학교의 역동적 변화가 구체적

으로 드러나는 사례 11개를 추출하여 각 학교장의 이력, 학교의 조직과 학교장이 성취한 과업

의 특성, 학교장이 발휘한 리더십의 특성과 리더십 형성 과정 등을 생생하게 기술하 다. 다음

으로 공통적 특성 분석과 유형화를 위하여 학교 급을 고려하여 15개 사례를 선별하여 근무학교

의 조직 특성, 학교장의 인성, 사고, 지도 행위, 리더십 형성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다.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개별 사례는 생략하고, 공통적 특성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

자 한다. 

역역 내내 용용

기본 사항
1) 개인 이력(출생년, 학력 등)

2) 경력 사항(교사, 관리직, 학교장 경력)

1) 지역사회(소재지 특성, 지역사회와 관계, 학부모 특성 등)

2) 조직 구성(학생, 교직원, 학부모 단체 등)

조직 특성 3) 구성원 관계(교직원 관계, 학부모∙학생과의 관계 등)

4) 조직 과업(기본 과업, 주변 과업, 부수 과업 등)

5) 조직 문화(학교의 분위기, 풍토, 전반적 학교 문화)

개인 특성
1) 성격(장∙단점 등)

2) 인간관계(가족 관계, 친구 관계)

1) 학교관

사고 특성
2) 교장관

3) 교사관

4) 경 관

1) 의사 결정 방식

행동 특성 2) 과업 추진 방식

3) 갈등 해결 방식

1) 향을 미친 인물, 사건 등

리더십 형성 과정
2) 과거 경험

3) 공식∙비공식 연수

4) 학교장이 되기까지의 경로

리

더

십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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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교장의 사례 분석에 앞서 어떤 사람을‘우수’학교장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 다. 우수 학교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 조적으로 우수 학교장의

개념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학교장들이 처한 학교 조직의 특

성과 문화, 당면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십의 특성이 달라지고, 리더십 발휘로 인

한 최종 산출물이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외국에서는‘우수(excellent)’, ‘효과적인(effective)’, ‘성공적인(successful)’학교장

이라는 다양한 명칭 하에 학교장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나라

별로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과 책임의 비중이 상 적으

로 크므로, 학교장의 리더십 정도와 학교의 성패는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수 학교장은 우

수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장을 일컫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우수 학교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를 향상시키는 등의 학교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학교이다. 즉 우수 학교의 기준이 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의 중요한 성과에 해당되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발표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으며, 공립학교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이 순환 근무 원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학교장의 리더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수 학

교장의 의미를‘부임 이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생의 학력을 제고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

터의 신뢰를 회복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학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학교장’으로 정

의하 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수 학교장들이 경 하는 학교 조직의 특성은 체로 위기직면형, 내

3. 어떤 사람을‘우수’학교장이라고 하는가?

4. 우수 학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조직 특성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부갈등형, 여건열악형, 현실안주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유형에 따라 당면 과업도

달랐다. 

위기직면형 학교는 주로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신규 학교, 실업계 학교 등에서 발견되었

다. 학교는 학력 저하, 학생 수 감소,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 상실, 교사들의 의욕 상

실 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고, 학교장들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

유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한편, 내부갈등형은 교장과 교사, 교사 상호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학교의 기능이 정상적

으로 작동되지 않는 학교들로 학교장은 내부 갈등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건열악형 학교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 서서히 위기 상황

에 직면하게 될 소지가 있는 학교들로, 학교장들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 다. 마지

막으로, 현실안주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개선과 발전에 소극적인 것이 특징

인데, 여건이 좋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학교장은 구성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

식시키고 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당면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우수 학교장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성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다. 첫째, 과

업에 한 태도에 있어서 강한 자신감과 소신을 지니고 있었고, 열정적이며, 진취적이었다. 아

울러 이들은 일에 한 강한 성취동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매사에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변화지향적인 특성을 보 다. 둘째, 우수 학교장들은 자신에 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

며, 끈기와 인내심, 윤리의식, 겸손 등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셋째, 우수 학교장들은 타인

에 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타인에 한 배려, 인간미, 포용력 등이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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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 학교장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성적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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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학교장들이 보여준 사고 체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확고한 학교관을 가

지고 있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교의 핵심 과업은 학습이라는 데 한 강한 신념을 가

지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교장 자신의 역할에 한 확실한 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솔선수범

자, 봉사하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원칙을 가진 사람, 책임지는 사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교

육 전문가, 교감 및 교사와의 동반자, 지원자 등 우수 학교장들은 뚜렷한 교장관을 제시하 다.

셋째, 우수 학교장들은 교사에 한 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교사는 동반자이며, 교육 전문

가이고, 강한 사명감과 성실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우수 학교장들은 그

들의 학교관, 교장관, 교사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확고한 경 관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 경 관

은 교장이 학교를 경 하는 데 있어서 원칙으로 활용되었다. 투명 경 , 믿음 경 , 교육과정 최

우선 경 , 원칙 경 , 인화 경 , 열린 경 등이 우수 학교장들이 보유한 경 관이다.

우수 학교장들의 지도 행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 한 수렴하고 반 하 다. 토론과 협의 기제를 자주 활용하며, 학교의 각

종 위원회를 십분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우수 교장들은 강한 과업 추진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결정된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장이 솔선수범을 보이고, 업무를 공평하게 배분하여 믿고 맡

기며, 구성원들에 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 다. 이들은 교사들과 인간적인 유 관계를 강하게

맺고, 그들을 수시로 칭찬하고 격려하 다.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중간 점검 및 조정 역시 우수

교장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과업 추진상의 특성이었다. 셋째, 우수 교장들은 조직 내에 일어

나는 갈등에 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갈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설득하거나 수용을

하며, 때로는 다수결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하 다. 이때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책의 판단 준거로 활용하 다.

6. 우수 학교장들의 사고 체계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7. 우수 학교장의 지도 행위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우수 학교장들이 리더십을 형성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이 되기 직전의 다양한 경

험을 충분히 활용하 다.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육 전문직 등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 다. 특히, 우수 교장들은 닮고 싶은 역할 모델은 물론, 닮고 싶지 않

은 부정적 인물들로부터도 많은 향을 받았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모두가 교장으로서 바람

직한 사고와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교감의 역할은 교장으로서 필요한 리더십

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교육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한 큰 아쉬움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둘째, 독서와 사색 등의 자기 연찬과 연수, 교재 개발이나 강연 등의 비공식적 활

동을 통해 리더십을 형성했다는 학교장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교장 자격 연수는 별 도움이 되

지 않았다는 반응이 부분이었다. 

학교장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경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연구

에서 분석한 우수 학교장들은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로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학교장이 되는 경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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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수 학교장의 리더십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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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수 학교장만을 연구 상으로 하 다. 그들의 경험과 리더십 노하우는 학교장의

양성, 선발, 연수 등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학교장들은 부임한 학교의 조직 특성을 진단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 고, 조직

의 상황과 특성에 부합하는 리더십의 발휘가 학교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상황을 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양성 과정에서 함양되고, 체계적 현직 연수를 통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수의 우수 학교장들은 자신에 한 강한 믿음과 인내심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업 추진에 해서도 강한 자신감과 적극성, 책임감 등을 보 다. 이러한 인성적 특징은 학습

을 통해서는 함양하기 어려우므로 학교장 적격자 선발 과정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수 학교장들은 학교의 핵심 기능과 학교장의 역할, 교사들과의 관계에 한 분명한

입장을 토 로 확고한 경 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장들이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

한 경 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장이 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경 관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체계적으로 함양되어야 한다.

넷째, 우수 학교장들의 학교 경 의 핵심에는 늘 학생의 학습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교장 양

성 과정이나 현직 연수 과정에서 학습 중심 리더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체계적으로 배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우수 교장들은 조직 내∙외의 갈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있

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및 의사소

통 기술, 갈등관리 시각과 기술 등이 양성 과정에서 충분히 길러져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의 리더십 형성과정에서 그들의 개별적인 과거 경험이 지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연적인 요소가 강하게 향을 미치는 학교장의 리더십 형성 과정

을 보다 제도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우수 학교장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중의 하나는 그들 모두 역할 모델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우수 학교장의 리더십에 한 연구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확

산∙공유시킬 필요가 있다. 

9. 우수 학교장 연구가 학교장 리더십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교육부가 발표한 새로운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면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교원평가제에 관하여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참여시키는 평가제도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교육에 있어서 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경우에도 찬반이 나누

어지긴 하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개정되는 교원평가제에 하여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경우

가 많다. 그래서 이 에서 우선 바뀔 교원평가 제도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력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교육활동

이 우수한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방침을 띄고 있다. 현재 비공개가 원칙인 평가

제를 공개로 바꾸고 상 평가가 아닌 절 평가로 바꾸어 학기당 1회 정도 공개 수업의 날을

운 해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 로 수업 만족도 여부를 묻는 것이다. 취지만 놓고 본다면 당연

한 방안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교육

계에서도 교육부의 개선안에 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개정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평가 주체에 한 신뢰도를 문

제 삼고 있다. 별 생각 없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해주는 선생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그렇

지 않은 선생에게는 개인감정을 섞은 평가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래서 결국 교사들이 욕

을 먹더라도 진정한 가르침을 펼 생각을 하지 않고 사교육 시설의 강사처럼 학생들에게 인기

를 얻기 위해서만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인성교육은 고려되지

않은 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만 선생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교사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따른 인성교육은 인정받지 못하고 반 아이들의 성적과 학 진학률만이 교사의 능

한 민 국 고 딩 칼 럼

교원평가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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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유교적 정서상 스승

은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상인데 학생 손 안에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

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교사의 권위가 강한 편이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여태 선생의 가르침

을 따르는 풍토 속에서 커 왔는데 이제와 교사를 아이들의 손으로 평가하게 하다니 그것은 잘못

된 일이고 존경받아야 할 상인 선생을 학생이 평가하게 된다면 선생들은 마치 상사처럼 학생

에게 구속될 것임을 염려하는 설이다.

그렇다면 과연 교원단체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자. 우선 학생에게 인기 있는 선생은 어떤

선생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창시절을 겪어봐서

알겠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잘 이해해주고 착하고 재미있는 호감 가는 선

생님이다. 하지만 선생님을 평가하는 데서는 아이들의 입장이 달라진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

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하며 잘 가르치는 선생인 것이다. 공교육을 불신해 학교선생들에게 냉소

적인 학생들도 학원 선생님은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다. 그 이유는 학원

선생들은 물론 사적이익을 위해서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르치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낮게 평가할 학생의 수는 그다지 많

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좋아하는 교사와 우수한 교사를

구별하는 경계도 희미할 거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평가 주체 역시 사

적인 감정을 반 한다. 학생은 직접적인 교육의 주체이고 또 사적감정이 들어간다 하여도 그 수

가 다수임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총괄하여

고려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다른 평가 주체들보다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에 앞서서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교사들의 학생의 평가에 한 신뢰도이다. 무엇보다 직접적

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교사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개정되는 교원평가의 의

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교사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의견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른다. ‘인성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그것을 측정하기고 기준을 두어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교육활동이라는 추상

적인 개념이 아니라‘수업’이라는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

준이라 생각한다. 교사의 일이란 아이들을‘가르치는’일이다. 한민국의 현실에서 모든 선생

님은 입시위주의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그것을 바란다. 혹자는 그렇게 된다면 공교육과 사교육

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결국 변명일 뿐이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룰 때의 자세의 차이로, 선생님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지 딱히‘교육’이라는 전문적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은 이



름도 기억 못 할 만큼 많고, 학생들도 교사 개인에 해 잘 모른다. 그러한 현실에서 몇몇의 경

우를 제외하면 교사가 학생 개인의 인격에 그렇게 큰 향을 미치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교사의 가치관과 평소의 인성교육까지 평가의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물론 한 학기의 한 번인 공개수업으로 선생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칙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런 기회밖에 선생을 평가할 기회가 없는 학부모 평가는 정보가 취약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일

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낮다고 보기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개선방안으로 요구하고 싶은 점은, 평가에‘담임선생님’의 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했으면 한다.

수업마다 들어오는‘교사’와 각 반을 책임지고 있는‘담임’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관계의 중

요도와 향력이 급이 다르다. ‘담임’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아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은

그 관계 역시 돌아보고 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셋째로 스승의 권위를 중시 여기는 동양적 정서는 여태까지 공교육의 발목을 잡아 온 족쇄이

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위한 것이지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에게 평가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필자의 부모님

은 두 분 모두 교직에 몸담고 계신다. 교사 경력도 길고 연세도 많으시지만 두 분 다 학생들에

의한 교원평가는 당연하다고 말 하신다. 그런 당연한 평가를 두려워해서야 존경받는 스승이

될 자질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나 진배없다고 하신다. 자신이 떳떳하고 누구에게 평가받든 두려

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세간의 인식이나 전통적 권위를 내세워 교원평가를 반 할 이유가

없다. 또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체 누구를 무서워해야 한단 말인가. 어떠한 권리

도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 교권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정이 있어야 권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스승의 권위를 높이고 싶다면 그보다 선행하여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야 한다. 그렇게 하여 얻어진 권위가 진정 가치 있는 힘일 것이다. 

개정되는 교원평가에 해서 학생들을 비롯해 다수의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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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직접적인 교육의 주체이고 또 사적감정이 들어간다 하여도 그 수가

다수임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총괄하여 고려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다른 평가 주체들보다

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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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실상 교원평가로 인

하여 현행의 교육제도가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승진과 강등, 퇴출 등과 관련된 교원 구조조정

과 교육평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 다수가 부적격 교사에 시달려 본

경험이 있어서 교원 구조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유로 개정될 교원평가는 평가받음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자

는 취지가 강하다. 매년 학기 말이 되면 몇몇 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한 학기동안 수업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무엇이 좋고 싫었는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묻는 조사이다. 익명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평가받아 수업의 잘 된 점과 불만족스

러웠던 점, 학생들이 원하는 점을 알아서 개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익명이기에 평소 선생님에

게는 말할 수 없는 불평이나 좋았던 점도 솔직하게 적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교원평가도 그러한

설문조사가 조금 더 공식적으로 확 된 범위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교원평가의 평가 자료

를 공개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선생님 한 사람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반으로 개정될 교원평가제를 활용한다면. 분명 침체되

어 있는 기존의 공교육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누구나 한번쯤 조례시간 교장선생님 훈화말 에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교사들에게는 잠시 스쳐가는 학교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모교가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이고 교육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학교의 주인이고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 한민

국 학교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가장 발언권이 낮은 입장에 있다. 학생회는 유명무실하고 학생회

장은 왜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축제, 체육 회, 소풍 그리고 기타 학교

행사나 정책에서 정작 그 정책의 주체인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자

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점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의 주인인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

교육에 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정된 교원평가는 그러

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받는‘수업’에 한 평가를 통한 교육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향

력을 미칠 수 있다면 조금 더 학교에 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교원평가제 문제

는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지. 학교는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화제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학생회’도 법제화 되어서 학생들이 그들의 향력을 공식적으로 학교에 미칠

수 있게 한다면 교육부가 의도하는 것보다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자신

의 학교’라는 자긍심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학교와 공교육에 한 불신도 지금보다 훨

씬 사그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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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간의 학교 생활동안 사교육에 의존해 공부한 적이 거의 없다. 학교교육을 불신하지

도 않으며 거쳐 온 선생님들도 부분 실력 있고 바른 분들이었다. 하지만 교사란 직업의 특성

상 몇 년, 몇 십 년씩 같은 교육을 하다보면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게 보 다. 친구들이 바쁘게

학원이며 과외를 하는 것도 딱히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생

님의 열정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학원 선생들은 사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서 그 분

야에 해 상당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에도 목숨 걸고 뛰어야 하지

만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 이번 교원평가제가 그 자극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 논란

의 핵심인 교원평가제를 학생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 혹여 교사 전체에 한 불만으로만 보일

까 염려스럽다. 그래도 개정될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많으리라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학교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본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으려면, 비단 교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교사는 학생을 신뢰하고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는다. 학교가 담당해

야 할 가장 큰 마음의 기반인‘믿음’, 그것을 회복할 때 교육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개

정될 교원평가제는 자칫 교육 주체들의 서로에 한 반목과 불신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그것

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길로 향해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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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교원평가제를 통하여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많으리

라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학교 교육이 흔들

리지 않는 교육의 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비단 교사들

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