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R 2019-0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박 영 숙

연구보고 RR 2019-0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A Study of Innovation Tasks of Teacher Policy
according to Educational Environment(Ⅲ):
Innovation Tasks on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연구책임자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허 주(한국교육개발원)
이동엽(한국교육개발원)
김혜진(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한국교육개발원)
김갑성(한국교원대학교)
김이경(중 앙 대 학 교)

연

구

원

신연재(한국교육개발원)

머 리 말

교직환경 변화와 학교 혁신 등의 다양한 변화 요인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직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는 학생 지도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추진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의 3차 연도의 연구이다. 제1차 연도에서는 예비교사의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주제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고, 제2차 연도에서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주제로 하여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에 초점을 두어 혁신 방향을
탐색하고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과 함께 10대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대 혁신 방안은 전문성 신장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분들의 협력과 자문이 큰 힘이 되었다.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영역 탐색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혁신 사례 집필, 교육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정책워크숍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각급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사(관),
한국교육행정학회 및 한국교원교육학회 관계자, 교원정책 전문가, 주식회사 코리안
데이터네트워크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의 검토와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심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책임 있게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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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요
본 연구는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추진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의 3차 연도 연구이다. 3개년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제1차 연도(2017년)에는 예비교사
교직 입문 단계의 양성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주제로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고, 제2차 연도(2018년)에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을 주제로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제3차 연도(2019년)인 본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인사 혁신 분석
영역은 직무 재설계, 수급, 정원 배정,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인사 혁신
기반으로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영역이다(3개년도 교원 인사 혁신 분석 영역은 다음
면의 [그림 1] 참조).
연구 내용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②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③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⑤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분석, ⑥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① 문헌 연구, ② 전문가 협의회,
③ 혁신 사례 집필, ④ 빅 데이터 분석, ⑤ 정책 워크숍, ⑥ 온라인 설문조사, ⑦ 교육정책포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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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개년도 교원 인사 혁신 분석 영역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이 장의 분석 결과는 ① 1, 2차 연도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②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③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④ 교직환경 변화 요소
및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⑤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교원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에 발간된 160개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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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사 영역별로 목록을 작성한 후 최근 7년 이내의 연구들이 어느 인사 영역에 집중
하는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최근 7년 이내의 연구에서는 ‘평가 및 승진’ 관련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자격 및 연수’와 ‘전보 및 전직’ 관련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있었다.
자격 및 연수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원 인사제도 대응에 관하여는 ‘직무 재설
계 및 업무 정상화 요구’, ‘교육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및 수업 여건 개선 요구’, ‘학교교
육 수요 변화와 연계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정원 배정 관리 요구’, ‘전문성 신장 중심의
주기적 연수 및 역량 진단 요구’, ‘국가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과 연계한 교직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혁신 등의 요구’ 등이 부각되었다.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 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이 장의 분석 영역은 ①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②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 정책의 성과, ③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두 가지가 부각되었다. 첫째, 문민정부에서는 교원정책의 범위와 내용
이 광범위하였는데, 역대 정부를 거쳐 오면서 점점 범위와 내용이 간소화,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정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서 ‘교원복지(여건조성)’ 및 ‘교
원전문성(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이장의 분석 영역은 ① 분석 영역 및 모형, ②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③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 ④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인
사제도 문제 분석을 토대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승진과 평가 중심으로 점수 따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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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모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인사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인사제도는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할 전략성과 체계성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가치를 반영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사제
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인사
제도 영역간의 연계가 중요하다. 자격-연수-승진-평가-전보-전직 등 관련 인사 영역간의
연계를 전략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인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어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역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시․도교육청의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교육부, 타 시·도교육
청,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인사 혁신 기반을 구축
할 필요가 높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장에서는 국내․외 혁신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경
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을 분석하였고, 국외 사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의 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에 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외 사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자격 체계와 연계하여 자격체계
의 다단계를 추진한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싱가포르의 사례가
주목할 만하였다. 즉, 싱가포르는 교사 경력별 전문성 개발 모형을 구안하여, 전문교사
트랙, 관리자 트랙, 전문가 트랙의 세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교사의
경력 발달을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한 점이 부각
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인사 혁신 계획 수립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이면서 지속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iv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
학사(관) 1,3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1,060명이 응
답하여 80%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9일(월)부터 8월 28일(금)까
지였다. 조사 결과를 ①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 ②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③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혁신 가치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원의 근무(수업) 여건에 대한 혁신
(35.9%)이었고, 교사 전문성 신장에의 대응이 낮은 영역으로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
(25.6%), 교원 직무 재설계(25.1%), 교원 복지･후생(22.5%), 교원 승진(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과 교육전문직원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교원 인사
제도가 전문성 신장에 대응력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 중인 다양한 업무의 추가 및 복잡한 운영’(교원 57.1%, 교육전문직
44.2%), ‘교원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

화 기능 미흡’(교원 47.0%, 교육전문직 33.0%),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비’(교원 28.2%, 교육전문직 43.7%),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
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교원 20.5%, 교육전문직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제도 문제 중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15.9%),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8.2%),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8.1%)’,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문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이 장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정립하고 혁신 모형과 10대 혁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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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하였다. 혁신 모형은 혁신 비전과 혁신 전략, 혁신 목표, 혁신 지향성, 혁신 가치 및
혁신 영역으로 구성된다. 혁신 방안은 혁신 요구도가 높은 인사 영역별로 시급하게 추진
해야 할 핵심 방안을 선정하여 10개의 혁신 방안을 개발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

혁신 비전으로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
립’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혁신 전략으로는 ① 학교 혁신 요구와 연계한 교원의 안
정적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촉진, ②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③ 교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 반영, ④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
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⑤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의 문제 및
원인 제거의 5개 전략을 구안하였다.
혁신 가치로는 국가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 반영된 핵심 가치를 참조하여 앞서
정한 5개 혁신 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영함직하고, 본 연구의 혁신 요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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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5개 핵심 목표에 핵심 혁신 가치를
2개씩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가치를 설정하였다. 10개의 혁신 가치에는 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성,
⑩ 체계성이 포함된다.
10대 혁신 방안에는 ①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②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를 총 정원에서 분리하여 확보, ③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
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체계 확립, ④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⑤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
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⑥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승진 트랙 이
원화, ⑦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⑧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⑨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⑩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
신 기반 구축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이 포함된다.
10대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7개를 제언하였다. 이들 내용에는 ①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정책과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 ② 국가 수준의 전
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제도 혁신 추진: (가칭)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 혁신 중․장
기 계획 수립, ③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 재구조화 및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④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한 교원 인사 권한 위임 및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협의
절차 정례화, ⑤ 시․도별 주기적인 교원 직무 실태 조사 분석, ⑥ 전문 역량에 기반한 전
문성 신장형으로 교원 승진 절차 혁신, ⑦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자격 및 직무 연수 재편이 포함된다.

주제어: 교직환경 변화, 교원 정책 혁신, 전문성 신장,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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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본 연구는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추진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
신 과제⌟의 3차 연도 연구이다. 3개년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교원 정책의 분야가 광범위하므
로 분석 대상을 교직 입직 단계의 예비교사 양성 및 선발(채용), 교직 입직 후 현직교사
전문성 개발과 교원 인사제도의 세 개 주제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즉, 제1차 연도
(2017년)에는 예비교사의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주제로 교원 양성과 채용 정

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고, 제2차 연도(2018년)에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주제
로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제3차 연도(2019년)인 본 연구에
서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 요구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탐색한다. 3개년도 연구 초점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Ⅰ-1]과 같다.
본 연구에서 3개년에 걸친 교원 정책 혁신 과제는 4차 산업시대에서 학교교육에서 요
구하는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와 더불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 역할과 역량 개발 등
과 연계하여 탐색된다. 현행 학교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
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생활 조직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부각되며,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등이 부각
된다(박영숙 외 7인, 2017; 박남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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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차년도(2017년도)

2차년도(2018년도)

연구
제목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 교원 양
성 및 채용정책 혁신 과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Ⅱ):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초점

예비교사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진단
∙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 선행연구 분석
∙ 교직 특성 및 교사
전문성에 대한 교사 인식
∙ 교사전문성 개발의 실태
및 효과
∙ 교사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내용

3차년도(2019년도)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 역대 정부별 교원인사
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
∙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 국내·외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및 시사점
∙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

[그림 Ⅰ-1] 3개년도 연차별 연구 제목, 연구 초점 및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변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다. 글로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

자들은 학습자 개인의 변화 적응력을 제고하고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사전
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 개발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학교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를 도모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력 제고를 위
해 ‘2015 교육과정 개정’과 ‘자유학기제’, ‘고교 혁신 정책’(고교학점제 도입․운영 등) 등
의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
현을 위해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는 교육 혁신 정책은 교원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교원 정책
혁신은 다른 정책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학교교
육 시스템과 운영 전반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원 정책과 연계하여 논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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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으나 교육 프레임 변화에 기초한 교원 정책 혁신으
로 연계하여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혁신
과 연계하여 논의하더라도 교원 정책에서의 승진과 평가 등 일부 영역만을 다루거나 학
교 현장의 혁신 요구와 연계하여 혁신 이슈를 명료하게 진단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교직환경 변화, 미래학교, 교사의 역할 등에 관한 2010년 이후 추진된 선행연구를 분
석한 본 연구의 1차 연도 연구 결과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 혁신 관련 선행연
구를 종합하고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는
① 선행연구 개관, ② 21세기 교육모델 및 학교교육 변화 지향성, ③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모델, ⑤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학교교육 변화 지향성과 미래학교의 교
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량 개발의 필요
가 높다는 점으로 이에 관하여는 단순히 부가적인 연수나 최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만으로는 개발되기 어렵고, 미래학교 체제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을 재
구조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과 교육 거버넌스의 재설계까지 포함하는 혁신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교육 혁신과 연계한 교원정책의 혁신에 관하여는 혁신 요구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분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교 학점제 도입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혁신 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원 정책에서 대응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신속하게 분석할 필요가 높다. 고교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교사 확보와 활용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교원 수급과 배치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과 배치 등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교원 정책 혁신 필요에 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교직환경 변
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교원 정책에 관한 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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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필요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 인사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별로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가 강조되고 있고,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메
커니즘으로 교원 정책의 혁신이 강조되고 있음(박영숙 외 7인, 2017)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원 인사정책에서 대응 혁신이 요구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혁신 지향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 혁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에 관하여 관련 집단의 요구
를 토대로 종합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원 인사 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의 의미를 내재하
고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교원에 관한 정책으로는 교원 확보와 교직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 교원의 수급과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평가 등의 인사 관리
영역들이 해당된다. 교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학교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 교원의 근무 여건과 보수, 후생복지, 조직문화 등과 같은 영역들
이 포함된다(박영숙 외, 4인, 2015: 163). 교원 인사 정책은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환경 변화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추진되므로 어느 한 영역 혹은 한 요소로 편중
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교원 인사 정책은 영역 간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역 내
구성 요소 간 연계 또한 필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교직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학교교육에서는 혁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를 반영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육 혁신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이들 시․도교
육청의 혁신 방향은 교육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으로 부각된다. 그간 교원 인사 정책
에서 승진과 평가제도 개선에 편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 활동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본 연구
에 주는 시사가 높고 이러한 혁신 지향성과 연계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원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요구된다.
교원 인사 정책의 대응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제도 개선 논의와는 달리 교원
인사 정책을 구성하는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를 전략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높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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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학교교육 혁신과 더불어 교사의 역할과 기대 역량이 달라질 경우, 교사에게 요구되
는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직 전 단계의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과 교육청에서의 선발 및 채용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연계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높고, 입직 후 교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교원의 전문성(역량)의 지속 개발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역량)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이
와 연계하여 교사 연수와 평가, 승진 등의 인사제도가 교사의 역량 개발 및 유지와 연계
되어지는 지의 관점으로 인사제도를 진단하고 지원 과제를 탐색할 필요가 높다.
교원 인사 정책의 혁신 방안은 학교교육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교원의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접근개발해야 한다. 3
개년에 걸친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예비교사의 입직 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
어지는지 진단하였고, 2차 연도에 교직 입직 후 현직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를 진단하였다. 마지막 해인 금년도 3차 연도에서는 교원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교원 확보와(수급과 정원 배정), 교원 이동 및
활용(전직, 전보), 교원의 전문성 지속 신장(연수, 평가 연계 등) 관련 인사영역에서의 혁
신 방안을 탐색한다.
수급과 정원 배정은 1차 연도에서 다룬 양성과 선발 채용과 연계가 있고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과 연계하여 최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3차 연도 분석 영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승진과 평가는 2차 연도에서 다룬 연수와도 연계가 있고, 현행 연수
제도에서는 교감과 교장으로의 승진에 관련되는 자격연수가 포함되므로 2차 연도와 연
계하여 진단될 필요가 있다. 3차 연도의 분석 영역은 1, 2차년의 제안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관점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고,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 및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추
진되고 있는 인사제도 혁신 동향(모형)과도 연계하여 탐색될 필요가 높다.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직환경, 미래 교육, 학교 혁신을 주제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2011∼2013년에는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과 학습 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교육체제를 새롭게 구안하려는 연구(최
상덕 외 5인, 2011; 최상덕 외 5인, 2012; 최상덕 외 5인; 2013)와 초․중등 교육체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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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방안 연구(정미경 외 4인, 2013)가 교육 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으며, 이후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행정 추진 체계와 학교 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
다(김성열, 2015; 박남기, 2015). 이 시기에는 학생의 창의 인성 교육을 주제로 글로벌
개혁 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김태준 외 4인, 2014).
박영숙 외 7인(2017)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의 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즉, “교육 개혁 방향과 혁신 영역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는
2016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강태중 외 3인, 2016; 정미경 외 6인, 2016) 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방안이 제시되었다(김흥주 외 7인, 2016). 특히,
2017년도에는 4차 산업 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미래 교육의 변화를 전망하고

교육 개혁의 과제를 탐색하는 학계의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안종배, 2017; 유창
완, 2017; 이찬승, 2017; 장덕호, 2017).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김신복, 2017)를 비롯하여 교육정책 결정 구조(김용일, 2017), 새로운 학력관(성열관,
2017), 교육의 도전 과제와 교육 이념의 방향(장수명 외 3인, 2017), 교육체제의 변화(류

성창, 2017), 미래교육의 방향과 혁신 과제(이찬승, 2017), 미래 초․중학교 교과교육의 변
화 방향(유창완, 2017), 새정부 학교교육의 개혁 과제(이찬승, 2017), 학교교육체제의 변
화 방향과 과제(장덕호, 2017), 학교교육 혁신의 특징과 방향(박남기, 2015) 등이 제시되
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6).
교육 개혁 및 학교 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교원 정책 혁신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
었는데, 2010년 이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2011∼2015년까지 교원 수급에서의 대응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이영 외 5인, 2011; 천세영․김병윤, 2012; 이영
외 2인, 2013; 정바울 외 4인, 2013; 이광현, 2014; 김기수, 2014 등을 인용한 박영숙
외 7인, 2017: 33 재인용]. 또한 미래 학교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 인사제도 전반에서의
혁신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조동섭, 2013), 시․도교육청 수준(경기도교육
청,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영인 외 106인,
2016; 이준희 외 16인, 2016을 인용한 박영숙 외 7인, 2017: 33 재인용].

이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혁신과 연계하여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교육중심의 인사제도 확립을 시도하는 노력이 부각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원
정책의 영역 재구성을 시도한 연구(유희균․엄기형, 2014)와 교원 정책의 정책 결정 과정
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굿 거버넌스로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박균열 외 2인, 2013)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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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고, 국가 수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하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
어져 법령 개정 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다(이덕난, 2016).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토대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전략이 제시되어 자유학기제 확대와 연계한 교원 정책
대응이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다(박영숙 외 7인, 2017: 33 재인용).
2017년도 이후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와 연계하여 교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탐

색(신현석, 2017)되었고, 고교 혁신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손찬희,
2017). 한국교원교육학회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의 교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
(김병찬, 2017),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원 정책의 과제를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박상완, 2017; 김이경, 2017)하였다. 2018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강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최수진 외 3인, 2018)이 제시되었다.

교육부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과의 연계 대응 필요
2019년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학교교
육 혁신을 위한 4개 추진 내용으로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교육과정․교과서․평가 혁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 제고가 제시된다(교육부, 2019)
학교교육 혁신 정책의 추진은 교원 인사제도에서도 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고교 학점
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 2017」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2018」에 의하면, 입시 중심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성취평가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17a). 고교학점제에 관하여는 학점제
도입 기반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기반 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이 운영된다(교육부, 2017b). 교원에 관한 내용으로
는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수업과 평가 혁신과 교원 전문성 신장이 제시된다. 고교 혁신
에 반영된 교사상은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와 ‘교수학습 전문가
로서의 역할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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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혁신 정책은 교원의 수급과 정원 배정(시･도별 배정과 학교별 배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즉,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것
이라면, 교사 수급에서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정원 배정에서의 새로운 기준이 요구
된다. 또한 선택 과목 확대와 더불어 개설 과목이 증가하게 될 경우,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교육부 2018a: 3) 교사의 수급에서의 대응이 시
급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타
학교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사 배치와 수업 시수 등의 수업 조건
에 변화가 불가피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혁신과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요구 조사 및 혁신 방향 정립
필요
제1차 연도 연구에서 교원 정책의 영역은 전통적인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역량 개발의 관점으
로 새롭게 탐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원 정책 혁신에서 혁신의 개념은 ‘과거 또
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박영숙 외 7인, 2017: 19). 아울러 혁신 과
제에 관하여는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
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
할 수 없었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정립한
바 있다(박영숙 외 7인, 2017: 68-69).
제3차 연도에서의 인사제도 혁신 방향은 인사제도의 본래의 원리와 기능(현장 중심의
원리, 역량 중심의 원리, 성장․발달의 원리, 적재적소 배치 원리 등)을 활성화하고, 제도
운영에서 막힌 곳은 뚫고 과부하 걸린 영역은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등의 일련의 제도
수정과 확립을 중심으로 탐색될 것이다. 1, 2차 연도에서 다루지 않은 인사제도 영역 가
운데 승진과 평가, 전직, 전보, 수급, 정원 배정 등이 있다. 승진에 관한 혁신 요구를 살펴
보면, 교장 임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
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혁신 방안에서 현행 교장 임용을 중심으로 한 논점은 주로 ① 교장의 임용권, ② 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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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③ 교장 자격, ④ 교장 임용의 실질적 권한, ⑤ 교감직의 위상, ⑥ 교장 임기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박상완, 2018: 334-339).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승진제도 혁신 방안
사례(김영인 외 10인, 2016)를 살펴보면, 교원 승진은 가산점 중심이 아니라 수업과 교육
과정 전문가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감과 교장직을 승진이 아닌 전직과
보직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 사례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점수
관리 위주의 승진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할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을 수반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그리고 교원 평가에서 제안된 혁신 요구를 살펴보면, 교원 평가제도의 법적 기반 확보
와 공정성 확보, 평가체제의 일원화 요구 등이 제안되고 있어 평가제도에서도 혁신 요구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평정제도의 준거별 가중치 등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할 수 있
지만 평가제도의 법적 기반이 낮은 수준이면 평가의 합목적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
우므로, 법적 근거 확보와 평가체계 관련 요구에 관하여는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높다. 전직과 전보제도 등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운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전직
제도에서는 교사직과 교육전문직간의 상호 교류가 교원 승진 절차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전보제도에서는 학교별 교사 경력 분포 불균형 등이 이슈
로 제기되고 있다. 전직 및 전보제도 영역은 학교간 격차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관점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정원, 배치 영역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 등과 연계하여 시급히 대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급체계가 보다 유연해 질
필요가 있으며, 교사 1인당 담당 과목 수 증가에 따른 수업 시수의 격차 해소 요구가 급
증할 것이고, 학교 간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배치 기준이 보다 유연해
질 필요가 높다. 정원에 대하여는 현장의 수요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기 위해서는 기존
의 정원 결정 구조 등에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원 정책 및 인사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혁신 요구를 중심으로 3차년
도 본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혁신 요구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취약점과 혁신이 시급한 영역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방안을 탐색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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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가. 연구의 문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교직환경 변화는 교원 인사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
응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교원
인사제도 혁신 지향성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와 인사 영역에 관하여 관련 집단은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혁신 요구에 관한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국내외 혁신 사례가 향후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교원 인사제도는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혁신해가야 하며, 혁신 방안은 무엇인가?

나. 연구의 내용
1)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1) 1, 2차 연도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2)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3)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리
4) 교직환경 변화 요소 및 교원 인사제도의 변화 대응 요구
5)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2)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1)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정책 목표
2)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성과
3)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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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1) 분석 영역 및 내용
2)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3)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혁신 요구
4)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4)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사례 분석 개요
2) 국내 혁신 사례 분석 결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사례
3) 국외 혁신 사례 분석 결과: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사례
4)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5)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1) 요구 조사 개요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조사 대상: 각급학교 교원 1,070명, 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사) 256명
조사 영역: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제도 대응 요구,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이 시급한 영역, 혁신 가치 및 지향성, 인사영역별 혁신 방안 등
2) 요구 조사 결과
3)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6)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1) 혁신에의 접근 관점
2) 혁신 모형 및 구성 요소
3) 10대 혁신 방안: 혁신 방안의 구조와 내용
4) 추진 단계 및 로드맵
5)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의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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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가. 연구의 방법
1) 문헌 연구
교직환경 변화 요소가 교원 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 교원 직무수행 변화와 교원 인사
대응 요구, 교원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 및 학교혁신 정책,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 신장 요구, 역대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
및 성과,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교원 인사 관련 영역,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담당 조
직 및 업무 분장, 국내․외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교원 근무여건 변화 등에 관한 다
양한 유형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문헌 유형에는 연구보고서, 교육법규 및 관련 규정, 단행본, 학회 학술지 게재 및 발표
논문, 통계 자료, 국내․외 정부 부처 간행물, 박사학위 논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이
포함된다. 교원 인사제도 선행 연구 자료는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수집하고 특정 시
기에 어느 인사 영역으로 몰리는지 인사 영역별로 분류하여 영역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연구 계획 검토, 인사제도 영역별 문제 진단, 혁신 대응이 시급한 인사 영역 탐색, 교
육청 혁신 사례 및 혁신 과정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지원이 요
구되는 인사 영역, 혁신 요구 조사 결과 검토,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검토, 혁신 접근
관점, 혁신 지향성 및 가치, 혁신 방향과 과제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12차례
실시하였다.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를 진단하는 전문가협의회는 인
사 영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한편, 교사와 교육청, 교원정책전문가, 학회 관계자 집
단으로 구분하여 인사제도 혁신 요구를 수렴하고 혁신 지향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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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 사례 집필
혁신 사례로는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혁신 사례로는 인
사제도의 혁신을 추진한 교육청 사례로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2개가 확인되었
고, 이들 교육청은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혁신을 추진 중에 있어
선정하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수집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직접 분석하
였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사 혁신을 주관하였던 장학관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집필 주
제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혁신 방향 및 요구를 중심으로’였다. 집필
내용은 ① 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배경, ②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방
향과 중점 내용, ③ 추진 성과(기대효과) 및 추진 지원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에의 제언이었다. 집필 기간은 2019년 6월 20일(목)부터 7월 22일(월)까지였다.
국외 혁신 사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의 4개 국가를 선정하여 탐색하였다.
사례 국가는 4개국이었으나 미국과 싱가포르는 생애에 걸친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이라
는 공통성이 부각되어 2개 국가를 1개 사례로 묶어 집필을 의뢰하였고, 핀란드와 호주는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확보,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 여건 지원의 관점으로 개별 사례로
집필 의뢰하였다. 각국의 집필 내용은 ① 학교교육 혁신 배경 및 특징, ② 교육 활동 중심
의 교원 확보 사례, ③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 활동(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지원
사례, ④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집필자는 분석 대상국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집필 내용에 관련된 연구 실적이 높은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집필
기간은 2019년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였다.

4) 빅 데이터 분석
본 연구 내용에 포함된 ‘역대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과 성과’ 분석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별로 추진한 교원인사 정책의 목표(내용)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키워드의 빈도에 의해 빅 데이터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분야
로 집중할 것인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교육정책 연구 분야에서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대한 기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정책연구에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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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2018년도 1998년 이후 본원에서 발간된 약 400여 편의 연구보고서(기본연구와
수시연구)를 대상으로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키워드 빈도 분석)과
화제어 추이 분석, 연결망 분석(TNA 분석)을 적용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
영역, 고등교육 영역, 미래/통일교육 영역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 주제의 빈도와 클러스터
(연결망), 중심성 분석 등을 통해 집중과제와 부족과제를 파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역대 정부별 인사정책의 중심 주제어와
빈도를 중심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였다. 분석 텍스트는 선거 공약, 대통령업무
보고, 국정과제, 업무 계획 등이었다. 아울러 2000년 이후 발간된 교원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영역별로 분류하고 연구 자료의 빈도와 주제 등을 중심으로 빅 데
이터 분석을 적용하였다.

5) 정책워크숍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혁신이 시급한 영역의 우선순위
를 탐색하고 향후 어떠한 지향성을 혁신의 중심 지향성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정립
하기 위하여 전문가와의 심도 높은 협의가 필요하여 정책워크숍의 형태로 인사 영역별
문제 발표, 혁신 요구, 해외 사례에 관한 발표와 더불어 혁신 지향성을 논의하였다.
정책워크숍은 전문가 워크숍과 교사 워크숍으로 구분하여 2회 실시하였다 전문가 워
크숍은 2019년 7월 5일(금)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The-K 호텔에서 실시하였고, 교사
워크숍은 2019년 8월 1일(목)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The-K 호텔에서 실시
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은 해외 혁신 사례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미국과 싱가포르, 핀란
드, 호주를 대상으로 우리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기존 교원 인사제도 방안 논의는 승진과 평가로 쏠려 있고, 현장에서는
직무 역량 개발 요구가 높아 직무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교직환
경 변화 시기에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성을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재확립하여야 한다는 지향성을 정립하였다.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할 경
우, 현행 자격과 연수, 평가, 승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한편 교사 워크숍에서는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와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의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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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모시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과 인사 혁신 요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교
육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교사의 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행정
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인사제도 혁신을 지향함에 있어 교사직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우선 설정하고, 교직환경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역량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
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향성을 정립하였다. 마침 교사 워크
숍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조사지에 제시된 인사
영역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혁신이 시급한 핵심 영역과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6) 온라인 설문조사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관련 각급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인
사담당장학관(사)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3일(금)부터 9월 4일(수)까지였다. 조사 실시를 위해 전문업체[(주) 코리아데이트네트워

크]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전용 사이트를 개설한 후, 조사 대상자에게 전용 사이트(URL
주소)를 안내하고 조사 대상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절차로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 계획과 방법의 적절성에 관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2019-22-06T-N, 승인일: 2019년 8월 14일).

조사지는 1종이었고 조사지 제목은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
사’였다. 조사 영역은 ① 일반 문항, ②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③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혁신 가치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총 문항 수는 19개 문항이었다.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및 문항
수는 제6장 24쪽 <표 Ⅵ-2>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참조). 설문 조사지는 [부록 1]에 제시
하였다.
조사 대상 규모는 다음의 <표 Ⅰ-1>에 제시한 바와 같이, 107개교의 초·중·고등학교
소속 1,070명 교원과 58개 교육청 소속 256명 인사담당 장학사(관)으로 총 1,326명이었
다. 각급학교 107개교의 교원 1,070명과 교육청 58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인
사담당장학관(사) 256명으로 총 1,326명이었다(조사 대상 기관별 대상자 표집 비율과 배
분 기준은 제6장의 <표 Ⅵ-1>∼<표 Ⅵ-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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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 대상 규모
(단위: 교, 개, 명)
교 원
구 분

전체

교육전문직
시교육청

합
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합계

도교육청

소계

본청

교 육
지원청

소계

본청

교 육
지원청

기관 수

159

107

60

32

15

52

10

3

7

42

5

37

대상자 수

1,326

1,070

600

320

150

256

58

30

28

198

50

148

7) 교육정책포럼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 연구에서 탐색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을 중심으로 학회 관계자와 전문가, 교원 등을 비롯한 관련 집단과 논의
하기 위하여 교육정책포럼(주제: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을
10월 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21층)에서 실시하였다.

교육정책포럼은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와 공동 주최하였고, 현장 교원
과 대학교수, 교원정책 전문가,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회의 관계자, 학부모회 관계자,
예비교사, 언론기자 등 약 50명이 참여하여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정책포럼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발표, 그리고 미국과 싱가포르의 혁신 사례가 발표되고 2명의
지정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포럼일정표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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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절차
상기한 연구 내용별로 연구 방법과 추진 시기를 연계하여 제시하면 다음면의 [그림
Ⅰ-2]와 같다.
연구 내용
(계획수립)

연구 방법(활동)

추진 시기

연구 내용 구체화 및
실행계획서 작성



계획서 심의 및 보완
전문가 협의

1∼2월


교직환경(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변화 분석(교원
인사제도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정립)




선행연구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

2∼4월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
지향성 및 성과 분석



전문가 협의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3～4월중



전문가 협의,
정책워크숍

3～6월중



전문가 협의, 정책워크숍
사례 집필

4～8월중



전문가 협의, 심의회

6월중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

7∼8월중



정책워크숍,정책포럼
전문가 협의회

7∼10월중



자체심의, 평가본 제출
보고서 윤리 점검

10. 31.제출

보고서 평가, 인쇄

11∼12월중


교원 인사제도 운영 문제 및
혁신 요구(SWOT 진단)

국내․외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추출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작성·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분석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 정립
및 혁신 방안 개발

보고서 작성, 심의 및 제출

(최종보고)
보고서 평가 및 인쇄

[그림 Ⅰ-2] 연구 내용별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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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3개년 중 3년차인 본 연구에서 탐색되는 인사 영역은 직무 재설계, 수급, 정원 배정,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인사 혁신 기반으로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영역이
다. 다음의 [그림 Ⅰ-3]은 3개 연도에서 분석한 인사 혁신 영역과 연계를 제시한 것이다.

교원 인사 혁신 분석 영역
구

분

분석 집단
분석
초점
및
지향성

교직입직 단계

교직 입직 후 퇴직 단계

2017년

2018년

2019년

예비교사

현직 교원

현직 교원

양성과정의
현장적합성
교직 전문성
갖춘 인재 선발

교직환경 변화와
연계한 교직 전문성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
교원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자격관리
및 맞춤형 역량 개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사 혁신 기반 구축
직무 재설계: 역량군, 역량지표
(직급별 및 자격종별)

선발(예비교사)
분석
영역

연 수

양성

(직무연수)

자격취득

(자격연수)

신규채용

(특별연수)

(임용고사)

※ 학습공동체

•
•
•
•
•
•

자격
연수
평가
승진(교장공모)
전보
전직

• 수급 전망 및 계획
• 정원 배정(배치)
[그림 Ⅰ-3] 3개년도 교원 인사 혁신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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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도(2017년)에서는 교직 입직 단계의 예비교사 선발과 양성, 자격 취득과 신규채

용(임용고사) 관련 영역을 분석하였고, 2차 연도(2018년)에서는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에 초점을 두고 연수 관련 영역(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 특별연수 등)을 분석하
였다. 3차 연도에서는 2차 연도의 연구 주제인 전문성 신장 지원(교직 전문성 신장 제고
지원 및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과 연계하여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에 초점을 두고 관련 인사 영역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 영역으로 직무 재설계, 수급, 정원
배정,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혁신 기반 등의 탐색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림
Ⅰ-3]의 직무 재설계에서 1, 2차 연도에 연결되는 화살표를 점선으로 한 이유는 직무 재
설계 영역이 아직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인사 혁신
기반은 인사제도 혁신에서 중요한 요건이지만 현재는 준비가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탐
색할 과제로 검정색으로 표시하였다. 인사 혁신 기반은 직무 재설계와 수급 전망, 정원
배정을 비롯한 인사 제반 영역에서 현장 변화 요구와 연계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영역이다.
3차 연도인 본 연구에서 갖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교원은, 전국 국․공․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정규교사와 학교행정가(교감, 교
장)로 제한하고,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은 초등과 중등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와 장학관)으로 제한한다.
둘째, 국내 혁신 사례는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한 시․도교육청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가
3개년 연구인 점임을 감안하여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최근 3년 이내 교원 인사제도 혁신

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확산 보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제한한다.
셋째, 국외 혁신 사례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사례로
제한한다.
넷째, 인사 영역 중 1차 연도에서 분석한 양성, 신규채용 영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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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및 분석 모형

5

가. 용어 정의
1) 혁신과 혁신 방안
본 연구에서의 혁신(Innovation)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
기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립한
다. 또한 혁신 방안은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정립
한다(박영숙 외 7인, 2017: 19).
한편,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혁신은 개혁(Reform)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박성민
외 3인(2015)에서는 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을 구안하면서 혁신과 개혁의 개념 차이를 다
음의 <표 Ⅰ-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Ⅰ-2> 혁신과 개혁의 개념 차이
구

분

혁신(Innovation)

개혁(Reform)

가치

가치 중립적

가치 부하적

변화에 접근하는 시각

광의의 시각

협의의 시각

정부 및 관료체계의 이해

개방형 체계

폐쇄형 체계

의사결정 방식

상향식

하향식

변화 도구

합의

통제

출처: 박성민 외 3인(2015), p. 17.

즉, 혁신과 개혁이 보다 나은 상태를 지향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혁신은 개혁과
달리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우선 가치 측면에서
보면, 혁신은 가치중립적인데 반해 개혁은 가치 부하적(Value Lader)1) 이고, 변화 접근
1) 여기서 lader란 말은 (책임 따위를 ) 누군가에게 지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향식 결정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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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보면 혁신은 변화를 광의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이러한 변화에 있어 소프트웨어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개혁은 변화를 협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변화에 있어 하드웨
어 변화에 중점을 둔다(박성민 외 3인, 2015: 16).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 혁신은 정부
및 관료체계를 개방형 시스템으로 이해하며 합의를 중시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취하는
반면, 개혁은 정부 및 관료체계를 폐쇄형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통제를 중시하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취한다(박성민 외 3인, 2015: 16).
본 연구에서는 인사제도의 혁신 방안을 탐색하면서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
도의 확립을 지향한다.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인사 영역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통제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구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문성 개발의 개념은 공급자 중심의 국가 주도 전문성 개발과 수요
자 중심의 교사 주도 전문성 개발 체제는 양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역량, 신뢰를 중심으로 상보적인 관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허주 외 8인, 2018). 이
러한 관점에서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하향식 통제 방식이 부각
되는 개혁보단 상향식 합의 방식을 지향하는 혁신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물론 단기에는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것이 개혁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고 절차상 단기에 걸쳐야 하는 우선순위로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제도 확립은 중장기에 걸쳐 추진될 것이
라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연계하여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혁신을 강조한다.

2) 인사 혁신과 인사제도 혁신
인사 혁신에 관해 중앙인사위원회(2005)는 정부의 인사행정체제가 정부 인력의 효율
적 관리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측면을
개선해 가는 작업 과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중앙인사위원회, 2005: 25를 인용한 박성민
외 3인, 2015: 17).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에 제시된 인사
혁신 개념은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
람과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인사 혁신
단계는 제도 혁신 단계(단기), 사람 혁신 단계(중기), 문화 혁신 단계(장기)의 세 단계로
제시된다(박성민 외 5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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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의 인사 혁신 개념과 혁신 단계를 준용하여 인사
제도 혁신에 관해 “인사 혁신을 위해 단기 내에 추진하는 제제도 혁신”으로 본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의 확립을 지향하므로 단기 내
제도적 기반 구축 외에 중장기에 걸쳐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영역별 혹은 영역 간 혁신
방안을 다룬다.

3) 교사 전문성 개발2)
교사 전문성 개발의 개념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
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훈련 활동(이윤식․유현숙․최상근, 1993)으로
정의된다. OECD에서는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지식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OECD, 2005를 인용한 허주 외 8인, 2018: 30-31)

4) 역량 모델
인사제도 문제 진단과 혁신 방안에서 사용되는 역량 모델이란 특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 기술, 가치, 행동을 기술하
여 체계화한 것으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 또는 직무군의 역량을 체계적으
로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영숙 외 5인, 2015: 12)

나.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은 네 단계의 분석 단계와 단계별로 분석되는 영역과 내용, 분석 방법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면의 [그림 Ⅰ-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2차 연도의 연구 결과
를 개관하고 교원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직환
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를 분석하고 현행 교원인사제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SWOT를 진단한 후 혁신이 시급한 영역을 진단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2) 이하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유사한 개념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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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조사 분석
한다. 현장에서 혁신 요구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정립하고 혁
신 방안을 탐색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을 탐색
하는데 혁신 모형을 구안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사제도 혁신 영역과 지향성, 혁신 방안을
어떠한 논리와 지향성으로 연결할 것인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단계] 선행연구 분석(1, 2차 연도 연구 결과 및 인사제도 연구 동향)

[2단계]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및 SWOT 진단
2.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
① 인사행정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②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③ 교직환경 변화 요소 및 교원 인사제도
변화 대응 요구
(문헌분석+선행연구)

3.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

➡

① 역대 정부의 교원정책 동향
②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문제 및 원인
③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
④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 및
혁신 요구
(전문가협의회 및 정책워크숍)

[3단계]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사례 분석 및 혁신 요구 조사
5.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4. 국내외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온라인
설문조사
국내혁신 사례
① 경기도교육청
혁신 사례
② 강원도교육청
혁신 사례

분석 영역

외국 혁신 사례

분석 대상국
- 미국,
싱가포르,
✚
핀란드,
호주

(1,326명)
각급학교
교원,
시도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장학사(관)

(사례집필 + 전문가 협의회+정책워크숍)

✚

① 일반 배경
② 대응 요구
③ 인사제도 문제
및 혁신 요구
④ 혁신 지향성 및
가치
혁신 방안
(동의 수준)
※ 집단 간 차이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

[4단계]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탐색
① 혁신 접근 관점
② 혁신 모형 및 요소
③ 혁신 방안: 구조 및 내용
④ 추진 단계 및 로드맵

(정책포럼, 전문가협의)

⑤ 정책 제언

[그림 Ⅰ-4] 연구의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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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1. 1, 2차 연도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2.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3.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원칙
4. 교직환경 변화 요소 및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5.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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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이장의 분석 영역은 ① 1, 2차 연도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②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③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④ 교직환경 변화 요소
및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⑤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다. 이장에서는 인
사제도 혁신 관련 이론적 기초로서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부터 추진한 인사 혁신 모형
을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여 제시한다.

1

1, 2차 연도 연구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가. 1, 2차 연도 연구 결과
1) 1차 연도 연구 결과
2017년의 1차 연도 연구[제목: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 교원 양

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
을 맞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루었다. 연구 내용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전망 및 교사 역할 분석,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정립,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진단, ④ 주요
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추출, 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⑥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의 여섯 영역이었다. 이 연구에서 혁신이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박영숙 외 7인, 2017: 1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분석 관련 결과는 ① 선행연구 개관, ②
21세기 교육모델 및 학교교육 변화 지향성, ③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모델, ⑤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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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다. 선행연구 개관에서는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와 내
용을 중심으로 ① 교직환경․미래학교 변화 및 학교혁신 관련 선행연구, ② 교원 역할 및
역량 변화 관련 선행연구, ③ 교원 정책 혁신 관련 선행연구, ④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선행연구로 구분되어 있다(박영숙 외 7인, 2017: 25-40).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혁신 요구가 높아 집중적으로 분석될 만한 이슈
를 중심으로 6개 즉,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이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74). 혁신 이슈
분석을 위한 기준은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의 다섯 개 요소이었고, 혁신 과제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문제 상황 개요, ②
문제 원인 및 장애 요인, ③ 대응 시급한 혁신 이슈, ④ 혁신 가치, ⑤ 혁신 요구(우선순
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 등이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74).
혁신 영역 탐색 접근에서 부각된 점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핵심 기능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형의 교원을 적합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
므로 현장 변화와 연계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영숙 외 7인,
2017: 275). 다음의 [그림 Ⅱ-1]은 혁신 영역을 탐색하면서 접근한 혁신 전략과 혁신

지향성과의 연계를 제시한 것이다. 혁신 전략은 교육 현장의 변화 요구와 정부의 정책
추진 요구를 반영하여 ① 혁신 요구를 토대로 한 혁신 이슈 진단, ② 새로운 혁신 가치
창출 및 혁신 장애 요인 제거, ③ 지속 가능한 혁신 관리체계 구축, ④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네 개로 제시된다(박영숙 외 7인, 2017: 277).

30

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교육부)

￭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전략 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명
(국정과제 50)



교육정책
과제

교원 정책
과 제

교원혁신
요구

￭ 학생 중심
교육과정개편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 기초학력
보장

￭ 혁신학교 등
확대

￭ 교원 전문성
신장

￭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 공모제 확대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
제도 개선
 교․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 방안 마련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체제 및 학교교육체제 변화
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 및
역량 변화
학생 및 교직원 구성 변화
핵심교육정책 추진 및 새정부
공교육 혁신 정책 추진 등

요인 제거
￭ 지속가능한 혁신 관리체계 구축
￭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혁 신
지향성

￭ 양성기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 교직 적․인성 높은 우수 인재
유인체계 구축
￭ 현장 수요 변화와 연계한 교원
양성 및 채용 계획 수립
￭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및 채용
혁신

글로벌 4차원 교육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적응력 제고
교원 양성 대학의 현장적합성
제고
교직 인․적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 및 확보 등



교직환경
변화

혁 신
전 략

￭ 혁신 요구 수렴 및 혁신 이슈
진단
￭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혁신 장애



교원
양성 및
채용의
혁신
영역

양성정책

채용정책

￭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혁신

￭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

￭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 교장 채용 혁신

￭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 교사 양성체제
혁신

[그림 Ⅱ-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전략 및 혁신 영역
출처: 박영숙 외 7인(2017),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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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혁신 지향성으로는 ① 교직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② 글로벌 역량 중심
의 교원 양성교육과정 혁신, ③ 양성 기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④ 현장 수요
변화와 연계한 교원 양성 및 채용 계획 수립, ⑤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및 채용 혁신으
로 제시된다(박영숙 외 7인, 2017: 277).
이 연구에서는 관련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과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
부, 교원 정책 전문가 등 1,3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박영숙 외
7인, 2017: 16).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 결과에서 현장 적합성이

매우 높은 영역은 교원 양성체제와 신규교사 임용 고사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과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353).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로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점,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이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과 실적 위주의 승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353). 혁신 요구가 가장 높고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진단되었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에서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로는 교사 양성체제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이 부각되
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353).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영역은 네 개 영역 즉 ① 교원 양성대학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교육과정 혁신, ③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양성체제 혁신으로 제시되었고, 교원
채용 정책에서 대응이 시급한 영역으로는 ①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② 교장
채용 혁신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
거나 혁신 이슈로 부각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을 반영
하여 혁신 영역별로 단기 과제 2개와 장기 과제 2개씩을 선정하여 총 22개 과제(단기
과제 11개, 중․장기 과제 11개)로 제시되었다(<표 Ⅱ-1> 참조)(박영숙 외 7인: 2017: 27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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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과제
혁신 영역

단기 혁신과제

중․장기 혁신 과제

1.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편

① 역량 중심 학생선발 체제로의 전환

2.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
②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① 현장 친화형 주기적 교육실습
모니터링 실시
② 교원양성기관과 실습 학교 간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

4. 교사 양성체제 혁신

① 교원양성기관과 국책 연구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 운영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5.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채용 계획 합리화
② 신규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고사제도로 전환
② 교원 양성과 임용시험의 연계 추진

6.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① 교장 공모제 확대
② 특정 기피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양성 과정 신설

출처: 박영숙 외 7인(2017), pp.279∼280.

교사 양성 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영역의 단기 과제에는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선이 포함되었고, 중․장기 과
제로는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이 제시되었다.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혁
신 영역에서의 단기 과제는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와 ②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가 제시되었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과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가 제시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79).
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 실습 혁신 영역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 현장 친화형 주기적 교육
실습 모니터링 실시와 ②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 간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이 제시
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79). 교사 양성 체제 혁신 영역에서는 단기 과제로 교원양
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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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운영과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
치․ 운영이 제시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79).
그리고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채용 계획 합리화와 ② 신규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과제로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고사제도로의 전환과 ② 교원
양성과 임용시험의 연계 추진이 제시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80).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는 단기 과제로 ① 교장 공모제 확대와 ② 특정 기피 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이 제시되었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와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양성과정 신설이 제시되었다(박영숙 외 7인, 2017: 280).

2) 2차 연도 결과
2018년의 2차 연도 연구[제목: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에서는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전문성에 대한 개념을 탐색하고 교직환경 변화에 다른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체제를 모색하였다. 연구 내용은 ① 선행연구 분석, ② 교직 특성 및 교사 전문성에
대한 교사 인식, ③ 교사 전문성 개발의 실태 및 효과, ④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의 네 영역이었다(허주 외 7인, 2018).
이 연구에서는 교사 전문성 개발 개념에 관하여 “교사 전문성 개발은 교육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이 그들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교
육․훈련 활동(이윤식․유현숙․최상근, 1993)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교사 전문성
개발의 개념은 전문성의 특성론 관점에 입각하여 교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유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허주 외 7인, 2018: 17). 그리고 그
과정은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지식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OECD,
2005), 실제로 학교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반성․성찰을 통해 새롭게 습득된 지식과

신념을 구체화하고 적용하는 능력(Duke, 1990), 교과 특성과 학생들의 선행 지식을 고려
하여 교수 맥락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하며,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
(Youngs & King, 2002)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허주 외 7인, 2018: 31)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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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성 개발 실태에 관하여 현직 교사 1만 1,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5,547명 응답하여 응답률은 482.%). 교사 전문성 개발 관련 기관과 단위학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관련 기관에서의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운영은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2018)」의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로 세분화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자격연수, 직무연수의 연수 참여율
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허주 외 7인, 2018: ⅱ). 단위학교 중심 전문성 개발은
정부의 지원과 자발적 참여의 전문성 개발로 분류되는데, 현재 정부는 교사 학습공동체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약 1,509개의 교사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주
외 7인, 2018: 217). 자발적 참여의 전문성 개발로는 협동학습연구회, 인디스쿨 등이 중
심축이 되어 학습 자료 개발, 교사 간 네트워크, 협업 등으로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허주 외 7인, 2018: ⅱ).
다음 면의 [그림 Ⅱ-2]는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를 제시한 것이다. 교사
전문성 지원체제 구축에 관하여는 ① 교사 주도의 단위학교에서의 전문성 개발, ② 국가
주도의 기관 중심 전문성 개발, ③ 국가 주도와 교사 주도 전문성 개발의 간극을 이어줄
수 있는 교원단체의 역할 변화의 세 가지 축으로 접근을 제안하였다. 국가와 교원단체,
교사와 교원단체의 관계에서 전자는 교사의 자율성과 교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쌓아가는
역할 관계, 후자는 역량과 신뢰를 신장하고 넓혀가는 역할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다(허주 외 7인, 2018: 202).
정책 제언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비공식적 책무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허주 외 7인, 2018; 218). 둘째 교사의 자
발적이고 자체적인 반성적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역량 진단 도입 및 교사 자신이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넷째, 교사 전문성을 총괄하는 교육부 내의 교원
정책국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사 자격 갱신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허주 외 7인,
2018: 219). 여섯째, 교원 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허주 외 7인, 2018; 220).

3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그림 Ⅱ-2] 교사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출처: 허주 외 7인(2018), p. 202.

특히 역량 진단 도입에 관하여는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지표는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데 교사의 역할 수행 정도만을 확인하는 용도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원 역량 진단을 도입하
여 교사 개인이 갖는 전문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다(허주 외 7인, 2018).

나.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동향
1) 교원 인사제도 관련 최근 선행연구(2013∼2019년)의 특징
교원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출간된 연구보고
서(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술논문(학회 및 대학 연구소), 및
박사학위논문 등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목록을 작성하였다. 연구 자료별로 연구
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으로 목록을 작성한 후 인사 영역별로 구분하여 이들 자료들이
특정 기간 동안 어느 인사 영역에 집중되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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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Ⅱ-2>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최근 7년 이내의 인사 관련 연구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2000년 이후 2019년까지의 전체 목록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인사 영역은 ① 수급 및 정원 배정 ② 선발 및 신규 채용, ③ 자격 및 연수,
④ 평가 및 승진, ⑤ 전보 및 전직, ⑥ 직무(근무) 여건 및 업무 경감, ⑦ 인사제도 및
인사 혁신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3). 최근의 기준이 2013년이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
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를 반영한 연구 자료들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 Ⅱ-2> 최근 5년 이내 교원 인사 영역별 선행연구(2013-2019년)
연번

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자료 유형

수급, 정원배정 영역
1

권순형·안병현

초등교원 수급 예측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및 타당화

2018

학술논문

2

임성범 외 2인

초· 중등학교의 지역단위 적정 교원인력 배정방안

2018

학술논문

3

이광현·김기수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체계 연구

2015

학술논문

4

김기수 외 6인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체계 구축 연구

2014

KEDI 연구

5

이광현

초등교사 수급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적정 양성 규모 연구

2014

학술논문

6

박현정 외 4인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교원의 적정 배치 방안

2013

교육부

7

이영 외 2인

초․중등 장래 학생 수 및 교원 수 추정에 기반 한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2013

학술논문

8

정바울 외 5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인력 수급 연구

2013

KEDI 연구

선발, 신규채용 영역
1

권동택

임용 고시 운영 문제와 개선 방향

2017

학술논문

2

박영숙 외 8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Ⅰ):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2017

KEDI 연구

3

오대영·김경회

교원 보수·충원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2016

학술논문

3) 인사 영역에 예비교사 양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연구(3차년도)의 분석에서는 입직 후 현직교원의 인사
를 다루므로 양성 영역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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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자료 유형

자격, 연수(역량개발, 전문성) 영역

38

1

허주·이동엽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이 ‘전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2019

학술논문

2

허주 외 8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
교사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18

KEDI 연구

3

박창언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 재교육의 문제

2017

학술논문

4

김희규·주영효

중등 교장의 자격연수 직무역량 요구 분석

2017

학술논문

5

홍후조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원의 핵심 역량 도출 및 교원 연수
분류체계 개발

2017

교육부

6

김희규 외 3인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체계 확립 방안 연구

2016

교육부

7

박영숙 외 7인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2016

KEDI 연구

8

손성호

교사 생애 주기별 핵심 역량 모델링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6

박사논문

9

정제영 외 5인

초등 신임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2016

학술논문

10

곽영순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
전문성 탐색

2015

학술논문

11

박경진

수석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석사논문

12

박상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서의 교직의 전문성

2015

학술논문

13

백지연 외 2인

중등교사 역량 모델 개발

2015

학술논문

14

장환영 외 4인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5

동국대교원
정책중점
연구소

15

정미경 외 3인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 연구

2015

KEDI 연구

16

정제영·이희숙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2015

학술논문

17

김희규·주영효

신규교사 직무 역량 실태 분석

2014

학술논문

18

정제영 외 5인

중등 신임교사의 직무 역량 요구도 분석

2014

학술논문

19

우영옥

수석교사제의 정책 변동 분석

2014

박사논문

20

유재환

학교장 직무 역량 설정과 승진 구조와의 연계성 분석

2014

학술논문

21

김정원 외 3인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3

KEDI연구

22

김정원 외 4인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3

KEDI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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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자료 유형

평가, 승진(교장 임용, 교장공모제) 영역
1

정병영·이재용

승진 준비 중인 초등학교 교무부장교사의
근무스트레스에 관한 체험 분석

2018

학술논문

2

안아라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관리자 경력 전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2018

박사학위

3

엄문영

교원 승진제도에 대한 교사들 경험이야기: 행동적
의사결정론의 관점에서

2018

학술논문

4

이광현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학술논문

5

정수현·장민경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초등교사의 경험 및 인식 연구

2018

학술논문

6

전수빈·이효정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과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2018

학술논문

7

전수빈 외 3인

교장공모제 쟁점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2018

학술논문

8

신현석 외 3인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용제도 변화 분석

2018

학술논문

9

이광현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학술논문

10

이정연 외 2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진단과 개선방향

2017

교육청연구

11

이효정 외 3인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7

동국대교원
정책중점
연구소

12

박균열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을 통한 교장공모제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

2017

학술논문

13

김지선·김지영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16

학술논문

14

최선옥 외 2인

교원승진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16

교육청연구

15

양민석·정동옥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와 학교장의 특성 분석

2015

학술논문

16

권정현 외 2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의 교장공모제
제한 요인 분석

2015

학술논문

17

김달효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서 ‘교장보직공모제’의
가능성 탐색

2015

학술논문

18

김희규·주영효

교원평가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탐색

2014

학술논문

19

김희규·주영효

근무성적평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가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4

학술논문

20

이상신

초등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관리자점수와
교원 인사이동의 관계

2014

학술논문

21

박인심 외 3인

교장공모제 쟁점에 대한 학교구성원 집단 간 인식 비교

2013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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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자료 유형

전보, 전직 영역
1

차승은 외 4인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T.a.P.(Transtfer after
Posting)형 교사전보제 모형 탐색

2019

학술논문

2

최원석

초등학교 간 저경력교사의 쏠림현상 분석

2019

학술논문

3

박기범 외 6인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8

교육청연구

4

박기범 외 7인

서울공립 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5

김순남·이병환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2018

학술논문

6

민성희

교원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2018

석사논문

7

박기범 외 7명

서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8

김순남 외 2인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 탐색

2017

학술논문

9

이효신 외 16명

서울 공립 중등 교사 전보 배치 개선 방안 연구

2016

교육청연구

10

성준우·허병기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2015

학술논문

11

김달효

교육전문직 선발의 쟁점에 관한 분석: 장학사 선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4

학술논문

12

김갑성·주현준

중등교원 전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3

학술논문

직무, 근무여건, 업무경감 영역
1

정병영·이재용

승진 준비 중인 초등학교 교무부장교사의 근무
스트레스에 관한 체험분석

2018

학술논문

2

신묘철

교원업무경감 정책변동 요인 분석

2017

박사논문

3

김경회

한국과 일본의초·중등 교원 보수 비교 연구

2016

학술논문

4

김요진·이희숙

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2016

학술논문

5

최혜숙·이윤식

교감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탐색

2015

학술논문

6

양승실 외 6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안 연구

2014

KEDI 연구

7

임지윤·도승이

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14

학술논문

인사제도, 인사 혁신, 교원정책 관련

40

1

이준희 외 16인

교육중심 교원인사제도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2

김성천 외 2인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2017

학술논문

3

김영인 외 10인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교원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2016

교육청연구

4

박영숙 외 5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

2015

KEDI연구

5

유희균․엄기형

한국 교원 정책연구의 최근 주제 동향 분석

2014

학술논문

6

조동섭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발전방향

2013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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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연구 자료 수는 160개였고, 2013년부터 2019년까

지 분석된 연구 자료 수는 80개였다. 인사 영역별로 연구 자료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 및 승진 관련 자료가 52개, 자격 및 연수 관련 자료

가 41개로 이들 자료가 약 60%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가운데 약 31% 정도가 ‘직무 여건
및 업무 경감’과 ‘수급 및 정원 배정’, ‘전보 및 전직 영역’에 몰려있다. 평가 및 승진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는 교장공모제 확대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교장공모제 관련
자료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격 및 연수 자료 또한
많았는데, 이는 자료의 대부분이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 요구와 관련된 자료이
기 때문이다. 연구 주제로는 생애 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소통 역량 강화, 역량 모델,
생애 주기별 핵심 역량 모델링 등이 부각된다.
<표 Ⅱ-3> 인사제도 영역별 선행연구의 비중 변화
(단위: 개, %)
구

분

2000∼2019년

2013∼2019년

자료 수

비 율

자료 수

비 율

평가 및 승진

52

32.5

22

27.5

자격 및 연수

41

25.6

22

27.5

직무(근무) 여건 및 업무 경감

17

10.6

7

8.8

수급 및 정원배정

17

10.6

8

10.0

전보 및 전직

16

10.0

12

15.0

인사제도 및 인사 혁신

11

6.9

6

7.5

선발 및 신규채용

6

3.8

3

3.8

160

100.0

80

100.0

전

체

자격 및 연수 영역에서 생애 단계별 역량 개발 연구와 교사직의 역량 모델 개발 연구,
전문성 신장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배경에는 이
제는 더 이상 연수가 승진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수가 아니라 교원의 생애 단계별 발달
요구를 반영하여 전문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기적 연수와 자격발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동
향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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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Ⅱ-3]은 2000년 이후 2019년까지의 전체 선행연구와 2013년 이후 최근
7년 사이의 연구의 영역별 비중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 비중의 변화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은 2000년대에 비해 최근 7년 이내에는 ‘평가 및 승진 ’관련 연구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자격 및 연수’와 ‘전보 및 전직’ 관련 연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격 및 연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는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에서의
변화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전보 및 전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는 대부
분이 순환전보에 관련되는데, 순환전보에서의 쏠림 현상과 승진 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전보제도 또한
전문성 향상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교사 전보제 모형을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그림 Ⅱ-3] 인사제도 영역별 선행연구의 비중 변화(2000~2019년)

한편, 선행연구의 주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빅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워드 클
라우드를 작성해보았다. 다음의 [그림 Ⅱ-4]는 2000∼2019년까지의 선행연구에 대한 워
드 클라우드이다. 교장공모제와 승진제도와 전보제도 논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교
사 전문성 워드와 교육환경변화, 수석교사제, 직무 역량 등의 키워드가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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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Ⅱ-5]와 [그림 Ⅱ-6]은 연구시기를 2000∼2012년과 2013∼2019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고, 키워드 상의 주목할 만한 변화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림 Ⅱ-4]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 클라우드(2000~2019년)

[그림 Ⅱ-5]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 클라우드(2000~2012년)

[그림 Ⅱ-6]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워드 클라우드(2013~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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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가 핵심 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2012년까지는 수석교사제와 교원능력개
발평가, 수급 계획, 교장 임용제도와 학교장 연수 관련 주제가 부각된 반면, 2013년 이후
최근의 주제에서는 수석교사제 논의는 감소되고, 전보제도, 전문성, 직무 역량, 환경 변
화 및 근무 스트레스 관련 워드가 부각된다. 특히 교육환경 변화와 전문성의 워드가 부각
된 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다양한 교육혁신 정책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스트레
스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 동향이 본 연구에 주는 시사는 최근 인사제도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는
것은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이며 이를 중심으로 자격, 연수, 전보, 전직, 직무 여건,
직무 스트레스, 인사제도 혁신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으로 향하는 지금이야말로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 혁신을 지향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모형이 지원되어야 한다.

2)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수집한 연구 자료 가운데 학교 혁신 정책이 추진된 최근 2016년 이후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한 2개의 사례가 주목되었다. 경기도교육청과 강원
도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인사제도 문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접근한 관점과 주요 결과
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김영인외 10인, 2016)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자치와 자율, 분권의 관점에서 역량을
갖춘 교육공무원 임용을 위해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연구제목: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교원승진제도를 중심으로)를 수행한 바 있다. 경기
도교육청의 주된 고민은 승진이 가산점 중심이 아니라 수업과 교육과정 전문가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45). 지향성은 교장과 교감이라는
직위를 승진이 아닌 전직과 보직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별도의 점수 관리
로 승진하는 시스템을 탈피하여 학교교육 활동 중심의 소통과 협업 능력, 전문성을 중시
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인사제도 혁신에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모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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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제도의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세 가지 원칙 즉, ① 승진에서 보직전직의
개념 강화, ② 점수 관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제도 개편, ③ 제도의 신뢰 보호를 고려하면
서 많은 이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48). 혁신
방안은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제시되었다. 중장기 방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
하여 교육부 혹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제시되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73-174).

단기 방안으로는 ① 교감 자격 면접시험의 강화와 면접 대상자 확대, ② 특정 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③ 교감 근무성적평정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④ 교육전문직원 직무 전문
성 강화를 위하여 보직형 장학사 확대, 임용 3년 후 직무 평가 도입, 장학사 근속 연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73), 중장기 방안으로는 ① 교감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도입, ② 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사공모제, ③ 교사 대상 공
모를 통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④ 내부형(교사 대상) 교장공모제 제한비율 폐지 및
교육감 위임, ⑤ 교장 임기 4+4제(공모제 교감 임기 포함, 승진 발령은 1회로 제한, 공모
제 확대), ⑥ 교장, 교감 리더십 아카데미 도입, ⑦ 교원 인사 권한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
로 이양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76). 경기도교육청의 혁신 사례
관련 내용은 본 연구의 5장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분석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나)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중심 교원인사제도 방안 연구(이준희 외 16인, 2017년)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은 교육과정의 변화, 지방교육자치 및 시․도교육청으로
의 초․중등인사권 위임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중심의 교원 인사 정책을 설계할
필요를 인식하고, 2017년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확립
의 관점에서 연구(연구제목: 교육중심 교원인사제도 확립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에 깔린 기본 관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활
동 및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 이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기초로 인사제도의 다섯 가지 이론

적 근거와 세 가지 인사제도 원리를 정립한 점이 부각되는데 본 연구에 주는 시사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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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인사제도는 교육 목적을 효과
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활동이어야 한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는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경력
중심 모형에 기반하고 있는 교원 인사제도 직위 중심 모형을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대
표 관료제로서 교원 인사에서 어느 정도 지역, 계층, 성별 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한다(이준희 외 16인, 2017: vii).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세 가지 원리로는 현장 중심의 원리, 역량 중심의 원리, 성장․
발달의 원리가 제시된다. 현장 중심의 원리에서는 하위 원리로 적재적소의 원리, 교육공
동체 형성 원리, 대표성 원리 등이 강조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6). 역량 중심의
원리에서는 하위 원리로 전문성의 원리와 타당성의 원리가 제시된다. 전문성의 원리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자질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교원 인사제도는 전문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이준희 외 16
인, 2017: 126-127). 타당성 원리 측면에서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
야 함이 강조되고, 기존에 쌓아온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근간으로 하되, 전문성(역량)
을 갖춘 타당한 선발 방법을 만들어야 함이 강조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7).
셋째, 성장․발달의 원리에서는 관련 하위 원리로 자발성의 원리, 자기 성장의 원리, 교
육 여건 조성의 원리가 제시된다. 자발성 원리는 교원 승진이나 전보에서 강제성 내지는
계약을 기초로 한 대리인(agency)의 관점에서 자발성을 기초로 한 청지기(stewardship)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7). 승진 가산점 등 외적
보상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양하고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인사제도가 수립될 필요
가 있음이 강조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7). 자기 성장의 원리는 교원이 전 생애의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 근무
기피 지역 학교를 포함한 순환 의무 근무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6-127). 근무 여건 조성의 원리는
학교에서 교사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함과 관련 있다. 이에
관하여는 근무환경 개선, 벽지수당의 현실화,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준희 외 16인, 2017: 128).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인사제도의 영역은 임용과 승진, 전보, 전직의 네 영역이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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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도 관련 문제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 발생, 교사 충원의 어려움(초등의 경우) 등이 진
단되었고(이준희 외 16인, 2017: 65), 전보 관련 문제로는 점수제로 인한 적재적소 배치
의 어려움, 잦은 전보 이동, 선호 지역(학교)와 비선호 지역(학교)이 뚜렷한 점 등이 진단
되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73-80). 승진제도의 문제로는 승진 가산점 등 외적 보상
방식이 교원의 헌신성, 책임성, 자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 교감․교장 선발제도가 객
관성․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자율
학교 15% 제한 규정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진단되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68). 전직의 문제로는 교육전문직원 요구 역량 분석과 이에 다른 전형
방법 개발이 미흡한 점, 잦은 인사이동(교육연구사, 장학사 근무처별 평균 근무년수 3년)
과 자유로운 전직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점,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 자유로
운 전직 허용으로 승진 수단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진단되었다(이준희 외 16
인, 2017: 72-73).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는 ① 신규교사 임용 지역 트랙제를 도입․확대, ②
강원도교육청의 연어 프로젝트 확대․강화 등이 제시되었고(이준희 외 16인, 2017: 129),
중․장기 방안으로 ①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학교 또는 마을학교의 관점에서 그
지역의 인재가 애착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신규교사 임용 지역
트랙제 신설과 교․사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③ 타 시도 경력 교원 일방 전출 후 10년
의무 복무제, ④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등이 제안되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9-131).
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제도를 나름대로 개혁을 해나가고, 교장공모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해가되 두 제도 중 더 빨리 성장하는 제도, 더 효과
적인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2). 교장공모제 활성화
를 위해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15% 제한 규정은 폐지․완화하고, 자율학교에서 내부형 공
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이밖에 혁신학교, 실험학교, 미래학교, 마을학교 등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교장제도의 다양화와 교장 공모 절차의 내실화가 제안되었다
(이준희 외 16인, 2017: 133-135). 승진형 교장제도의 개선 방안으로는 평점제에서 타당

한 선발 방법으로 개선하고, 역량 중심의 역량 기반, 현장 기반의 선발 과정으로 개선하
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5-136).
전보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단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 즉, 즉 ① 정기 전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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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선 방안으로 최소 전보 연한 설정, 장기 전보 유도 방안, 학교 전보 제한 비율(중
등 50%, 초등 70%)을 낮추는 방안, ② 교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교원 구성(성, 경력)
등 합리적 전보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③ 전보 방법의 다양화로 초빙 교원제도, 지역교
사제, 팀 공모형 제도 도입․확대 등이 제안되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40-141). 중․장
기 방안으로 교육활동 클러스터 제도 도입으로 학교 간 클러스터제 도입 등이 제시되었
다(이준희 외 16인, 2017: 143-144). 이 가운데 교육활동 클러스터 제도는 중등학교에서
작은 학교의 적은 수업시수 과목 교사의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에서 학교와
학교 간 클러스터제로 교과를 결정하고 겸임을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말
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41). 강원도교육청의 혁신 사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5장 1절 국내 혁신 사례 분석 결과에서 상세히 기술된다.

2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가.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공 분야의 인사행정은 현재까지 3단계의 인사행정 혁명을 거쳐 왔고, 앞으로는 제4차
인사행정 혁명이 진행될 전망이다(<표 Ⅱ-4> 참조). 현재 진행 중인 인사행정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인사행정에서 전략적 인사 관리를 지향함
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집단별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표 Ⅱ-4> 인사행정 혁명의 변천 과정
제1차 인사행정 혁명

환경 대응 소극적
인사행정

제2차 인사행정 혁명

공급자 중심
획일적 인사행정

제3차 인사행정 혁명

제4차 인사행정 혁명

전략적 인사 관리

인간 중심형·다품종
소량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집단별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개인별
맞춤형 CDP(Customer
Data Platform) 시스템

현재의 인사행정
주: CDP 시스템이란 하나의 고객 프로필을 만들어 고객 단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데이터를 저장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출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2017),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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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으로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사행정으
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 2017). 이러한 인사행정 혁
명의 변천 과정이 교원 인사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제3차 인사행정 혁명에서 제4차 인사
행정 혁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획일적인 인사행정에서 전략적인 인
사 관리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인공 지능 기반 개인별 맞춤형 인사행정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높다는 점이다. 인사
행정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부각되는 배경에는 조직의 환경 변화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다음의 <표 Ⅱ-5>는 인력 구조와 직무 역량, 조직 문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표 Ⅱ-5> 인적 자원 행정의 환경 변화
구

분

변화 내용

인력 구조의 변화

인력 구성의 다양성, 인력 구성의 고령화, 인력 구성의 탈계층화

직무 역량의 변화

전문적 직무 수요 증가, 직무 내용의 질적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혁신/시장 문화의 확산 전망

출처: 이창길(2019), pp. 583-592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인력 구조 측면에서는 인력 구성이 다양해지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직무 역량 측면에
서는 전문적 직무 수요가 증가하고 직무 내용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개인주의 문화를 비롯하여 혁신 문화가 확산되고 있
어 인사행정에서도 대응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응 측면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으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는다.
교육조직에서도 인력 구조와 직무 역량, 조직 문화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가 이들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혁신 지향
성을 탐색할 필요가 높다. 혁신을 지향하는 접근에서는 인사행정 혁명의 단계의 변화 특
징과 연계하여 전략적 접근이 부각된다. 또한 전략적인 접근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관점은 직무 역량의 변화와 인력 구조의 변화에의 대응이다. 현행 교원 인사제도가
교원의 직무 역량 변화 요구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높고, 문제의 원인과 인사제도 운영의 걸림돌부터 선택․집중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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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4차 인사제도 혁명 변화에서 전망되고 있는 인공 지능 빅 데이
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CDP 시스템(Customer Data Platform; 교원의 프로필을 만들
고 교원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데이터를 저장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나. 인사혁신처의 「인사비전 2045」
인사혁신처는 2016년 미래지향적 인사 혁신을 위한 제4차 인사행정 혁명을 추진하면
서 「인사비전 2045」를 발간․보급한 바 있다. 「인사비전 2045」에서는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학원이 개발한 스테퍼(STEPPER) 방법론을 적용하여, 2045년 미래 환경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변화 요인을 ① 사회(S: Society), ② 기술(T: Technology), ③ 경제(E:
Economic), ④ 정치(P: Politic), ⑤ 인구(P: Population), ⑥ 환경(P: Population), ⑦ 자

원(R: Resources) 의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개 동인을 토대로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인사혁신처, 2017: 17-18).
또한 인사혁신처는 역사적 맥락에서 인사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분석하였고(도출
하였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 2017: 148-149), 2045년 미래 환경 변화에 따
른 이상적인 인재상(공무원 역할과 자질)(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 2017: 17-18)
과, 필요한 인재의 선발 및 교육훈련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
신처, 2017: 269-317하는 한편, 6개 혁신 영역과 12개의 혁신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 2017: 318-343)(<표 Ⅱ-6> 참조).

<표 Ⅱ-6> 인사혁신처 「인사비전 2045」의 혁신 영역 및 과제
혁신 영역

혁신 과제

1. 인사 계획

①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 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
②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

2. 채용

③ 채용 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
④ 기술 발전에 대응한 기술직 채용의 확대

3. 교육

⑤ 첨단 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
⑥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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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영역

혁신 과제

4. 활용

⑦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
⑧ 핵심 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

5. 성과 관리

⑨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한 성과 평가제도 확립

6. 후생

⑩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인 공직 문화
⑪ 맞춤형 공무원 복지 체계의 확충
⑫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

출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2017), pp.318∼343의 내용을 표로 정리

본 연구에서는 「인사비전 2045」에서 인사혁신 과제 도출을 위해 접근한 분석 관점과
영역에 주목하였다. 인사 혁신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탐색하는 방법에서 인사 혁신을 위
한 미래 비전과 인재 상을 설정한 후, 인재 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향성을 제시한
점, 그리고 인재 상을 토대로 인재 선발과 양성 등을 비롯한 인재 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향성을 탐색한 점은 우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즉,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서는 교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역할과 교사상 정립을 토대로 인사제도
혁신의 비전을 설정하고, 혁신 방향과 전략, 지향성, 방안의 순으로 접근할 필요가 높다.
교원직의 역할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역량 개발과 직무(일자리) 재설계, 그리고 이를 지
원하는 제반 활동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교직환경 변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와 직급 체계한 점에 주목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Ⅱ-6>의 혁신 영역
중 인사 계획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 설계와 직급 체계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고, 활용 측면에서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반영한 인재 활용이 중요하고,
성과관리에서도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 한 성과 평가 창출하고 이를 위한 인사 계획
수립이 시급함이 부각되었고, 활용과 정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 면의 <표 Ⅱ-7>은 인사혁신처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사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의 개념도를 제시한 것이다. 인사 혁신의 과제는 일자리와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어떻게 일자리에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성과 높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가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음이 확인된다. 사람이 일하는 자리와 사람의 역량 개발, 보
상과 연계하여 선발, 양성, 활용, 평가, 보상, 문화 복지 등의 인사 영역에서 혁신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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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개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교원 인사제도에 접목하게 되면, 교원직의 직무 설계와 직급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교원
개인에 대하여는 역량 개발과 성과 보상, 자율적(창의적) 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혁신 지
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각 부처의 인사 혁신 추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사혁
신 지수와 진단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고 진단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6을
인용한 박성민 2017b: 14). 평가 대상은 45개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등 24개 장관급
기관과 국세청 등 21개 차관급 기혁신 실적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1∼2월 전년
도 인사 혁신 실적을 조사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박성민,
2017b: 13-14).

<표 Ⅱ-7> 인사혁신처의 인사 혁신 과제
구

분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인사 혁신 과제

실행 과제

미래 변화에 부응한 직무설계 및
직급 체계 정비

직무 다위니즘과 인력 재배치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성 방식의
탈관료제화

유연근무제도의 확산

마이스터형 직무의 증대

테스크 플래시몹 구현
미래 인재상을 지향하는 융합형 직무 중심
시험제도

채용․임용의 다각화와 맞춤화 실현

부처별, 지자체별 맞춤형 인재 발굴
지역균형선발에서 글로벌포용선발로 확대

어떤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주문형 인재 선발
융․복합형 테크노크라트의 확대
기술 발전에 대응한 기술직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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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사 혁신 과제
첨단기술의 활용과 기계와의 협업
역량 강화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인재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인재를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

실행 과제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통한 체험식 교육․훈련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자동화 및 무인기술
교육․훈련 강화

인간 본연의 사색 능력 및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교육 강화

신설 ‘국가인재한림원’을 통한 첨단기술 및
공직가치 교육

개인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한
인재 활용

인간중심형․다품종 소량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핵심 인력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과 경로 지원

국제적 실천가로서의 공무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력 계획
일반 행정가도, 스페셜리스트도 아닌
제너페셜리스트
핵심인재 패스트트래커 제도 도입

협업과 가치 창출에 기반 한
성과평가제도 확립

코피티션 평가

유연한 보수 합리화와 퇴직제도
구축

일괄적 정년 기준 조정과 임금피크제의 모듈화

유비쿼터스 성과 평가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창의 촉진형 리더십의 보급

어떻게 인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할 것인가

긍지와 보람으로 충만한
창의적․자율적인 공직 문화

감성적 교감을 위한 유니버설 동아리
자유공무원제로 전환

맞춤형 공무원 복지체계의 확충

건강지킴이 복지 카페테리아
웰 다운 복지

출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인사혁신처(2017), p. 317.

인사 혁신 지수는 혁신 단계별로 구성원이 공유하는 혁신 가치가 반영되고 혁신 가치
별로 진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가 높다. 교원 인사제도
역시 교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를 토대로 사람과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박성민,
2017a: 5). 이하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을 간략히 제

시하고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 탐색에 주는 시사에 관해 기술한다.
정부(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는 인사 혁신 모형에서는 다음면의 [그림 Ⅱ-7]에서와 같
이, 인사 혁신 개념과 혁신 방향, 그리고 혁신 단계 등이 제시된다(박성민, 2017a: 4).
인사 혁신의 개념에 관하여는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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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사람과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성민, 2017a: 5). 인사 혁신의 방향으로는 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공공
인적 자원 관리 체계 구축, ② 국민 신뢰 향상 및 국민 행복 실현, ③ 정부 혁신에서의
전략적 역할 강화로 제시된다(박성민, 2017a: 18-19).

[그림 Ⅱ-7] 국가공무원의 인사 혁신 모형 및 혁신 체계
출처: 박성민(2017a), p. 24.

그리고 인사 혁신 단계는 제도 혁신 단계(단기), 사람 혁신 단계(중기), 문화 혁신 단계
(장기)의 세 단계로 제시된다(박성민, 2017a: 25). 인사 혁신 단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

음 면의 <표 Ⅱ-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 내에 우선 추진하는 것이 인사제도 혁신이
고 사람과 문화는 중장기에 걸쳐 추진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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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사 혁신 단계별 로 구성원이 공유하고 함께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와 진단 기
준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시사를 주는 인사제도의 혁신 단계에 적용되는 진단 가치
를 살펴보았다. 이들 가치로는 ① 전략성, ② 체계성, ③ 다양성, ④ 개방성, ⑤ 합리성,
⑥ 유연성, ⑦ 내적 다양성, ⑧ 전문성, ⑨ 경쟁성, ⑩ 공정성, ⑪ 투명성, ⑫ 적극성, ⑬
효과성, ⑭ 적실성 의 14가지로 제시된다(박성민 외 3인, 2015: 93).

<표 Ⅱ-8>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의 단계와 주요 내용
단 계

내 용

제도 혁신
(단기 과제)

국가 인재 확보, 공공인재 개발, 우수인재 활용, 핵심인재평가, 퇴직인재 관리 등
공공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사람 혁신
(중기 과제)

공무원 개인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

문화 혁신
(장기 과제)

공공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출처: 박성민(2017a), p.25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다음 면의 <표 Ⅱ-9>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인사제도 혁신에 적용되는 핵심 가치
와 인사 혁신 가치로서의 개념(지향성)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기 내에 구축해야
할 혁신 기반에는 전략성과 체계성이 핵심 가치로 반영되고, 혁신 과정의 인사 운영 영역
에서는 다양성과 개방성, 합리성과 유연성, 전문성, 경쟁성, 공정성, 투명성, 적극성이 반
영되고 혁신 결과에는 효과성과 적실성이 반영된다(박성민 외 3인, 2015: 93). 이들 핵심
가치들은 인적자원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다. 우리의 교원
인사제도에서는 전략성과 체계성, 전문성의 핵심 가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
다. 이는 인사행정의 패러다임이 전략적인 인사행정으로 변화됨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전략성과 체계성이 갖는 의미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다시 말해, 전략성이란 “공무원이 국정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해 국정 운영의 목표를 공공 인적자원관리 체계에 내재화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인적자원 관리 기능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다”(박성민, 2017a: 49)라
는 점에서 그리고, 인사제도 영역 간 연계를 전략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서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가치이다. 또한 체계성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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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 직무와 사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거시적 차원에서 국정 운영을 안정
적으로 지원하는 선진화된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박성민, 2017a:
60)으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시도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무 분석 및 직무

평가의 시행,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인력 관리 계획 수립 등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이다.
<표 Ⅱ-9>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단계의 핵심 가치와 지향성
인사 혁신 지수

구 분

핵심 가치
혁신
기반

부처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환류 체계 구축

체계성

인사 관리․인사 혁신 전담 조직 설립 등 체계적 인사 관리․인사
혁신 활동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공무원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입직 기회 확대 정도

개방성

민간 조직 및 비영리 조직, 국제기구와의 쌍방향 인사 교류 확대
정도

합리성

교육훈련의 양적․질적 우수성 및 전이성 확보 노력 정도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순환보직 및 경력경로제도 운영 정도

유연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OJT, 액션러닝,
시뮬레이션 기법 사용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식, 기술, 이론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한 분야에 있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민영화 정도

내적
다양성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활동, 일과 삶 균형의 지원 및 실시
정도

전문성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한 노력

평가
보상

경쟁성

직무와 성과 중심 평가 보상 체계 확립

공정성

평가 및 승진에 있어 연공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 탈피

퇴직
관리

투명성

분야, 직종, 기관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취업심사기준의 마련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적극성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

교육
훈련
혁신
과정
유지
활용

혁신
결과

전략성

다양성

모집
선발

혁신단계
(초기):
인사제도
혁신

효과성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확보

적실성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적 수용성 확보

출처: 박성민 외 3인(2015), p. 111.

56

혁신 개념(지향성)

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교직의 경우,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조직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의 보유 인력
수준과 미래의 기대 인력 수준 간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이 분석
을 통해 조직에 요구되는 인력과 역량을 사전 진단하고 채용에서부터 교육훈련, 퇴직에
이르기까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직무 내용과 환경 등의
변화로 직무 역량 개발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업무가
추가되면서 복잡․다양해지는 업무로 인하여 업무 분장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고, 교사
직의 업무와 행정직의 업무, 행정 지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길 바라고 있으나 국가
수준에서의 직무 실태 분석 기반이 미약하고, 직무 분류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직무
기술서(job-description)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 혁신 가치인 체계성의
의미에서 보면, 직무 실태 분석과 직무 분류 체계, 직무 기술서 등은 핵심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사제도는 이러한 기반이 미약하므로 향후 인사제도 혁신에서 전략성
과 체계성의 가치 반영은 매우 중요하다.

3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가.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및 기능
인사 행정은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본 원칙(원리)을 반영하여 운
영되며, 실제 운영에서는 직무와 개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토대로 충원
과 능력 개발, 동기 관리, 평가, 보상 등의 영역에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이루어진다. 다
음 면의 [그림 Ⅱ-8]은 일반적인 인사행정의 영역과 기능을 산출과 투입, 피이드백으로
이어지는 체제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집단 중 특정직공무원4)으로 분류된다. 특정직공무원
은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인사혁신처, 2019: 5). 교육공무원법 인사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
육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법령에서 제시하는 교원 인사 관련 영역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았다.
4) 특정직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
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헌법 연구관으로 분류된다(인사혁신처,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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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인사행정의 기능 및 운영 체제
출처: 임도빈․유민봉(2019), p. 51.

다음 면의 <표 Ⅱ-10>은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교원 인사 관련 영역을 정리하여 제시
한 것이고, 이어지는 <표 Ⅱ-11>은 교육공무원법의 인사 관리를 위한 시행령의 내용에
제시된 인사 영역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인사 영역으로는 임용, 자
격, 채용, 승진, 전직, 배치,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소청으로 제시된다. 임용에 관하
여는 신규 임용, 승진 임용, 전직 임용, 전보 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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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교원 인사 영역
인사 영역

임용

주요 내용

교육공무원법

정의(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제1장 제2조

장학관 등의 임용(임용권자, 임기)

제3장 제29조

교장 등의 임용(임용권자, 임기)

제3장 제29조 2

공모에 따른 교장·원장 임용

제3장 제29조 3

수석교사의 임용 등(임용권자, 임기)

제3장 제29조 4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
초빙교원 임용, 기간제 교원 임용,
임용권의 위임

제3장 제31조,
제32조, 제33조

유아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의
자격,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채용

공개전형

제3장 제11조

승진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증명 능력

제3장 제13조

승진후보자 명부

제3장 제14조

전직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배치

제3장 제6조, 제6조의 2,
제7조, 제9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장 제20조, 제21조
제9장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3장 제22조

전직 등의 제한

제3장 제21조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3장 제30조

자격

전문대학과 중등학교간 전직 및 전보,
전직등의 제한

관련규정

제3장 제22조의 2
제3장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보수

보수 결정의 원칙, 보수에 관한 규정, 명예퇴직

연수

연수의 기회균등, 연수와 교재비, 연수기관의 설치,
특별연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제6장

신분보장
징계소청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당연퇴직, 휴직, 휴직기간
등,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정년, 교원의
불체포특권, 고충처리, 징계위원회의 설치,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7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pp. 5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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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16. 12. 8. 시행)
인사 영역

주요 내용

법 조항

신규임용

신규임용교사의 배치, 원로교사의 배치

제2장

승진임용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권자,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 근무성
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요소별 점수 조정,
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연구실적 입상 확인 및 기록, 가산점, 교감·
원감 및 교장·원장 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순위명부작성

제3장

전직임용

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교원·교육전문직원간의 전직 등, 전직
등의 제한

제4장

전보임용

전보계획, 전보구역 등,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전직전보의 제한, 전보의
특혜

제5장

휴직의 결정, 유직기간 연장, 휴직자 동태 파악

제6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 조직, 회의 소집, 의시 및 의결정족수, 심의 사항 등, 회의결과의
공개, 운영 세칙

제7장

단위학교별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제8장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시간, 유형 등, 시간
선택제 전환교사 배치 등,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 기간 계산, 시간
선택제 교사의 지정해제 등, 시간선택제 교사의 인사관리

제9장

휴직 및 복직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pp. 656-666.

나. 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원칙
교원 인사제도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원활하게 수행하고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
는 일체의 활동이다. 지원하고 관리하는 활동에는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와 능력 개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등의 일련의 활동이 포함된다(이하 인사제도는 인사
행정과 인적자원 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조화롭게
하여 원만한 업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인사제도의 운영
에는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비롯한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서정화 외 5인,
20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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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정 수요와 공급 및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고
구성원들이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전문성 확립의 원칙이다. 담당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원의 전문
적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일이 중요한데,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평가, 교
육․훈련, 승진․전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실적주의와 연공서열 주의의 적정 배합의 원칙이다. 구성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업적 등을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근무연수․, 연령, 경력 등의 기준을 중시하는 연공서열
주의를 적절하게 절충하고 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정성 유지의 원칙이다. 임용에서 종교,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인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고,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우수 인력도 확
보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구성원의 직무 의욕 제고 원칙이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높은 직무 만족을
느끼면서 혼신의 정열을 쏟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개인의 욕구 충족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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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직환경 변화 요소는 다양하다. 외부 환경 요소로는
지능 정보 기술, 저출산․고령화, 지역․계층․세대 갈등, 양극화 등이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 혁신 실천 과제, 인사 혁신 수준 평가 등도 교원 인사제도 측면에서 대응
해야 할 요소이다. 내부 요소로는 국정 과제, 교육 패러다임 변화 및 학교 혁신 동향,
분권화 및 지방 자치 등의 정책 변화도 인사제도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적인 요소들은 교원직의 역할과 인력 구성, 직무 수행 및 역량, 수업
조직 및 학급 편제 운영, 역량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
설계, 수급 계획 및 정원 관리,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지속 신장, 직무 분장, 협력적 생활문
화, 경력 다양화 및 관리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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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게 된다. 현재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원 인사제도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제
기되는 내용으로는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요구가
부각되며, 이밖에 교육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및 수업 여건 개선 요구, 학교교육 수요
변화와 연계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정원 배정 관리 요구, 전문성 신장 중심의 주기적
연수 및 역량 진단,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과 연계한 교직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혁신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Ⅱ-9]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직의 변화
요구와 교원 인사 대응 요구와의 연계를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원 인사제도에서의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부터 출발한다. 최근의 공공기관 공무원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사 혁신 동향과 모형
을 참조하면서 연구 추진 전반기에는 인사 혁신의 동향과 교원 인사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였다. 교원 인사
제도에서의 대응 요구와 연계된 영역은 수급과 정원배정, 자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등 다양하지만,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은 무엇보다 교사의 직무(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교사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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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 제도 대응 변화 요구

5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이 절에서는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원 인사 대응 요구를 교원직의 변화 요구와 선행
연구의 동향을 중심으로 인사제도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하고 대응이 시급한 영역에 관하
여 제시하였다. 또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 혁신과 무관할 수 없
어 2016년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하는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을 중심으로 인사
혁신의 영역과 핵심 가치, 지향성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 탐
색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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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대응이 시급한 인사 영역이 무엇인지 탐
색할 필요가 있다. 인사제도 관련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교장공모제와 승진제도 관련 연
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최근 7년 이내의 연구들은 ‘자격과 연수 영역’과 ‘전보 영역’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자격 및 연수 영역에서 생애 단계별 역량
개발 요구와 교사직의 역량 모델 개발 연구, 전문성 신장 지원 체계 구축 관련 연구들이
최근에 집중되는 동향에 주목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과 연수 영역에서의 혁신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높다. 또한 전보 영역에서도 교원의 경력 개발 및 전문성 신장과
연계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바, 승진 지향적 접근이 아니라 전문 발달 지향적으로 혁신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쟁 지향적 점수 따기
인사 운영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신장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접근으로
혁신을 추진하였음이 확인된다.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혁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
엇이었는지, 국가 수준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혁신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단계
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지 교직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높다. 교원
인사제도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중요 요소로 부각되는 핵심 가치는 무
엇으로 정할 것인가를 탐색해야 한다. 핵심 가치를 인사제도 영역과 연계하여 혁신 지향
성으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혁신 가치와 지향성, 혁신 목표, 전략 등이 함께 연계
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인사행정 패러다임 변화에서 앞으로의 인사제도는 전략적으
로 혁신해야 함이 확인되었는데 교원 인사제도의 경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사제도 혁신 방향을 탐색함에 있어 다양한 질문에 근거한 혁신 접근 관점과
혁신 지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질문에는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학생, 교사, 시․도
교육청, 국가), 혁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제도 문제, 불편한 업무, 교원 피로,
교원 격차 등), 혁신 요구(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 기존 방
안의 응용, 추세 등), 혁신은 지금까지 충족되지 않았던 필요를 실현하는가? 혁신이 새로
운 가능성을 여는가? 혁신을 하는 데 위험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위험을 감소하는가?
등의 관점에서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사제도 혁신 영역과 혁신 방안은 연결성이 있어야 하므로 구조와 논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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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방안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가질 것이므로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인
사 영역을 탐색하고 인사제도에서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인사 문제를
중심으로 인사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혁신 방안 탐색에서는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우선 탐색해야 한다(박영숙, 2019:
38). 이러한 관점으로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요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없애거나 기존 업무를 단순화
시키거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부각되었고, 무엇보다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혁신을 위한 비전을 갖고 혁신을 단절 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원용 옮김, 2008:
32). 또한 인사 영역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성 신장

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전문성 신장을 촉진시키는 관련 영역간의 연계
강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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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이 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과 성과를 분석하고,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교원에 관한 정책은 문민정부의 1995년
5·31 교육개혁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이하에

서는 문민정부로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원 정책 특히, 교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의 지향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정책의 지향성과 성과들이 인사제도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한다.

1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5)

가. 문민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문민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은 총 4차에 걸쳐 제시되었다. 1차로 1995년 5·31 교육개혁
안 발표 후, 2차는 1996년 2월에 나왔고, 3차는 1996년 8월에 발표되었다. 마지막으로
1997년 6월 제4차 교육개혁안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추진되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

중에서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와 영역, 그리고 추진 과제를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박
영숙 외 4인, 2015: 165).

5) 교원정책이라는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교원정책의 대부분은 교원 인사에 관한 정책이다. 이절의
역대 정부별 지향성 관련 내용은 박영숙 외 4인(2015), pp. 165-173의 ‘역대 정부의 교원정책 지향성
및 정책 과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고, 박영숙 외 4인(2015)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교원정책’
을 ‘교원 인사정책’으로 갈음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표 부분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하여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부터는 교원정책이 공약 수준에서 제시되
는 정도에 그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한 분석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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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문민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
구 분

제1차 교육개혁안
(1995. 5. 31.)

목 표

품위있고
유능한
교원육성

영 역

∙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
∙ 능력중심 승진
∙ 보수체제로의 개선
∙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 조성

추진과제
∙ 교사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개편
∙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 교원연수 강화
∙ 교원의 연수기관 선택권 부여
∙ 능력중심의 승진체계 마련
∙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 교무실 사무자동화
∙ 자율 출퇴근제
∙ 교장 명예퇴직제의 실시

제2차 교육개혁안

초·중등학교

(1996. 2.9.)

교육과정 개혁

-

∙ 교사제도의 탄력적 운영

∙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 도입
∙ 중등교원의 수급정책 전환
∙ 교육대학 양성체제의 개혁
∙ 대학원수준에서의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 교원 자질 함양을

제3차 교육개혁안
(1996.8.20.)

교직사회
활성화

위한 양성제도의 개혁
∙ 교원임용시험의
타당도와 변별력 제고
∙ 교직의 개방화, 다양화
∙ 현장교원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교원복지체계의 혁신

모색
∙ 임용시험제도의 개선
∙ 계약직 교원의 다양화
∙ 교육청 전속교사의 확대, 다양화
∙ 교원자격증제도의 개선
∙ 교육전문직 자격 및 임용방법 개선
∙ 교원의 현장연구비 및 연구지원제도 도입
∙ 우수교원을 위한 특별 연수과정 개선
∙ 교원양성기관과 초·중등학교와의
교원 상호 교류제도 도입
∙ 교감직의 확대와 전문성 제고
∙ 교원복지 관련 기관 기능 확충
∙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원복지 활성화
∙ 학교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지원체제구축

초·중등학교의
제4차 교육개혁안
혁신과 고등교육 (1997. 6. 2.)
체제의 개선
출처: 박영숙 외 4인(2015),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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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표 Ⅲ-1>의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원 복지, 교원 연수, 보수, 양성 기관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다양
한 영역의 교원정책을 고루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품위 있는 유능한 교원 육성, 교직사
회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교원 양성과 연수제도 개혁, 능력 중심 승진제도
확립, 교원 연수 강화, 특별 연구교사제 도입,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임용시험제도 개선 등의 비교적 교원 전문성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보
이는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였다(박영숙 외 4인, 2015: 165).

[그림 Ⅲ-1] 문민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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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의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국민의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은 교원 정년 단축 및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 성과급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들이 강도 높게 추진되었는데(박영숙 외 4인, 2015: 165), 이는 문민
정부의 말기에 터진 국가 부도 사태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은 <표 Ⅲ-2>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Ⅲ-2>의 추진 과제
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그림 Ⅲ-2]와 같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원 복
지와 관련한 업무 부담 완화, 교원 존중, 처우 개선 등이 강조되었고, 학교 현장 중심,
교원 양성 내실화 등의 정책이 주요 키워드로 드러났다. 즉, 교원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교원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 국민의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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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국민의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
구 분
교육비전
2002:
새학교
문화창조
(1998)

교육발전
5개년 계획
(1999)

목 표

∙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신장

∙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추진 과제
∙
∙
∙
∙
∙
∙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및 탄력적 운영
교원연수 기회의 확대 및 연수방법의 개선
교원의 연수활동 강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교과연구공모제의 지속적인 실시
학년교과 담임의 전문화
수업우수교사 유인체제 강화

∙
∙
∙
∙
∙
∙

학교현장 중심의 우수교원양성체제 확립
신축적이고 개방적인 임용제도 구축
교직이력 및 직무관리의 효율화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및 보수제도 정착
생애에 걸친 교원연수체제 구축
교원의 권익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건 개선 등 6개
영역의 23개 추진과제

∙ 범사회적인 교원 존중
풍토 조성
∙ 처우 및 근무여건
교직발전
개선 등을 통한
종합방안
교원의 사기진작
(2001.7.26.)
∙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

∙ 교원의 사기진작: 교원존중 풍토 조성, 처우개선, 정책과정
참여 확대, 업무 부담 완화, 복지후생 증진, 교육공동체 형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우수교원 양성, 교원연수강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사회체험 기회 확대 등 10개 영역의 52개
추진 과제

교육여건
개선추진
계획
(2001.7.20.)

∙ 신․증설되는 학교의 담임 및 최소한의 교과목 담당교원 증원
∙ 계약제 교사, 순회교사의 활용 등 전문직종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초·중등교원
정원증원(2004년까지
23,600명 증원)

∙ 공교육 내실화
∙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교육
교원이 보람과 긍지를
내실화 대책
가지고 교육활동에
(2002.3)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전문성을 신장

∙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 고취: 교권존중 풍토 조성,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교원의 참여 기회 확대, 교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 확대 및 시범학교
운영,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지속 추진, 교직 특성이
반영된 교원성과상여금제 개선 및 교원복지카드의 교원
우대 부가 서비스 확대, 교육현장의 우수 교원 교육 활동
사례 발굴·연중 홍보
∙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양성
내실화,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 교원연수의 발전적 운영,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인정받는 승진평점제도 개선,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사배치 방법 개선 등 11개 영역의
30개 추진과제

출처: 박영숙 외 4인(2015),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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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참여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중점 정책으로 설정하
였다. 아울러 능력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교원 자격·양성제도 개선
추진에 주력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표
Ⅲ-3> 참조)(박영숙 외 4인, 2015: 167).
<표 Ⅲ-3> 참여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구 분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교원정책 주요 내용
∙ 수석교사제와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협의
∙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양성‧임용과정 개편: 교대‧사대 교원양성교육과정 대폭 개편
- 교원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검토
- 교원연수와 재교육기회 확대 및 행‧재정지원범위 확대
∙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 「우수교원확보법」제정 적극 검토
- 교원우대정책 지속 추진
- 일반공무원과 구별하여 교원증원 및 보수기준 등 우대
- 담임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추진
- 교육행정전산화와 교육행정전담인력 배치로 수업외 업무부담 감축
∙ 교원정년은 당분간 유지: 고령화사회의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문 연장 필요
∙ 학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
- 외부초빙제‧보직제를 포함한 임용제도 다양화
- 점수제에 의한 승진제도를 능력중심의 승진제도로 개편
∙ 교원의 능력위주 승진이 이뤄지도록 승진제도 개편
∙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 능력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
보고사항
- 교원자격‧양성제도 개선 추진
∙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추진
출처: 윤정일(2003), pp.9∼10를 인용한 박영숙 외 4인(2015), p. 168.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교원 인사정책은 [그림 Ⅲ-3]과 같이 교육
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2003)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의 두 번째 항목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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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2003년 참여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3)

<표 Ⅲ-3>의 교원정책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정부에서는 교원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원 자격,
승진제도, 보수 등이 주요 키워드로 논의되고 있다.

라. 이명박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이명박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였는데, 자율과 경제, 그
리고 다양화를 정책 기조로 하여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평가를 입법
화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와 자격 등과 연계하였다(박영숙 외 4인, 2015: 168). 특히, 교
원 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원 능력개발평가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를 시행

7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하는 데 주력하였고, 교원학습연구년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
하여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표 Ⅲ-4> 참조)(박영숙 외 4인, 2015:
168).

[그림 Ⅲ-4] 참여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표 Ⅲ-4> 이명박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구 분

주요 교원 인사정책
인재대국의 국정지표와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 실용주의를 정책기조로 하여,
학교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과제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
추진과제
(2008년)

∙ 교원 전문성 제고
- 학교 단위 교원 채용
- 교원능력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 : 교원능력 개발평가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위한 조기법제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 시행, 교사
사기진작 위한 학습연구년제 추진
- 교장임용방식 다양화: 교장공모제 확대

출처: 김정원 외 3인(2011). pp. 6∼8을 인용한 박영숙 외 4인(2015),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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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아래의 [그림 Ⅲ-5]를 보아도 잘 드러나 있다.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라는 큰 틀 아래에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Ⅲ-5]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표 Ⅲ-4>의 주요 교원정책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그림 Ⅲ-6]과 같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대표되는 교원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교원정책
을 추진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교원 학습연구년제 실시 외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교원정책에는 수석교사제의 전면 도입, 교원성과상여금의 학교 단위 평
가 시스템 마련,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 및 학교 단위 교원 채용 확대, 맞춤형 교원연수
체제 구축, 교원 양성기관 평가 및 초·중등교원 양성제도 개선, 교육 연수기관 평가 실시,
교육전문직 선발체제 혁신, 교원 임용시험제도 개선,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
가 지침의 합리적 개정, 교원 업무 경감, 교원의 해외 교류 확대 등이 포함된다(박영숙
외 4인, 201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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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이명박 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마. 박근혜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
박근혜 정부는 국정 목표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으로 ①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② 전문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③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의 3개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교원정책은 꿈과 끼를 키
우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표
Ⅲ-5> 참조)(박영숙 외 4인, 201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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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에 제시된 교원정책
구

분

주요 교원정책
∙ 정책 개요
-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에
제시된
교원정책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질제고
∙ 주요 추진 계획
- 교원의 행정 업무 경감: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교원평가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하고,
수업 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
-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출처: 박영숙 외 4인(2015), pp. 169∼170.

한편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사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사의 자긍심을 높이
는 방향의 인사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다음 면의 [그림 Ⅲ-7]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교육
부, 2016). 박근혜정부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정책의 지향성은 교원의 행정 업무 및 수
업 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69).
<표 Ⅲ-5>의 주요 교원정책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81쪽의 [그림 Ⅲ-8]

과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른 정부에 비해 주력한 지향성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공약에 신규교사 채용 확대와 교원 수업 시수 경감에
관한 내용이 있다.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학급
증설 및 신설을 통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박영숙 외, 2015: 169).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 준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고자 한 정책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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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출처: 교육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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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박근혜 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바. 문재인 정부의 교원 인사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교원 인사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100대 국정과제,
교육부 업무 보고 등을 살펴보면 교원 관련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정책의 세부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업무보고에 제시된 교원 인사정책
구 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주요 교원정책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정책 개요
-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ㆍ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주요 추진 계획
-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ㆍ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
(’18년)

2018 교육부
업무보고

∙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교원 역량 강화’라는 과제 하에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이 제시

2019 교육부
업무보고

∙ ‘비위당사자 엄정 대응 및 교육비리 근절’,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SW 교육’ 등에 부분적으로 ‘교원’에 해당되는 내용 제시

출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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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며, 교사학습공동체, 교․사대 교육
과정 개편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면의 [그림 Ⅲ-9]를 보아도 잘 나타
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원 인사 정책은 초․중등 교육이라는 틀 안의 일부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Ⅲ-6>의 주요 교원정책을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면 [그림 Ⅲ-10]과 같

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원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 성과제도를 개선하고, 미래교육 대비 교육을 대비
하기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강화 및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2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성과6)

지난 역대 정부의 교원 인사정책에 관한 성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70). 따라서 이를 분석
한 선행연구(전제상, 2013)를 통하여 최근 10년간의 교원정책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박
영숙 외 4인, 2015: 170-171).
전제상(2013)은 ‘교원 인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난 10년 동안(2001∼2010년) 교
육행정학연구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교원인사행정 논문 103편을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교원 인사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였다(전제상, 2013:
334를 인용한 박영숙 외 4인, 2015: 171). 전제상(2013)은 그의 연구에서 최근 10년간

교원 인사 행정 관련 연구 내용 및 주제별 연구 성과의 분석들은 교원의 양성과 채용,
승진과 임용, 자격과 평가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되었다고 보았다(전제상, 2013: 334). 이
는 정부가 교원 인사정책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 정책, 교장 승진 및 임용체제 개선, 수석교사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교원성과
급제 개선, 교직단체 복수화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특징이었다(전제상(2013)을
인용한 박영숙 외 4인, 2015: 171).
6) 이절의 주요 내용은 박영숙 외 4인(2015), pp. 171-173의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성과’
부분을 요약･수정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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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출처: 교육부(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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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문재인정부 교원 인사정책의 워드 클라우드

또한 그는 교원 인사 행정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교원 양성 및 채용, 자격, 승진 및
임용, 전직 및 전보, 연수, 평가, 교원단체, 보수, 근무 조건, 복지 후생의 영역으로 구분
하여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제상, 2013: 345~348을 인용한 박영
숙 외 4인, 2015: 171).*
첫째, 양성 및 채용 측면에서는 교원 정년 단축 이후의 초등 교원 수급 정책 혼란과
학생 수 감소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 초반부터 교원 수급 정책의 안정
화를 기하기 위해 교원 양성 관련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되었다(전제상, 2013:
346). 이와 관련한 연구내용들은 다음에 대해 주안점을 두었는데, 주로 교원 수급 정책과

임용고시, 교육 실습, 교원 양성 과정,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의 국가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전제상, 2013: 346).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
들은 양적 중심의 교원 양성 정책을 질 중심의 교원 양성 정책으로 전개하기 위한 종합적
* 이하 영역별 세부 내용은 전제상(2013), pp. 345~348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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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질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교원양성기관 과다로 인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함이었다(전제상, 2013: 346; 박영숙 외 4인, 2015: 171).
둘째, 교원 승진 및 임용 측면에서는 교직사회 관리직 진출의 승진 중심 문화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교직사회의 과도한 승진 경쟁 구도에 관
한 역사적 관점과 준비 과정, 제도적 관점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전제상, 2013: 346).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교장공모제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교장공모제의 쟁점과 효과, 인식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전제상, 2013: 346). 그 밖에 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제도적, 법규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교육전문직의 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함
께 추진되었다(전제상, 2013: 346; 박영숙 외 4인, 2015: 171).
셋째, 교원 자격 측면의 연구는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주제인데, 교원의 양성,
임용, 승진, 연수, 보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전제상, 2013: 346). 교원
자격은 관리직 중심의 일원적 자격 체제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는 이원적 자격체
계로의 개편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교원의 인성과 자질, 교직윤리와 가치관,
역할 등의 내용도 다양한 관점에 연구되었다(전제상, 2013: 347). 2012년부터 교원 자격
체계가 관리직 위주의 일원화체제에서 교수직이 추가되는 이원적 자격 체계로 개편되면
서 수석교사제의 운용과 관련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전제상, 2013: 347; 박
영숙 외 4인, 2015: 171-172).
넷째, 교원 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교직사회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문제
와 관련한 교육적 논의와 쟁점으로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와의 갈등이 대립되면서 교
원 평가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전제상, 2013: 347). 이와 관련하여 교원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교원성과급에 관한 연구로 제도와 기준 개발,
정책과 인식, 외국의 교원 평가 사례 분석 등을 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밖에 교장 평가
와 부적격교사 평가, 평가 정책 결정 과정과 법규적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또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가 2010년 전면 도입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원평가
제의 합리적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72).

다섯째, 근무 조건 및 복지 후생 측면에서는 교원의 사기 진작 및 동기 유발과 관련된
교원의 신분, 직무 부담, 연금, 조직 만족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교원
신분과 관련된 법규적 연구는 교원 정년 단축, 촌지 수수, 교원 차별 등이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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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었으며, 교사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
도 교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 후생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전제상, 2013: 347; 박영숙 외 4인, 2015: 172).
여섯째, 교원 연수 측면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과 교장 및 교사의 지도성 개발, 생애
발달 등에 집중되면서 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전제상,
2013: 347). 2005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범 운영으로 인해 교원 연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논문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연구
주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전제상, 2013: 347; 박영숙 외 4인, 2015: 172).
그밖에 보수 측면에서는 교원보수체계 및 교원성과급 개선, 그리고 보수 집행의 정책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교원단체 측면에서는 교원의 사회․경제
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원 단체 활동, 단체 협약 내용, 교원노조법의 쟁점 및
인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관한 논문의 양 또한 적었다(전제상, 2013:
348; 박영숙 외 4인, 2015: 172).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교원 인사정책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면의 <표 Ⅲ-7>과 같
다. 첫째, 수급, 정원, 양성, 자격, 연수, 학습 문화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수급 불균형 해
소를 위해 양성 기관의 정원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고, 교수 활동 중심으로 자격체계
를 개선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였으며, 학습연구년제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지원
하였다. 둘째, 임용, 배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상, 보수와 관련한 영역에서는 신규
교사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교장 공모제 도입을 통한 교장 승진 및 임용 체계를 개선하였
으며, 능력개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성과급제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된다. 수업
시수, 근무여건, 후생, 복지, 신분(위상), 처우, 사기, 복무, 교권, 교원단체와 관련한 영역
에서는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지향하는 등의 성과가 확인된다(박
영숙 외 4인, 201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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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교원 인사정책 영역에 따른 성과
교원 인사정책 영역

교원 인사정책의 주요 성과 및 대표 과제

수급, 정원, 양성, 자격,
연수, 학습문화

▸수급 불균형 해소 지원(학교실무사, 시간강사 지원 등),
▸양성기관 평가 및 정원 조정
▸교수활동중심의 교원자격체계개편(수석교사제 도입 등)
▸연수기관평가, 자율연수확대
▸복수담임제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사멘토 지원
▸학습연구년제 정착, 학습조직화 지원
▸생애발달단계 관련 연구 수행 등

임용, 배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상, 보수

▸신규교사 선발 방식 개선
▸복수담임제
▸교장공모제 도입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편

수업시수, 근무여건
후생, 복지, 신분(위상)
처우, 사기, 복무, 교권,
교원단체

▸신분, 직무부담, 연금, 조직 만족 등에 연구 추진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업무경감 지원
▸교원단체 복수화 등

▸수석교사선발에 역량평가 도입
▸교장 승진 및 임용체계 개선
▸능력개발평가제도 도입
▸교원 성과급제 개선 등

출처: 박영숙 외(2015). p.173을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

3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분석 결과가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민정부에서는 교원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였는데, 역대 정부를 거쳐
오면서 점점 범위와 내용이 간소화,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몇
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 교원 인사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원 정책
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부터 지금
에 이르기까지 교원정책은 대선 공약, 국정 과제,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제시
되었을 뿐, 종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는 경향
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교원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보다 당시 우선순위가 높
은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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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서 ‘교원 복지(여건 조성)’ 및 ‘교원 전문성(역
량 강화)’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중심
으로 단일화, 집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업무 부담 완화’와 같은 교육 여건을 정책의 중심에 놓았다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원 전문성’을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박
근혜 정부에서는 교원의 수업 집중을 위한 여건에 집중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다
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역대 정부가 주력했던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교원 인사제도의 핵심 두 축은
교원의 전문성과 업무 경감(수업 시수 경감, 행정 전담 인력 확보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원 전문성 신장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포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인
사 정책의 핵심 지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Ⅲ-7>에서 정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 수급에 있어서 역대 정부에서는 시간강사 지원 등을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지원하고자 했으나, 교원 정원 증감의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근본
적이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차원에서의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연수와 관련해서 자율연수가 확대되고, 학습연구년제가 정착되었으
며, 교사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학습 조직화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교원 직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하였다. 물론 관련 연구는 계속해
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애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원의 직무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수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원의 평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직무 역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평가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
였으나, 시행 방법, 내용, 평가 주체 등의 한계로 인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
를 내리기도 한다. 향후에는 교원 스스로 본인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고, 교원의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연수, 장학, 학습 모임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치들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자격 및 승진 영역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역대 정부에서는 1급 정교사
88

Ⅲ.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취득 이후 퇴직까지 자격이 갱신되지 않아도 됨으로 인해 국가 수준에서 교원들의 전문
성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석교사제는 수석교사
의 수가 제한적이고, 직무 및 역할 불분명, 역량 발휘 여건 등의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그 성과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생애 발달에 따라 주기
적으로 연수를 하고 자격을 갱신하게 하는 등의 교원 인사 정책을 시도할 때이다. 교원의
자격과 연계하여 교원의 승진 경력 구조를 교사 트랙과 행정가 트랙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선택의 폭을 넓혀 승진에만 매진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원의 전보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정책이 없다. 형평성에 기반 하여 제도
가 운영되다보니 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
의 전문성 신장과 연계하여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교원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이는 학교의 여건과 교사의 발달 단계 및 학생의 필요를
온전히 고려하기 어려웠다. 교원의 경력단계, 전문성 함양 필요 등에 따라서 교원 전보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을 시도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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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이 장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인사 영역별로 진단하고 인사제도의 취약점과 혁
신이 시급한 영역을 진단하여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① 분석 영역 및 내용, ② 교원 인사
제도의 현황 및 문제, ③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혁신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분석 영역 및 내용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은 교직에 입직하여 퇴직하기까지 다양한 업무가 연계되어 그 범
위가 매우 넓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기에 앞서 인사제도의 분
석 영역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연구 계획 초기에는 인사 행정에
속하는 모든 인사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지 않나 고민하였으나 연구 주제가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대응 요구가 시급한 영역을
우선 반영하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연계가 가능한 인사 영역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
하였다.
다음의 [그림 Ⅳ-1]은 교직환경 변화에의 대응 요구와 연계한 10개의 인사제도 영역이
다. 이들 10개 영역에는 ① 수급, ② 정원, ③ 자격, ④ 연수, ⑤ 평가, ⑥, 승진, ⑦ 전보,
⑧ 전직, ⑨ 직무 설계, ⑩ 혁신 기반이 포함된다. 혁신 기반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과 연계하여 반영한 것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혁신 기반의 영역을 포함하였다.
그동안 교원 인사제도 관련 연구는 교원의 승진과 평가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된
경향이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수행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평
가와 승진 관련 연구들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승진 영역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중심으로 분석 활동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수급과 정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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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재설계, 전문성 신장에 관련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제2
장 1절 참조). 이들 연구들은 현장에서 문제 심각도가 높은 현안을 해결하고, 교원의 직
무 역량 제고와 근무 여건 개선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영역에서의 혁신
요구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 지원할 것인
지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직환경 변화 대응 요구

인사 영역

주요 인사 기능

1. 학교교육 수요변화와 연계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안정 확보

➡

수급/정원

학교교육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다양한 인력 확보

2. 교직 생애 주기 반영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체계적 자격 관리

➡

자격/연수

퇴직까지 모든 교원의 전문자격 발달
촉진·관리

3. 빅데이터 활용한 교원 역량
진단 및 피드백 연수 지원

➡

평가/승진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직무
만족 제고

4. 교육활동 및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류 및 인사 활용

➡

전보/전직

역량기반 성과 보상 및 적재 적소
배치

5.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

직무 설계

직무 변화 요구 반영한 직무
재설계 및 합리적 업무 분장

6.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영역간 연계 및 혁신기반 구축

➡

혁신 기반

전략적 인사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인사혁신 활동 기반 구축

[그림 Ⅳ-1] 교직환경 변화 대응 요구와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 분석 영역

다음의 <표 Ⅳ-1>은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와 혁신 요구에 관한 분석 영역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영역은 ①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 ② 인사제도 SWOT 및 취약점,
③ 인사제도 문제 원인, ④ 인사제도 혁신이 시급한 영역 및 혁신 요구, ⑤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 영역에서는 인
사 영역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속한 하위 영역별로 ① 현황과 ② 문제 및
혁신 요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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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분석 영역 및 내용
분석 영역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

인사제도 SWOT 및 취약점

인사 영역을 5개 대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문제 진단.
① 교원 수급 및 정원 배정
② 교원 자격 및 연수(신규교사 연수, 현직교사 연수)
③ 교원 평가 및 승진(교장 공모제 포함)
④ 교원 전보 및 전직
⑤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인사 혁신 기반
강점과 장점, 기회 요인, 위협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취약점 분석

인사제도 문제 원인

인사제도에서 대응이 시급한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 진단

인사제도 혁신이 시급한
영역 및 혁신 요구

현장의 변화와 연계하여 대응 혁신이 시급한 인사제도
영역 진단 및 혁신이 시급한 주요 문제 진단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2

분석 내용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혁신 지향성과 관점
제시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가. 교원 수급 및 정원 배정
1) 현황
학교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적정 수의 교원 확보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방
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내·외적 상황은 합
리적 방안의 도출을 묘연하게 만들고 있다.
‘교원 수급’이란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한다. 이때 ‘수요’란 교육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정 시점에서 필요한 교원의 수를 의미한다. 교원의 수요는 교육 내적·외
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적 요인으로는 취학률, 진급과 진학률, 학생의 주당 수
업 시간, 교원의 주당 수업 시간과 업무량, 교과목 구성, 교사의 담당 학생 수, 교원의
법정 정원 충족률, 교원의 이직 및 퇴직률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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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출생률, 교육 예산, 타 직종의 취업 상황과 봉급 상황 등이 있다(서정화 외 5인,
2011). 반면, ‘공급’이란 특정한 시점에서 교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교원 혹은 교원

후보자 수를 의미한다. 교원의 공급도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교원 양성
기관의 체제와 정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율, 임용자 비율, 임용 기피자 비율, 임용을
위한 예산 등이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서정화 외 5인, 2011; 윤정일 외 3인, 2008)
박영숙 외 5인(2007c)은 교원 수급 결정 요인으로서 수요 측면(인력 규모, 인력 수용
공간, 인력 활용, 인력 구조), 공급 측면(인력 충원 요구 규모, 인력 양성 규모, 인력 공급
가능 규모)로 구분하여 <표 Ⅳ-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박영숙 외 5인, 2007: 240-241).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은 ‘OECD 경쟁력 제고 목표’와 ‘OECD 직종별 구성비’같은 국제
적 요인들도 교원 수급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사회·경제·교육 시스템이 고려되며 이 과정에서 교사 수급의 문제도 영향
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 교원 수급 결정 요인
수급 영역
인력 규모

수급 결정 요인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 목표
교육기관별 교원 수,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 및 학교 규모 개선 정책

인력 수용 공간

- 학급 수, 학교 수, 신설 학교 수
- 통·폐합 학교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종사자 특성

수요
측면

인력 활용

- 교사 당 학생 수
- 교사의 주당수업시수 및 법정근무시간 수
- 학생의 학교 급별 및 교과별 주당수업 시수
OECD 경쟁력 제고 목표/OECD 직종별 구성비

인력 구조

인력 충원 요구 규모
공급
측면

인력 양성 규모
인력 공급 가능 규모

-

교육기관별 경영직(교장,교감,원장,원감)
교사직(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비교과교사 수(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교육전문직원수
사무직원 수

명예퇴직 희망 교사 수, 정년퇴직 예정자 수, 이직자 수
양성기관 정원 수, 졸업예정자 수
임용시험합격자 수, 임용경쟁률, 임용시험준비자수

출처: 박영숙 외 5인(2007c),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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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은 공교육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의 우수 교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단
으로 계획·산정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급해줌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 한다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력 규모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 수준을 초과하
거나 밑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다(김이경, 2006; 천세영,
2012). 어느 정도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지는 사회의 모든 공공 행정 영역에서 언제나

주요 논쟁 중에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수는 새로운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공무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과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종수·윤영진,
2005: 57).

최근 교육부(2018)는 「중․장기((’19∼’30) 교원 수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하여 현 정부 임기 내(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국가 평균(’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함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 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교
육부, 2018c: 3). 구체적으로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 OECD 국가
평균 수준(15.2명)에 도달하도록 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2019년 4,040명(최대)에서 ’30
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안정화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8c: 3). 중등의 경우는
20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1명)을 달성하고, 고교학

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 대) 유지를 하며,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
(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교육부, 2018c: 4). 이러

한 계획의 합리성, 타당성, 실천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향후 필요해 보인다.
정원 관리는 조직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
원을 계획-통제-조정하여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하는 인력 관리 기능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원 관리는 단순히 정원을 통제․조정하는 단순한 행위라기보다는
운영 단위별로 체계적으로 인력을 산정․배치하여 조직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김병윤, 2011; 이상호, 1996). 교원 수급과 정원 관리는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내적·외적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
9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한 후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원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 수급과 정원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 영역에서 임용 모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력
중심(career-based) 모형’과 ‘직위 중심(position-based) 모형’의 검토는 유용한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다. 경력 중심 모형에서 공무원들은 평생을 공직에 머무를 것으로 기대된
다. 초기 진입은 젊은 연령에 이루어지며, 진입 기준이 엄격하고, 높은 진입 경쟁이 존재
한다. ‘직위 중심 모형’은 직위에 대한 최상의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전
문화된 자격이나 능력이 강조되며, 보다 개방적이어서 타 분야와 여러 연령층에서 진입
이 가능하다. 경력 중심 모형을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교원 정원의 결정이 중앙 집권적이
고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직위 중심 모형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단위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OECD, 2005).
우리나라는 교사 임용에 있어서 경력 중심 모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서 인력 배정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위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의 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OECD, 2005). 즉, 교원을 적재
적소에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교원 정원 관리의 최종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되
어 있다. 교원 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지역의 연간 교원의 수요를 파악한다. 그러나 신규 정원의 최종 산출과 결정은 행정안전
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의 교육 부분 배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신규 교원의 정원 확정에 있어서는 교육 여건이나 수요 변화보다는 타 부처
와의 형평성, 재정적인 여건이 더욱 비중 있게 고려된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직접
관여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김이경, 2007).
오늘날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
응할 수 있는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 시스템이 요청된다. 중앙 집권적 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현장에 착근된 조직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교원 수급과 정원 관리는 인건비 팽창을 억제시키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사기와 직무 성과를 제고시켜 결과적으
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천세영, 2012: 470). 따라서 전문성 신장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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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문제 및 혁신 요구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원 정원 관리 체제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
성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주도 하에 교원의 수요 규모가 파악되지
만 최종 인원 확정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러한 시스
템은 교원의 정원 관리가 교육의 목적 실현에 맞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행정 논리와 경제
사정에 맞추도록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이경, 2007). 이로 인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정 수 교원 확보에 실패하고 있으며, 교원 정원이 교육 정책과 괴리되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교원 정원의 탄력적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김이경․한유경, 2007). 교육에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교원 정
원을 관리해야만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의 실현은 물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 주관 하에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가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역할
과 책임을 분담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원 정원 관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천세영․김
병윤, 2012). 그러나 교육 논리가 아닌 ‘행정 논리’와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의 정
원관리 시스템으로는 많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체계적이고 엄밀한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
다. 교원 수요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정책적 접근으로 인해 교원 수급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정원 유지 또는 축소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육 여건 개선과
정책 추진 등을 이유로 정원 확대를 계획한다(김기수 외 6인, 2014). 두 대립하는 기관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교원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원 수급 및 정원 계획을 정확
히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교원의 수급 관련 법령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이 전부이고 그마저 학교교육을 위해 어떻게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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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및 정원이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기수 외 6인, 2014). 단순히 정원 관리는 교육부가 하며, 배치는 교육감이 하는 것으

로 규정되었을 뿐이다. 또한 현재까지 실증적인 수급 전망 모형이 개발되지 않아서 다양
한 변수를 고려한 합리적 수급 계획 및 정원 관리의 과학적 토대가 없다고 할 수 있다(박
영숙 외 5인, 2007c).
수급 전망을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교원
수급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한 전망치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야 할 필요가 있으나(김기수 외 6인, 2014; 박영숙 외 5인, 2007c), 그동안 국가 수준에
서 이루어진 교원 수급의 중·장기적 예측은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행되었다. 더욱이
예측 모형과 활용 자료가 매번 달라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 결과 교사 선발 인원의 예
측 및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성 기관이나 예비 교사들은 어려움을 가중시
키고 있다(박영숙 외 7인, 2017).
셋째, 다양한 정책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교원 수급 및 교원 정원 시스템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초등 방과
후 돌봄, 수석교사제, 진로상담교사 제도 등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서 유연한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며, 경직적인
현 시스템은 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배치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고스란
히 기존 교사의 업무 가중을 초래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과 재능을 갖춘 사람들이 교사로 입직할 수 있도
록 교사 임용 시스템에 ‘직위 중심 모형’을 좀 더 가미할 필요가 있다. 직위 중심 모형은
직위에 대한 최상의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전문화된 자격이나 능력이
강조되고, 보다 개방적이어서 타 분야와 여러 연령층에서 진입 가능하다. 현재의 교사
양성체제는 특정 분야의 소수 교사 양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 내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천세영․김병윤, 2012).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임용 시스템을 통해서
만 다양한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기존 교원 양성 기관 및 예비 교사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교사 질
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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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앙 집권적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로 인해 ‘대응성(Responsiveness)’을 상실하
고 있으며, 지역과 단위학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응성’이란 국민 또는
고객의 필요와 요청에 적시성 있게 반응을 보이는 능력에 관한 개념이다. 대응성이 높은
행정은 행정 수요에 부합되는 정책 대응을 적시성 있게 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오석
홍, 2001; 162).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끊임없이 교육 시스
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중앙 집권적 교원 수급 및 정원 관리는 이에
대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는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교원 정원
을 학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정도의 의사 결정 권한만을 갖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별로 설정한 미래 교육 목표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단위학교 임용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및 학교
실정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단위 학교에서 직접 임용하는 것은 ‘대응성’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별히, 비교과 전담교사(보건교사, 영양
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교육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단위 학교별로 반드
시 필요한 인력이지만 현재의 교원 정원 배정 구조 하에서는 충원의 한계가 있다(박영숙
외 3인, 2008: 139). 이를 위해서 인건비 지원 문제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 합리성 담보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원 자격 및 연수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자격제도는 국가 자격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험검정과 무시
험검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1980년 이후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고, 발급 또한 교원 양성 기관에서 국가가 위임한 양성 프로그램에서 발급되고 있다(김
성기, 2011). 이러한 교원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및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의해
학교급과 자격 종별을 구분하고 있다. 학교별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로 구분되
고, 교(원)장, 교(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로 나뉘어져 있다(<표 Ⅳ-3> 참조).
한편, 중등교원의 경우는 교원 자격에서 표시과목을 두고 각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교원자격검정령 제 2조와 3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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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교원 자격 취득자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 분야)에 기초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동 시행령에 따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6학점의 교직 과목을 이수해
야 하지만, 자격의 표시과목은 실제 학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격제도에 의하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직에 입직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자격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다.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상위 자격이 교감과 교장직이고, 승진 절차를 거쳐 취득하
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교사직에서 상위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연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의 교원 자격과 연수 영역은 구분하지 않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하에
서는 신규교사 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표 Ⅳ-3> 교원의 자격 종별 자격증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근거
학교별

제1항

제2항

유 치 원

원장, 원감

정교사(1,2급)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급)

준교사

실기교사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2급)

준교사

실기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중 등
특수학교

교장, 교감

초 등

정교사
(1,2급)

사서교사(1,2급)
보건교사(1,2급)
영양교사(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유치원
주: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pp. 52-66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1) 신규교사 연수
교사는 학교에 부임하는 날부터 학생과 상호 작용하며 수업을 하고 각종 학교의 업무
를 처리해야 한다(김민규 외 2인, 2016). 이러한 이유로 특히 신규교사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선행연구(김정원 외 3인, 2011; 김희규․주영효, 2014; 이효신, 2017 등)에서
신규교사에 대한 학교 적응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교사라 함은 관련 선행연구마다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교직 경력
이 3년 이내(김병찬, 2007; 조동섭, 2011 등) 또는 5년 이내(양정희, 2005; 윤희정, 2013
등)의 교사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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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희규․주영
효(2017)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30시간의 신
규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양적·질적 관리가 미흡하고 실제적으로 신규교사의
학교 및 교직 적응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신규교사 연
수 운영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신규교사 연수
에 대한 혁신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 현황
현재 교원의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38조 1항에 의거하여 교사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2항과 3항에 따라 교사를 위한 연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동법 39조는 교사의 연수를 담당하는 연수 기관의 설치 목
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연수는 교사 개인의 연수 참여는
물론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수 제공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는 교사의 전문
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동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수준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전제상, 2010).
법령에 근거한 교원에 대한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된다. 자격연수는 교원
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로 1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등의 자격연수
가 있으며, 직무연수는 교육 이론, 방법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로 교사 개인
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교육정책 및 법정 의무
교육이 포함된다.
신규교사 연수는 직무연수에 해당되는데, 2019년 교육부의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연간 초등학교 교사는 116시간, 중학교 교사는 99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87시간의 직무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b). 교직 경
력별로도 차이가 있다. 25년 이상의 교사가 107시간, 15~25년 교사가 110시간, 5~15년
교사가 100시간, 그리고 신규교사라 할 수 있는 5년 미만의 교사가 105시간의 직무연수
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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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교직 경력별 직무연수 이수 시간
교직 경력

5년 미만

5∼15년

15∼25년

25년 이상

직무연수 이수 시간

105 시간

100 시간

110 시간

107 시간

입직 연수라 불리는 신규 임용 교사 직무연수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50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9b). 그리고 이러한 입직 연수의 시간은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로 2018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사의 신규 임용 예정자 직무연수
는 45시간이었고 중등은 31시간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는 초등 34시간, 중등 18
시간이었다.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초·중등 모두 30시간이었고, 경기도교
육청 또한 초등과 중등이 35시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하여 원격교육이 교육청별로
10시간 내․외의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입직 연수는 대부분 교육청 산하의 교육

연수원 주관으로 집합 연수의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3~5일 기간의 합숙 집합 연수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의 직무연수 비율은 매우 높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직무연수 이
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5>와 같다. 우리나라 교사의 높은 연수 참여율은 국제
적인 비교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OECD에서 실시하는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직무연수 참여율은 타 참여국

에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OECD, 2014b; OECD, 2019).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서경혜, 2009; 김정원 외, 2011; 허주, 2019 등)에서 단순한 연
수 참여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예로 허주 외(2018)의 연구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직무연수 참여 시간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표 Ⅳ-6>
참조), 직무연수 참여 시간을 교직경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직 경력이 높을수록 참
여시간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신규교사라 할 수 있는 5년 미만의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둘째는 교직의 경력에 따라 필요한 교사의 전문
성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
데, 정제영 외 5인(2014)은 신임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 신규교사가 필요한 역
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통해 신규교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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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최근 5년간 직무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구

분

전체 교사수(명)

직무연수 이수자수

비율

초등학교

181,585

552,250

304.13

중등학교

246,104

471,070

191.41

합

계

427,689

1,023,320

239.27

초등학교

182,672

746,718

408.78

중등학교

247,837

644,178

259.92

합

계

430,509

1,390,896

323.08

초등학교

182,658

819,850

448.84

중등학교

246,246

853,589

346.64

합

계

428,904

1,673,435

390.17

초등학교

183,452

825,820

450.16

중등학교

244,952

856,848

349.80

합

계

428,404

1,682,668

392.78

초등학교

184,358

779,535

422.84

중등학교

243,884

795,126

326.03

합

428,242

1,574,661

367.70

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8)를 인용한 허주 외 7인(2018), p. 106.

<표 Ⅳ-6> 교사의 직무연수 참여 시간(교직 경력별)
(단위: 명, %)
구

분

응답
빈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3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

45시간이상∼
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전

체

5,547

183
(3.3)

206
(3.7)

324
(5.8)

618
(11.1)

296
(5.3)

3,920
(70.7)

5년 미만

879

57
(6.5)

84
(9.6)

92
(10.5)

132
(15)

78
(8.9)

436
(49.6)

5년 이상
10년미만

883

37
(4.2)

32
(3.6)

51
(5.8)

119
(13.5)

42
(4.8)

602
(68.2)

10년 이상
20년 미만

1,737

39
(2.2)

27
(1.6)

76
(4.4)

177
(10.2)

74
(4.3)

1,344
(77.4)

20년 이상

2,048

50
(2.4)

63
(3.1)

105
(5.1)

190
(9.3)

102
(5)

1,538
(75.1)

*p<.05 **p<.01 ***p<.001 def=25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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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수제도에서 5년 미만의 신규교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고, 교직 경력별로 요
구되는 전문성이 달라 보다 발달 요구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
구가 높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 요구를 파악하는 기능을 현행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전담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다. 즉, 평가의 영역과 요소 그리고 세부 지
표로는 교사의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 방법 측면에서도
교사가 직무 역량 수준과 지원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수제도의 혁신
이 필요한데 교원직의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자격체계와 연수체계를 연계하여 운영
하는 지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문제 및 혁신 요구
2019년 교육부의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는 신규교사 연수 강화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연수를 강화할 필요에 관하여는 교원 양성 단계에서의 교육이 교과 이론 중심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수법, 학생 상담, 생활 지도 등의 교직 실무 역량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청 또는 교육연수원에서의 신규 교사 연수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학교와
교직 적응을 위한 지원이 부족함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크게 연수 내용
의 부적절성과 연수 형태의 부적합성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신규 교사 연수 내용의
부적절성은 학교 현장성 부족한 연수 내용을 의미하며, 신규교사의 학교 및 교직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다. 이는 교원 양성의 문제와도 연계되는데, 즉, 교원 양성 단계에서 제공
되는 교과 전공, 교직 이론, 교생 실습의 교육과정이 신규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데 부
족하다는 것이다(김희규․주영효, 2017).
그리고 이는 신규교사 연수의 교육과정과도 직결된다. 정제영 외 5인(2014)은 신임교
사의 역량 강화 방안 연구에서 신규교사가 필요한 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을 통해 13개
역량(갈등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관계 형성 능력,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 실제 문제
해결, 학생 문화에 대한 이해, 인내심, 공동 작업 능력,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 창의적
혁신력, 대인 관계 능력,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시민 의식)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하
게 김희규․주영효(2016)도 초등과 중등교사를 구분하여 교사의 생애 주기별 연수 과목
요구 수준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신규교사에 해당하는 입직기(1~5년 경력)는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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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생활 지도 관련 연수 과목들이 매우 높은 요구 수준을 보였고,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진로 상담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등교사의 경우도 생활 지도와 학교 폭력,
진로 지도, 학생 및 학부모 상담의 주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
로 현재 신규교사 연수의 교육과정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 함께 연수 교육과정이 보다 학교 현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둘째, 신규교사의 연수 형태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신규임용 교사에 대해 교육
연수원에서의 집합 연수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2
월 새로운 학년도 시작 이전에 3~5일 동안 약 30시간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 중심의 집합연수 형태에 대해 효과성의 측면에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우선 의무화된 연수의 형태에 대해 곽영순․김정윤(2014)은 전문성 신장의 기
회가 아닌 업무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주․이동엽(2019)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을 기관 중심과 교사 중심으로 구분
하여 교사의 전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연수원 등의 기관
이 중심이 되는 연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개인 중심의 전문성 개발 활동은 교사의 전문적 자본 3개 영역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허주․이동엽(2019)의 연구가 신규교사
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육청 등의 기관 중심 직무연수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은 교육연수원에서 집합 연수의 형태로 운영되는 신규교사 연수
의 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연수원 주관의 신규교사 연수 형
태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
활동에 있어서 능동적인 학습(서경혜, 2009), 학교 구성원의 이해 및 공감(이윤식․유양승,
2016), 자율성(박상완, 2015)이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면, 연수원에서의 집합 연수 형태

는 특성 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신규교사 연수의 문제점은 학교 현장성의 결여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연수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형식의 측면에서도 교사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교사 간 협력, 이해와 공감, 자율성 등의 중요한 전문성 신장
요인들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김민규 외 2인(2016)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단위학교
차원의 신규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단위학교에서의 신규교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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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학교에 대한 소개 또는 규정·지침에 대한 전달에
그치고 있다(전경희, 2011, 김민규 외 2인,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현재의 신규교사 연
수 형태가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또는 소속 학교의 교직 풍토
등을 연수에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전달식으로
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교육청 연수원, 교육지원청, 단위학
교의 연수 과정으로 설계하고 모든 신규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면의 <표 Ⅳ-7>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용 예정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부터 입직 후 직무연
수와 현장 연수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여 총 80시간의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경기도
교육청, 2018: 18).

<표 Ⅳ-7>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신규교사 직무연수 운영
② 입직후 직무연수(의무)

성장 단계

①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의무)

②-1) 원격연수

②-2) 집합연수

운영 기관

직속기관(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단위학교)

운영 시간

35시간

15시간

15시간

15시간 이상

운영 방법

4박5일(합숙)

원격

집합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행학습)

③ 현장 연수(의무)

출처: 경기도교육청(2018), p. 18.

임용 예정 교사 직무연수는 운영 시간이나 방법에서 기존의 신규교사 연수와 다르지
않다. 입직 이후부터의 연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우선 15시간의 원격연수는 크게 다르
지 않으나 교육지원청 주관의 15시간 집합 연수가 기존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나아가
단위학교에서의 연수(현장 연수)를 15시간 이상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
게 하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사 연수는 교육청(연수원),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서의 연수가 연계되는 모형으로 운영의 주체와 방법적 측면에서 일종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형의 연수는 내용과 형태의 차원에서 분명 학교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청이 이러한 모형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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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로,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가 다수 있는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에서의 연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규교사의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교육지원청 주관의 집
합 연수와 단위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신규교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얼마나 포함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2) 자격연수7)
교원의 자격연수는 초·중등교육법의 제 21조에 정해진 교장, 교감, 정교사 1, 2급, 수
석교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위한 연수이다. 즉, 교사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
기 위한 연수로 볼 수 있다(김희규 외 2인, 2016). 현재 자격연수는 크게 정교사 1급 연
수와 교(감)장 연수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교사 1급 연수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연수원에서 운영되며, 교(감)장 연수는 대학교의 부설 교육연수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자격연수를 크게 수석교사와 정교사 1급을 포함한 교사의 자격연수와
교감 및 교장의 자격연수로 구분하여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혁신 요구를 제시
하고자 한다.

가) 현황
자격연수의 대상과 내용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 6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
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연수 과정 이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교사의 자격연수는
승진의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연수의 대상자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
나,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2급 정교사 중에서 경력이 많은 순서로 정
해지고 있다. 교육청별로 대상 기준의 최소 경력을 3~5년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교
직 경력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교(감)장의 경우는 교사보다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교(감)장 결원 수에 따라 인원이 정해지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4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여 대상자를 순위 우선자로 선정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교감의 경우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 연구시범학교 경력, 직무연수 점수, 학교
7) 본 절은 허주 외 7인(2018),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Ⅱ): 교사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
구축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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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예방 실적,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각종 자격 취득 및 유공, 근무성적평정 점수 등의
다양한 활동 점수가 반영된다. 교장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상습 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 등의 4대 비위의 징계, 학교 운영 소홀 등의
징계 기록 미말소자의 경우 자격연수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자격연수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표준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연수의 영
역, 교과, 과목, 시수, 연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도입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기본 소양, 역량 영역, 전문 영역으로 구분

되었는데, 2019년 이를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으로 구분하는 개정을 하였다(교육부,
2019b).

<표 Ⅳ-8> 교원 자격연수 총 시수 및 연수 영역 비교
비교 내용

총 시수
(시간)

2008∼2011년

2012∼2018년

2019년

교장·원장

360~432

180~270

180~270

교감·원감·
수석교사

180~216

90~135

90~135

1·2급 정교사
(유치원·초등·중등)

180~216

90~135

90~135

기본
소양

교직
일반

전문
(전공)

기본
소양

역량
영역

전문
영역

기본
역량

전문
역량

10~20

10~20

60~80

10~20

40~45

40~45

30~50

50~70

교감·원감·
수석교사

20~30

10~20

50~70

10~20

40~45

40~45

30~50

50~70

1·2급 정교사
(유치원·초등·중등)

10~20

10~20

60~80

10~20

20~30

50~70

30~50

50~70

교장·원장
연수영역
및
배정비율
(%)

* 출처: 허주 외 7인(2018), p.101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교육부에서 2019년에 개정한 주요 내용은 우선 핵심 역량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
다. 특히, 자격별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격별 과목을 제안하
는 것에서 주제를 제시하면서 자격연수를 운영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강
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로 자율 편성 과정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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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5~25%에서 30~40%로 확대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
는 교(감)장 교육과정과 수석교사 교육과정을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까지는 수석
교사 자격연수는 교감자격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였는데, 2019년 개
정에서는 수석교사 표준교육과정을 별도로 편성하였다.
수석교사 표준교육과정의 전문 역량을 교육연구, 수업 지원, 생활 지도 지원으로 구분
하여 수석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개정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총 시수에는 차이가 없으나, 기존의 기본 소양, 역량 영역, 전
문 영역의 구분을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의 두 영역으로 하고 핵심 역량과 구체적인 역량
요소 및 주제를 제시하였다는데 특징을 갖는다(세부 내용은 [부록 4] 참조).
2019년 교육부의 교원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따르면,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예방, 장애인
학대 예방, 안전 교육, 성 희롱, 성 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 및 위기관리 내용을 필수적
으로 교육과정에 담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 사회적경제 등을 교육과
정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교육부, 2019b).

나) 문제 및 혁신 요구
김병찬(2008)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명(明)과 암(暗)에 대한 연구에서 자격연수의
암(暗)을 평가 중심 주의, 학교 현장과의 괴리, 수박 겉핥기로 제시하고 자격연수의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자격연수의 평가 점수가 이후의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
수에 참여하는 교사가 연수의 전체적 과정과 내용보다는 평가 점수에 치중하게 되는 문
제가 진단된다. 연수 운영 측면에서도 평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내용이 이론 중심으로 이루
어져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음도 문제로 지적된다. 연수 형태도 강의식으로 새로운 교수
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분량을 정해진 시간 안에 제공
하고 이수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강좌 내용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를 갖는다.
이와 유사하게 김영태․김희복(2005)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연
수의 참석자를 통과 의례로 인식하는 교사와 점수 따기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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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각 유형에 따라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이후 승진
을 고려하지 않는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과 의례로 인식하여 의례적으로 참여
하고, 이후 승진을 고려하는 교사는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유형의 교사이든 자격연수에 대해 전문성 신장의 기회로 참여하기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는 것이다.
이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문제점은 자격연수의 평
가 점수가 이후의 승진에 반영되어 연수 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
한 문제는 학계와 교직사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것으로,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 청
원에도 다수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평가가 20년 이후의 교감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타당도, 평가 방법, 연수의 파행적 운영 등이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사들에게 승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수석교사의 자격연수와 관련하서도 앞의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유사한 문
제가 제기된다. 즉, 수석교사 제도가 승진의 개념을 담고 있어 본래의 목적인 수업전문성
의 신장이 어려운 것이다. 2019년 개정 표준교육과정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지만, 기존에는 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되었기 때문
에 수업 전문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었을 것이다. 수석교사 자격의 표준교육
과정은 마련되었으나, 연수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 수석교사의 자
격연수는 120시간을 18일 가량의 집합연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직무연수 최소
30시간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집합연수는 교육부 지정 연수원에서 실시되며 이후의

직무연수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수석교사의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박경진(2015)은 현재의 수석교사 자격연수가
수석교사가 수업 전문가로 가져야 할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즉, 교사
의 교수·학습 지원에 있어서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과의 관계에서부터 명확한 수석교사의 역할, 수업지원의 방법까지 전체적인 연수의
내용이 부적합하고, 수석교사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권리와 의무에 이르는 내용이 제공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감)장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도 자격연수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김희규․주영효(2017)는 교장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112

Ⅳ.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를 조사하였는데, 중요도 평균 값이 수행도에 비해 높고, 리더십, 조직·인사 영역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 관리 및 의사소통 등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교장 자격연수의 표준교육과정의 구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핵심 역량으로 조직․인사 관리와
학교 경영이 제시되면서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자격연수의 운영의 측면에서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문제는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되는데, 현재 교(감)장의 자격연수
는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종
합연수원, 서울대학교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이 대표적이며, 일부의 연수과정은 시․도교육
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욱 외 2인(2009)는 독일,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온타리오)의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중앙에서의 질 보장과 함께 대

학, 학교, 전문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프로
그램이 모듈로 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였으며, 특히 의사소통 관련 주
제가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의 지정으로 일부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우리나
라의 자격연수 운영 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장의 역량
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우선 자격이 승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수가 본연의 목적인 전문성 신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연수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또한, 수석교사 및 교(감)장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2019년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의 필요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
재하며, 특히 교(감)장 연수의 경우는 그 운영의 개선 또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교원 평가 및 승진
1) 교원 평가
현행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구분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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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원업적평가는 교원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교원
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정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구분하여 현황과 혁신
요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현황
(1) 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는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와 결과의 신뢰성 제고, 수업과 생활 지도를
잘하는 교원 우대 등 ‘교원의 교육 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15).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을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이

평가를 관리자 평가와 교사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되 이를 합산하여 교원 인사를 반영한
다. 그리고 교사평가인 다면 평가의 결과는 성과 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게 된다(정수현․장
민경, 2018). 교원근무성적평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은 ‘공무
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
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가) 승진 임용을 위한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근무성적평정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교원의 인
사행정상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의 행정적 목적과 수업 전문성 향상이란 장학
의 목적을 가지고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제정으로 실시되었다.
이 승진 규정은 재정 이후 수차례의 부분 개정과 1997년과 2007년 두 번의 전문 개정
거쳐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21.)에 따른 현행 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은 상기한 <표 Ⅳ-9>와 같다(김

성열 외 9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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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평정 목적

승진임용 등 인사행정에 반영

평정 준거 및 배점

정성평가

정량평가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소계: 100점
평정 합산점
분포 비율
평정 시기
평정자 및 확인자

수 30%(95점 이상),
미 20%(85점-90점 미만),

소계: 100점
우 40%(90점-95점 미만)
양 10%(85점 미만)

학년도 단위별 1회(3.1~2월말일)
교장, 교감, 다면평가(동료교사 중 3인 이상)

평정 채점 및 합산점

관리자평가 : 교장 40%(정성평가), 교감 20%(정성평가)
교사평가 : 다면평가 40%(정성평가32% 및 정량평가8%)

평정 기간 및
합산 비율

5년 중 3년 선택반영, 1:1:1(동일기간에 동일비율 적용)

평정 결과의 공개

제한적 공개(요구 시 최종 근무성적평정점 공개)

(나) 다면평가를 활용한 교원성과상여금평정
2001년부터 시행된 교원성과상여금평정 제도는 교원의 단일보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19). 기존 교원성
과상여금평정은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원성과상여금평정
을 실시였지만, 2015년 이후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다면평가 결과로 갈음해진
다. 현행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의 내용은 다음의 <표 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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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지급 목적

교직사회의 사기진작 도모

지급 단위

개인성과급
공·사립학교 및 공립유치원의 교(원)장,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

지급 방법

실제 근무한 기간 2개월 이상인 자,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평가 대상 기간

직 전(前) 학년도(3.1~2월말일)

평가 등급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평가 방법

다면평가 결과 100% 활용 (정성평가의 20%, 정량평가의 80%)
다면평가 평가지표는 다면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자

평가 절차

평가를 위한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음, 대신 역할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가 대체
성과상여금 지급 준비→다면평가 실시→다면평가 결과활용→명부작성 개별 등급통보
→이의제기→결과보고

(2)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의 교직수행에서의 전문성 부족 및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수준을 진단하고 교원의 전
문성을 끊임없이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김갑성 외 5인, 2010; 전제상, 2015). 이
제도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4년에 시작되었고, 교육부는 2005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제도의 시범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제도 개
선에 노력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제도를 전면 시행하였다(김성열 외 9인,
2015). 2016년부터는 기존 교육부에서의 제도 시행계획 안내에 따른 전국 일률적 제도

실행 방식에서 훈령에 따른 각 시․도교육감 중심의 제도 실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교원
능력개발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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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다. 현행 제도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경기도교육청 사례
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주요 내용(경기도교육청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평가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 시행 주체
평가 대상

시도 교육감 중심으로 시행
평가 해당 학년도 기준 국공사립 및 특수학교에 2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평가 시기

매 학년도 실시
학생의견 또는
만족도조사

평가 종류 및
평가참여자

초4~초6 학생,
중1~고3 학생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수석교사 미배치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교장·교감
평가대상자별
평가 영역

학교경영 영역

학부모
만족도조사

동료교원평가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수석교사
교수연구 활동 지원,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집단 지성 영역

교사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집단 지성 영역

평가 방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와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

평가 기구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10명 구성

결과 통보

∙ 교육감학교장은 개별 교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실시, 능력개발계획서 탑재

출처: 경기도교육청(2019), pp.3-7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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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 및 혁신 요구
현행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업적평가

첫째, 교원근무성적평정의 비객관성 문제이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은 평정 요소와 평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평정 요소 중 하나인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의 경우, 교육공무원인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임에도 이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평정 요소의 경우에도 평정 내용에 있어 객관적 근거보다는 주관
적 인식에 따라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평정이 평정자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상철, 2004; 김희규･주영효, 2014a).
또한 승진 예정자에게 높은 성적을 부여하는 경향 또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교원근무
성적평정 결과의 객관성이 온전치 않음을 알 수 있다(김희규, 2008). 이는 교원근무성적
평정 점수와 교직 경력 간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김희규․주영효(2016)의 연구
를 통해서도 입증되는 바이다. 더불어 교원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평정대상자인 교사들
에게 등급으로만 제시되는 제한적 공개 방식을 취하고 있어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김희규․주영효, 2014a)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존재 목
적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교원근무성적평정의 낮은 평가 타당도이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평정 내용은 모
든 학교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강제 배분 방식의 평정 방법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준 차이, 업무 차이, 학교 규모 차이 등을 반영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신상
명, 2004; 김희규, 2008). 또한 교원의 인사 행정 관리 기능으로서의 평정임에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요소 및 내용의 많은 부분과 중
복되고 있어(김희규, 2008) 교원근무성적평정만의 고유한 평정 내용이 부족하다. 이와
함께 교원근무성적평정은 미래의 관리자를 선발하는 주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
원이 수행한 일에 대한 평정만을 할 뿐, 앞으로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평정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교원근무성적평정 실시 목적에
대한 평가 타당도를 낮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교원근무성적평정의 경제적 비합리성이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은 승진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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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 교사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정수현․장민경, 2018). 교원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명부의 작성 기준일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 점수 중에서 평정 대상
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근무성적평정은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아무런 유인가를 제공하지 못하고,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
들이라 하더라도 승진 명부 작성 기준일 부터 5년 이내에만 평정에 관심을 가질 뿐, 그
이전에는 평정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교원근무성
적평정을 잘 받아야 하는 교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 투입 대비 산출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신상명, 2004).

넷째, 교원성과상여금평정으로 인한 교직 내 협력 저해의 발생 문제이다. 교사들은 교
원성과상여금평정을 교직 내 분열, 갈등, 불화, 반목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
다. 이는 주로 교원성과상여금 평정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정수현․장민경, 2018). 교원의 경력에 따라, 맡은 직무에 따라 성과상여금 평정 기준
설정에 있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정 기준이 평정에 반영되기를 원한
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학교의 교원성과상여금 평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갈등과 경쟁
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김경윤 외 3인, 2012). 결과적으로 이는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학교교육의 발전을 이루려는 학교공동체화를 방해하는 저해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

첫째,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정수현, 2008; 이용웅․이윤
식, 2013; 김지선․김지영, 2016).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승진 자격자 판정, 인사 상 우대,
성과급 지급 등과 별다른 관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 신장의 동기 요인으로 작용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김지선․김지영, 2016). 더불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후속
조치는 ‘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에 대한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김지선․김지영, 2016). 이
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들은 평가 영역 및 지표별 자율 연수에 연간 15시간 이상 참여하
도록 안내 받는데 그치며, 개별 컨설팅과 같은 구체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김지
선․김지영, 2016)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개발의 기제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심
지어 능력 향상 연수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사 열정 충만’, ‘보직 업무 수행’등 원
칙적으로 면제 불가한 사유로 능력 향상 연수 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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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규․주영효, 2016),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평가자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지표의 구성 요소에는
교과 내용 분석, 수업 계획 수립, 개별 학생 특성 파악과 같이 1회성의 수업 참관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형식적인 참관 문제나 자녀의 이야기 혹
은 인식에 의존한다는 점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김지선․김지영, 2016; 주영효, 2017). 또한 학생들의 자유 서술식 문항에 ‘재미있
는 선생님’이 가장 빈도 높은 키워드로 등장한 점이나(박지혜․라종민, 2016), 학생들의 보
복성 평가에 관한 문제들(김지선․김지영, 2016)은 평가 주체인 학생들에게 평가의 객관성
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들을 낳고 있다. 더불어 평가의 관대화 경향에 따라 해마다 동
료교원평가의 평균 점수가 5점에 가깝게 나타나는 현상(교육과학기술부, 2012; 경기도교
육청, 2016) 역시 본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셋째, 평가 지표 타당성의 문제이다(김갑성, 2014). 앞서 교원근무성적평정 문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지표 또한 학교급에 따라, 업무에 따라, 경
력에 따라 구별됨이 없는 단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 지표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타당성 문제로 인해
교원들은 자신의 전문성 신장과 동떨어진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고, 이로 인해 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기보다는 교원이 치
러야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지나친 정량 중심의 평가로 인한 평가 왜곡의 가능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지선․김지영, 2016).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대부분의 평가 문항
은 5단계 척도의 체크리스트 정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자유 기술식 서술형 1문
항(초등의 경우, 체크리스트 정량 지표 없이 서술형 3문항)이 존재하지만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평가자는 많지 않다. 평가의 왜곡 가능성은 체크리스트 정량 지표 응답 시
발생하고 있다.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응답이 5점 만점에 4∼5점 사이에 분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 문항의 평가 척도, 즉, 예를 들어 5점을 주는 객관적 근거
가 무엇인지를 평가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극히 개인적 주관 및 정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오용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김희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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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2014b).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범 운영이 시작된 2006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과 무관한, 오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제로만 활용될 것을
교육부가 공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이 ‘법률’이 아닌 정부
의 정책 기조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교원의 퇴출 또는 교원성과상여금 산정 반영 등 평가 목적 변형 가능성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 교원 승진 및 교장공모제
교직에 입직한 교사들에게 교장으로의 승진이란 단순히 보다 높은 상위직으로 이동하
는 것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율성의 향상과 명예가 추가되는 그야말로‘교직의
꽃’으로 인식되어 왔다(김이경․김미정, 2013). 반면,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단순히 교장직
수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 무능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풍토 때문에 상당수 교사들
이 교장으로의 승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치열한 승진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배경이야말로 교장 승진제가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영역들 가운데에서 차지하
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혁신이 더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교장 승진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가 있었고, 급기야는 교장공모제
의 도입을 통해 소모적인 점수 위주의 경쟁을 종식시키고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고
자 했으나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은 모두 “누가 교장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선발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작 교장승진제도 개선이 교장이 학교경영자로서 변화하는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
를 반영하여 학생의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있는가에
문제는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하에서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관점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가) 현황
(1) 교장승진제도

가장 일반적인 교장 임용 방식은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 경력을 갖추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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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을 거쳐 교장으로 임용되는 승진 임용이다. 현재는 교장 승진 평정 기준이 되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임용
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점수 순위에 따라 교장 임용
이 이루어진다.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경력평정 점수 70점, 근무성적평정
점수 100점, 연수성적평정 점수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이 때 승진대상자에 대해 해당 직위에서 가산점이 산정된 경우, 이를 합
산 점수에 가산한다. 각 평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 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구분되는데, 2007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개정으로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기본 경력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되었고,
경력 평정 만점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되었다(박영숙 외 14인, 2018). 「교육공
무원 승진규정」을 토대로 경력 평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함(제5조).

평정 시기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제6조).

경력 종류와
평정 기간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되며, 기본경력은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함(제7조, 제8조).

평정 대상
경력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평정
대상자별 경력 종류와 등급 구분은 상이함. 경력평정점을 계산할 때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제9조, 제10조).

경력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며, 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 그 경력평정 점수는 각각 평정만점으로 평정함(별표 2, 제12조).

결과 보고
및 공개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 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함(제14조, 제15조).

출처: 박영숙 외 14인(2018). p. 318을 토대로 재구성

둘째, 근무성적평정은 교감 등의 근무 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
로, 평정 대상자가 작성하는 자기 실적 평가서와 평정자와 확인자가 작성하는 근무성적
평정표로 구분된다. 교장 승진 대상자인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은 평정 결과가 수, 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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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근무 수행 태도
(20점)와 근무 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80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무 실적 및 근무 수

행 능력은 교육 활동 및 교육 연구 지원(40점), 교원 지원(20점), 행정․사무 관리(20점)
영역으로 구분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근무성
적평정 관련 주요 내용은 <표 Ⅳ-13> 참조).
셋째,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평정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성적 평정은 다
시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성적으로 구분되며, 연구 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 실적과 학
위 취득 실적을 포함한다. 교장 승진 대상자의 연수성적 평정 점수 만점은 18점이다(「교
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표 Ⅳ-14> 참조).

<표 Ⅳ-13>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교육감)가 정하되(제18조), 교감의 평정자는 당해
학교 교장, 확인자는 시․도교육감이 됨.

평정 시기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제19조).

평정의 기준

평정점의
분포 비율

평정의 채점

결과 보고
및 공개

평정의 채점

결과 보고
및 공개

평정대상자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함(제16조).
교감 등의 근무성적의 평정결과는 수, 우, 미, 양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하며,
분포는 수(95점 이상) 30%, 우(90점 이상 95점 미만) 40%, 미(85점 이상 90점 미만)
20%, 양(85점 미만) 10%가 되도록 함(제21조).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2조).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하며(제26조),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제27조).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2조).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하며(제26조), 교감 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제27조).

출처: 박영숙 외 14인(2018). p. 320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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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교장 승진 임용을 위한 연수성적평정의 주요 내용
구

분

평정의 구분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
(제29조)

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교육감)가 정하되(제30조), 교감의 평정자는
당해 학교 교장, 확인자는 시․도교육감이 됨.

평정 시기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시기에 실시함(제31조).

교육성적
평정

 교육성적은 직무연수성적(6점)과 자격연수성적(9점)으로 나누어 평정함.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하여 평정하고,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않음.
직무연수성적 평정점: 6점×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자격연수성적평정점:
9점－(연수성적 만점－연수성적)×0.05

연구실적
평정

연구실적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제34조, 제37조).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을 말함(제35조).
학위취득실적 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함.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함(제36조).

결과 보고
및 공개

확인자(교장)는 그 결과를 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 후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함.

출처: 박영숙 외 14인(2018). pp. 323~324를 토대로 재구성

마지막으로, 가산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통 가산점과, 명부 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된다. 동일한 평정 기간 중 둘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하며,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 가산점이 우
선한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6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토대로 가산점
의 유형 및 배점을 정리하면 <표 Ⅳ-15>와 같다.

124

Ⅳ.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표 Ⅳ-15> 교장 승진임용 시 가산점 유형 및 배점
공통 가산점
총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월 0.021점
(최대 1.25점,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7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월 0.021점
(최대 0.75점,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7점)**
직무연수: 1학점 당 0.02점(학년도별 상한
0.12점, 최대 1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
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최대 1점

선택 가산점
총 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정기간 6개월 전 평정기준을 공개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도서벽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 근무
-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
- 기타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

주: *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월 0.018점(최대 1점,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으로 조정될 예정임.
**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경력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월 0.015점(최대 0.5점,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5점)으로 조정될 예정임.
출처: 박영숙 외 14인(2018). p. 327을 토대로 재구성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택 가산점 현황을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최선옥 외 2인
(2016) 연구에 따르면, 선택 가산점의 유형은 지역 근무 경력, 보직교사․장학사(연구사)

근무 경력, 특수교육 및 한센병환자 자녀지도, 교육감 인정 연구 및 유공 경력, 학교교육
활동 및 학생지도 우수 실적, 기타 등 총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Ⅳ-16> 참조).
<표 Ⅳ-16>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택 가산점 유형별 분류
분 류

기 준

지역근무 경력

도서벽지, 농어촌, 특수지역 및 기타지역, 초과 가산점

보직교사･장학사
(연구사) 근무경력

보직교사, 교육전문직(장학사, 교육연구사), 초과 가산점

특수교육 및 한센병 환자
자녀지도

한센병 환자 자녀, 특수․통합교육, 특별학급, 특수교육지원

교육감 인정
연구 및 유공 경력

교육감(장) 지정 연구학교 유공, 교육실습유공, 협력․선도 및 교육감 정책
추진 학교 유공, 입학사정관, 발명․영재․영어, 파견․순회

학교교육 활동 및
학생지도 우수 실적

교육활동우수, 특화 교육활동, 담임 및 사감교사, 청소년 활동지도, 학생지도
(대회), 자격증, 현장 연구, 어학․외국어

기타

다자녀, 지역거주, 경로효행 등

출처: 최선옥 외 2인(2016). pp. 18~20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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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장공모제

교장공모제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교장임용 방식으로, 임용과정에 다양
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박상완, 2010).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9조
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
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2년 11월 이후 적용되고 있
는 교장공모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교장공모제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근거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5(공모교장의 임용․평가 등)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초․중등교육법」의
교장자격기준에
공모교장 선발 후<
일정한 연수를
받은 사람 추가

공모
학교

 공립학교: 교육감은 교장이 결원되는 학교 중 공모학교를 지정,
학교 수의 1/3~2/3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비율 결정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공모학교 지정

교장공모제
운영에서 정부권한
확대

심사
절차
및
방법

 심사 주관: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1차),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2차) 심사절차
- 1차 심사: 임용후보자 3배수 추천
- 2차 심사: 임용후보자 2배수 추천, 상위 2인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통보
 임용추천
- 교육감은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
선정, 장관에게 임용제청
- 교육감은 1차, 2차 공모 심사를 한 경우 1차 50%, 2차 50%를
반영, 심사 점수 합산으로 최종 순위 결정
- 일정점수(80% 수준) 이상 적격자 없을 시 임명 전환
- 교육감은 2순위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할 수 있음(교육감 권한 강화).

심사위원 구성 시
학부모, 교원, 지역
위원을 모두 포함
하며, 교원보다
학부모 포함 외부
위원의 비중이 큼.

교장
공모
유형별
자격
요건



-

초빙형
자격: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대상학교: 일반학교
내부형
자격: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대상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 자격: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자(자격 미소지자)
- 대상학교: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출처: 박영숙 외 14인(2018), pp. 332~333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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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시 1차
심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여 교육청의
심사 권한 강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이 제한되며,
현임 학교의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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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공립학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총 1,782개교로, 초빙형
(64.9%)이 가장 많고, 내부형(32.1%), 개방형(3.0%)의 순이다. 공모교장의 성별 측면에서

는 남자(73.2%)가 여자(26.8%)에 비해 월등히 많고 평균 연령은 53.5세로 교장의 평균
연령을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전수빈·이효정, 2018). 교육부
(2018a)는 교장공모제가 연공서열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를

통해 좀 더 젊고 유능한 인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내부형 신청학교의 최대 50%로 확대하
고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일련의 개선을 도
모한 바 있다.
나) 문제 및 혁신 요구
교장승진제도는 지난 50여 년간 40번 넘게 개선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많은 문
제를 안고 있어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교장승진제도 전
반의 변천과 실태를 아울러 볼 때 원천적인 문제는 교장승진제도가 학교의 시대적 사명
과 학생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경영자로의 전문성 함양에 무관심했
다는 데서 출발한다. 달리 말하면 승진을 열망하는 수많은 교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장이라는 소수의 인사를 선발해 낼 것인가에 몰두한 선발 위주 패러다임에 갇혀있었다
는 점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내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혁신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 승진을 위한 평정 기준 및 점수의 축적과 교장에게 필요한 역량 간의 관계
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장 승진평정의 기준인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
정, 가산점평정의 내용이 교장으로서의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과 직결되지 못한다. 특히,
승진을 위한 실질적인 경쟁은 가산점 획득 경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위로부
터의 학교개혁을 추진할 때 교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제로서 각종 가산점제도가 활용
되어 왔고, 그 결과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교장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리더십이 함양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승진 평정 요소나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여 교사의 사기 저하
나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다. 가령,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이 기회는 평생에 한번밖에 없는데 선택 가산점의 종류가 제한적인 시·도의 경우 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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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5~20년 후 선발 가능성을 좌우하기도 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들은 승진 기회
를 박탈당했다는 생각에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상실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부의
공통 가산점 또한 학교 폭력 유공처럼 일부 교사에게만 점수를 부여하여 교내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외 교육 기관 파견처럼 전국 단위 극소수 교사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어 그
적절성이 의문시되기도 한다(최선옥 외 2인, 2016).
셋째, 교장 자격연수나 교장 임용 등이 중앙 집권적으로 시행되어 교육자치권을 지닌
시․도의 의지와 특색과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교장을 교육부장관
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제도는 지방교육 자치의 강화 기조와 역행하며, 학교
자율화의 관점에서 볼 때 명분이나 합목적성도 미약하다(박영숙 외 14인, 2018). 또한,
공모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공모의 비율이 70%를 넘
는 지역과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공존할 정도로 시·도별 차이가 있다(전수빈․이
효정, 2018)는 점도 시․도 간 편차를 보여준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감과 교장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
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자질과 역량 평가를 통해 아카데미에 입학하도록
하고,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교감, 교장 자격을 부여하되 임용 방식은 공모 방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박영숙 외 14인, 2018). 이러한 시·도들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교
장 임용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장 자격연수나 임용에 대한 중앙
통제 대신 지역 자치와 특성을 기반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넷째, 교장 공모제와 같은 혁신도 여전히 교장의 자질과 전문성보다는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한계점이다. 교장 공모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세 가
지 유형(내부형, 개방형, 초빙형)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
판에 직면하여 교장 자격을 미소지한 내부형의 비율 제한을 개선하거나(박상완, 2015),
내부형 공모 교장 15% 비율을 아예 삭제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성천 외 2인,
2017; 주창범․강소랑, 2012). 공모 교장들도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지

는 못한 채 그들을 ‘학교의 장’으로 각별히 인식하는 관행도 여전하다는 비판(김달효,
2015), 그리고 교장공모제의 추진·선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 관계로 인하여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이경 외 3인, 2012; 임미화, 2012). 교장 임용
방식이 새롭고 다양해 졌지만 그러한 임용 방식 개선의 본질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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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이 많다.
다섯째, 교장 승진 기회 및 임기와 관련된 문제이다.「교육공무원법」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공모 교장으

로 재직한 횟수는 여기에서 제외되어 이런 설계가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
히 공모제 유형 중 초빙형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 자격이 승진
제와 다르지 않은데, 임기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공모 교장의 임기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중임을 허용하되, 그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승진제 교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
고 있다(김성천 외 2인, 2017; 박인심 외 3인, 2013). 이런 문제는 공모교장의 임기를
전체 임기에 포함 여부의 범위를 넘어 그 동안의 논의가 교장 승진 기회의 형평성과 임기
의 공정성에 매몰되어 왔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상 교장 승진 및 공모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교장은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장은 학교 경영과 학생의
학습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학
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격자를 어떻게 육성하고 전문성을 함양할 것인가
의 요구에 좀 더 깊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라. 교원 전보 및 전직
1) 전보
가) 현황
전보는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구체적 예로 교사·교감·교장의 근무학교 이동 혹은 교육전

문직의 기관 간 이동을 들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국·공립학교 교원이 4∼5년을
주기로 소속 교육청 내의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보제도는 교사들이 교직에 있는 동안 여러 학교를 이동하면서 근무한다는 의미에서 ‘순
환전보제’라고도 부른다.
순환전보제의 주요 목적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3항에서는 “전보권
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 있어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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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규상으로는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가 순환전보제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우리나라 교원 인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제도가 함의하고 있는 중요성은 그 이
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번 임용된 교원은 타 분야로 거의 유출되지 않으므로 이미
선발된 교사들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발전시켜서 적합한 근무지에 배치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갑성․주현준, 2013).
교원 순환전보제의 유형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서(교육부훈령 제273호) 3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정기 전보이다. 이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전보
만기 기간(4~5년) 동안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비정기 전보로서 임용권자가
학교장의 전보 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 근속 기간이
전보 만기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이다. 학교장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에 대해 비정기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교사 개인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전보 만기 이전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경우도 비정기 전보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특례 전보로서 특수목적고등
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하는 경우, 여자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는 전보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획일화되기 보다는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제도에 각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김순남 외 5인, 2016: 135). 각 시․도 교육청 인사 규정상 나타나는 교원 순환전보제
의 주요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전보 목적과 관련하여 교사의 생활
안정과 침체 방지(사기 진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밖에 몇몇 지역에서는 학교 및
지역 격차 해소 등도 주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전보 연한과 만기와 관련하
여 각 시․도는 최소 근무 연한, 학교 만기, 지역 만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근무
연한은 학교 운영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도입한 측면이 있고, 학교 만기 및 지역 만기는
침체 방지와 학교 및 지역 격차 해소와 관련이 있다(김순남 외 5인, 2016: 55). 시․도별
차이는 있으나 최소 근무 연한은 대체적으로 1∼2년이었으며, 학교 만기는 4∼5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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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지역 만기는 시․도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었
다(김순남 외 5인, 2016: 135).
셋째로 전보 유예와 관련하여 각 시․도 교육청은 1∼2년의 전보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주요 사유로서 장애 자녀와의 동일 학교 근무, 노부모 봉양, 질병, 수상실적, 정
년, 체육 특기/입상 지도, 대치 불가 교과 교사, 연구학교 교사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다. 넷째로 전보 기준과 관련하여 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전보 순위 명부를 작
성하고 있었으며, 순위 기준으로서 경력, 근무평정, 가산점이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량 기준을 사용하는 이유는 순환전보제가 교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원하는 학교에 전보를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객관적
인 자료를 근거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정량 기준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보 순위 명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
역은 극히 드물었으며, 전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순남 외 5인, 2016: 135).

나) 문제 및 혁신 요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순환전보제는 비교국제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예라
고 할 수 있다. OECD(2005: 159)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사 노동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학교 사이의 교사 이동이 매우 낮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교가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유지
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학교에 유입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교원 전보의 필요성을 학교의 교육력
제고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세계적으로 드문 순환전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보제
의 운영 목적을 모든 학교들이 우수 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교사와 신임 교사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며,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교에서의 경험을 얻도록 함으로써 교사
능력의 확장 방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OECD, 2005: 159, 김갑성 외 5인, 2010: 111).
이는 교육의 형평성에 근거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사 전문성 개발 관점에서 순환전보
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 논리는 학생의 학습권 보
장,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권 구현, 학교 교육력 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순남
외 5인, 2016: 30~35)(순환전보제 논리는 <표 Ⅳ-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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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세 가지 운영 논리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가 중심이며, 교사 전문성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권
구현 및 학교 교육력 제고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순환전보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를 살펴 볼 때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표 Ⅳ-18> 우리나라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
구 분

내 용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기회 제공 및 여건 확충
 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담보
 학생 개인의 능력/적성에 부합된 학습 가능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

 거주지 내 근무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고취
 교사 개인의 생활 안정, 문화 및 행복 추구
 자녀 양육 및 가장 생활의 질 향상

학교의 교육력 제고

 학교 교육·운영 여건 조성 및 능력 있는 교원 확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네트워크 구축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 경영

출처: 김순남 외 5인(2016), p. 35.

이효신 외 15인(2016)의 서울특별시 전보제도에 대한 중등교사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순환전보제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간의 근무 여건 격차 해소 및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 갈등 관계 해소가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고, 학교 여건에 맞는 효율적 교사
인력 운영, 교사 수준에 따른 학생의 동등한 학습권 부여, 다양한 학교 근무를 통한 교육
경험의 폭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김순남·이병환(2018)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순환전보제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장기 근무에 따른 침체 방지, 교원
간 근무 여건 차이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인 반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은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교원 순환전보제의 목적 달성 중요도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드러내었다.
김갑성․주현준(2013)의 대구광역시 소속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순환전보
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중요 정도에 대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및 희망 근무
지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근무 여건에 있어서 교사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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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교사의 불균등 분포에 따른 학교 간 격차 감소’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력 발달을
고려한 전보를 통한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
식하고 있었다. 박기범 외 6인(2018)의 서울특별시 전보제도에 대한 초등교사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전보제도가 교사의 자발적 교수․학습 개선 활동, 연구 및 연수 활동 활성화,
교원의 학습공동체 참여 제고에 기여한다고 동의하는 교사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
으며, 교사 전보제도가 ‘학교교육력 제고를 고려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비슷하
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순환전보제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교사 쏠림 현상을 들 수 있다.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이 높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관찰되고 있
으며(김영식 외 3인, 2012),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비해 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저경력 교사 비율이 높은 것도 확인되고 있다(최원석, 2019).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 중심의 전보제는 기피 지역과 선호 지역의 명확한 구분을 가져오고, 두 지역 사이
에 교사 구성에 차이를 유발시킴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측면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 측면
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전보의 공정성과 관련된 끊임없는 논쟁과 교사 간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기
피 지역으로의 전보가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보 내신 산출 기준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경력, 근무평정, 가산점 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
게 되며, 많은 점수를 쌓아서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한 교사 간 과열 경쟁이 유발된다(김
순남 외 5인, 2016, 이효신 외 15인, 2016). 한편, 기피 지역으로 전보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승진 가산점제도는 진급 희망자들 간 선호 벽지학교로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
의 경쟁을 낳는다(성준우․허병기, 2015). 이처럼 이유는 다르지만 순환전보제는 교사 간
과열 경쟁을 유발시켜 교사 공동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
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기능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전보제도는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무원의 훈
련과 능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며, 행정 조직 및 관리상 변혁이 나타날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종수 외 4인, 2001: 526~527).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의 순환전보제는 단순히 교사를 배치하거나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신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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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터 경력교사들까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한 한교에서 만나 근무하
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 전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차승은 외 4인, 2019).
한 번 교직에 입문하면 20년 이상 근무하며, 최소 4번 이상 전보를 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 전보 제도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의 희망이나 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차승은 외 4인, 2019, 김갑성 외 5인, 2010).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순환전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독특한 제도이다. 순환전보제도
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운영 방향을 ‘교사 전문
성 개발’에 두고 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전직
가) 현황8)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 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3년 자

격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개 경쟁 채용제와 교육연구관·연구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1981년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거쳐, 1988년에는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교육부장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박영숙 외 3인, 2010: 11). 법령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표 Ⅳ-19>에 제시한 바와 같다. 교육전문직에는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의 2개 직종이 있고,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 경력 5년 이상, 장학관(교육
연구관)은 교육경력 7년 이상 등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상세 내용은 <표 Ⅳ-20>
참조)(박영숙 외 3인, 2010: 12).

8) 이하의 내용은 박영숙 외 3인(2010), pp. 11-16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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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시 기

법령 개정 내용

1953. 4. 18.

•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 마련
- 자격 기준 설정(장학관: 7년 이상 교육, 교육행정 경력자 등)
- 자격 기준 해당자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 수여

1963. 12. 5.

• 자격증 제도 폐지, 공개경쟁 채용 도입
• 교육연구관, 연구사 제도 신설, 자격기준 부여

1972. 12. 16.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 가능

1981. 11. 23

• 교육전문직의 자격 강화(교육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강화)
•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 임용 가능

1988. 4. 6.

•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교육부장관 임용 가능

출처: 박영숙 외 3인(2010), p. 11.

<표 Ⅳ-20> 교육공무원법에 제시된 장학직과 교육연구직의 자격 기준
종 류

자격 기준

장학관·교육연구관

•
•
•
•
•

장학사·교육연구사

• 5년 이상 교육 경력
• 2년 이상 교육경력 포함 5년 이상 교육행정(연구) 경력 등

7년 이상 교육 경력
2년 이상 교육경력 포함 7년 이상 교육행정(연구) 경력
행시 합격자로 4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이상 전문직 경력자

출처: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규정을 인용한 박영숙 외 3인(2010) p. 12.

교육전문직 선발은 서류전형과 시험 전형으로 구분되며, 시험 전형은 1차(객관식 필기
고사, 논술식), 2차(면접, 현장평가) 절차로 시행된다(박영숙 외 3인, 2010: 14). 임용권
및 임용자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장학관등의 임용), 제33조(임용권 위임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제1항 제3호의2, 제5항 제8호, 제3조의2(임용권
의 재위임)제4항 제1호 등에 의거 임용권이 위임(재위임)된다(박영숙 외 3인, 2010: 14).
전직 임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직된다(박영숙 외 3인,
2010: 14). 상세 내용은 <표 Ⅳ-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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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교육전문직 임용권자와 임용 방법
구 분

임용권자

임용 방법

장학관·
교육연구관

• 교육부 소속
- 장관 제청 → 대통령 임용
• 시·도교육청 소속
- 교육감 임용
(대통령 → 장관 → 교육감 재위임)

• 임용권자가 정함
※ 통상 교감 또는 교장에서 별도의
전형 없이 재전직 임용

장학사·
교육연구사

• 교육부 소속
- 장관 임용
• 시·도교육청 소속
- 교육감 임용

• 소속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 전형하되,
전형기준·방법, 절차는 임용권자가
정함(시·도교육청별 차이 있음)
• 교육부: 교육경력 10년 이상, 만 40이하
공개 전형

출처: 박영숙 외 3인(2010). p. 14의 <표> 2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교육전문직 승진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3배수 범위 내에서 장
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다(박영숙 외 3인, 2010: 15). 경력평정 점수 70점, 근무성적
평점 정수 100점, 연수성적 평정 점수 18점,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매년 1월 31일 기준
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은 명부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 교육전문
직에서 교감․교장으로 재전직하는 경우는 이전 직위에 전직함이 원칙이나 2년 이상 근무
한 교육전문직은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직위에
제한 없이 전직 가능하다(박영숙 외 3인, 2010: 15).

나) 문제 및 혁신 요구
전직 영역의 문제와 혁신 요구는 세 가지로 즉, ① 교육전문직의 선발 관련 문제, ②
교육전문직이 승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점, ③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양성
및 연수 관련 문제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첫째, 교육전문직의 선발과 관련한 문제로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전문직을 선발하기보
다 시험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김영인 외 10인, 2016)이 부각된다. 물론 시험 점수로 역량
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교육전문직의 업무 역량을 전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
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응시 인원이 많다보니, 공정성과 객관성에 치중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의 직무 능력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유능한 교사라도 시험 운이 없어 불합격되고 시험에는 강하나 인성이나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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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추천제 혹은 면접 중심의 선발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김영인 외 10인,
2016:117). 이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선발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즉, 내부자 중

심의 심사로 인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이준희 외 16인, 2017: 85).
둘째, 교육전문직이 승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선행연구들이 다
수 있다(김달효, 2014; 김영인 외 10인, 2016; 박영숙 외 3인, 2010; 이준희 외 16인,
2017). 학교 현장에서는 15년 내․외의 승진 가산점을 축적하여야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

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 2∼3년 복무하면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
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지름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몇 년 동안 가혹하게
준비하며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교육
청은 업무량을 줄이는 노력이나 적정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
다(김영인 외 10인, 2016: 117). 한편,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교감 및 교장으로 승
진 임용되면 교육전문직 출신이라는 폐쇄적 우월성, 영웅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현장에 대한 섬김, 공손,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일부 사례도 보고되는 등 현장 적응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과 관련한 문제이다(강희종, 2010; 이준희 외 16인,
2017). 교육전문직은 몇 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반 행정직과 다르

게 교육 경험이 있어야 교육행정 분야에서 현장성을 발휘하여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교수·학습 경력 및 학교현장 근무 경력이 많다고 해서 교육전
문직으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양성 및
연수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기에 현
행 4주 정도의 직무연수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직무연수 내용 또
한 기획 및 관리 기능에 관한 교과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이
준희 외 16인, 2017). 또한 교육 내용이 교육정책과 장학행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상대
적으로 교육과정 지도나 수업 장학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강희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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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인사 혁신 기반
1) 현황
교원 인사제도는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교
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수급, 교육·훈련, 임용, 승진, 전보, 보
수, 복지·후생, 징계, 퇴진 등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전제상, 2013). 이러한 영역들은 독
립적으로 다룰 수 없고, 교원의 전 생애에 걸쳐 있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총체
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서정화 외 5인, 2011: 전제상, 2013: 325). 따라서
교원 인사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인사제도를 관리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 구조, 그리고 인사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현
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은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교육공무원법
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과 규칙 등 다수의 법령에 의해 자격, 연수, 임
용, 복무, 복지·후생, 신분 보장, 징계 등의 인사행정 전 영역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표
Ⅳ-22> 참조). 사립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이혜숙, 1999). 국·공립 교원의 인사9)에 관
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
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 결정, 기본계획
수립, 인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교원인사제도 전반의 개
선이나 혁신의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되며, 이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9) 사립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전제상, 2013: 32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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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 교원인사행정(제도) 관련 법령
영역

주요법령

자격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연수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
규칙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 시행령

영역

주요법령

임용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작성 규칙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복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복지,
후생

공무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

신분
보장,
징계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보수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단체
활동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규칙

출처: 전제상(2013), p. 329의 표를 재인용.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확대와 함께 교원인사의 권한 중 일부가 교육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시․도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 신규교사의 임용권이 시․도교육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의 방식이나 절차, 내용 등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 정책 방
향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령이나 교육부령에 따라 교원의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이나 승진(「교육공무원승진규
정」) 등의 인사제도가 공통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도 차원에서 인사제도를 혁신하기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이인숙, 2019).
교원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조직으로는 교육부의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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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별 교원인사과를 들 수 있다. 교육부 조직도에 따르면(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원 정원 관리, 포상, 복무, 징계, 승진, 초·중등 교장공모제, 명예퇴
직 등 현직교원(수석교사, 기간제교사 포함)을 위한 인사제도 전반을 기획, 운영하고 있
다. 교원양성연수과에서는 교원 임용 시험,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연수 등 교원의 전문
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중앙 부처에서 교원 인사제도를 관리하
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는 교원 인사제도를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면의 [그림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를 ‘교원정책과’로 통일하여 초·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와 교원 정책 기획 업무를 맡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2019).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는 교원정책과
내의 초등인사팀과 중등인사팀에서 각각 맡고 있으며, 승진, 임용, 연수, 전보, 정·현원
관리, 징계, 복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 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적 상황에 부합하는 인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5년 3월 교원인사과를 교원정책
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팀으로 구성된 기존 조직에 교원정책기획팀을 신설하였다(이
인숙, 2019: 88).

<표 Ⅳ-23> 경기도교육청 조직도
출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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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교원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전보, 승진, 임
용 등의 인사업무를 규정에 따라 관리하였던 것(이인숙, 2019: 89)과는 달리, 조직 개편
이후 교원정책기획팀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을 기획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
책 연구 기획 및 운영, 교육감공약사항 추진, 인사정책설명회 운영 등 교원 인사제도 혁
신을 위한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교원정책과를 별도
로 설치하여 교원정책담당팀, 초등인사담당팀, 중등인사담당팀, 고시관리담당팀을 두고
있다. 교원정책담당팀에서는 교육중심 교원인사혁신 추진단 운영, 인사관리규정 혁신 기
획 및 운영,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 교직단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다음 면의 [그림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국
하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교원의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등교
원을 개별 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9).
학교급에 따라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원을
위한 일상적인 인사 업무인 전보, 임용, 정·현원 관리, 휴·복직, 퇴직,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등은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여 담당한다. 다만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 영역
인 초·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기획·조정,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행정 관
리, 교권 보호 등은 현재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유사하게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분리하고 각 과에서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곳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6개 시·
도교육청(대구, 경북, 경남, 인천, 광주, 대전)이다. 경남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과와 중등
교육과에서 각각 교원의 인사 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나, 교권 보호 업무의 경우 학교혁신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단일 부서에서 모든 교원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 밖에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로 통일하여 설
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8개 시·도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
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동일한 부서에서 인사 업무를 관리하고는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과 같이 인사 혁신을 위한 정책 기획이나 연구 등을 별도
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교원정책과로 개편하기 전에 운
영하고 있던 교원인사과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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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도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2019).

이처럼 교원 인사제도는 교육공무원이라는 교원의 신분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인사의
전 영역과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내 부서(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지방교육 자치 확대와 더불어 교원 인사의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게 위임되어 있어, 시·도 차원에서 교원 인사 업무를 관리하거나 인사 혁신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두는 등 전담 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교원 인사제도의 목적이 유능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는 바, 교원의 직무 영역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원
인사제도에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교
원의 직무는 학교 조직 내에서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
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이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의 한국 교원정책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김이경 외 4인, 2005: 26) 교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
지는 않다. 다만 여러 교육 관련 법령에서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직무는
다음 면의 <표 Ⅳ-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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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교사 직무 영역과 관련 법령
영

역

하위 영역
교육과정 및 수업
학생평가

학생교육

학생생활지도
학생자치 활동지도

전문성 신장

1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지도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학교신체검사규칙 제2초

자질함양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2조 제1항

이행의무, 금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56-61조, 제63-66조

복 무
근무성적평정
대외관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6조

전문/교원단체참여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

출처: 박영숙 외 4인(1999), p.63, 김이경 외 4인(2005), p. 22.

이 밖에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도한 바가 있
으며(주삼환 외 5인, 1996; 박영숙 외 4인, 1999 등), 이들 연구를 종합하여 김이경 외
4인(2005)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직무를 수업 지도, 학생 지도, 학급 경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교경영 지원, 전문성 신장의 7가지 영역
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학령 인구 감소,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 등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직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졌
다. 이에 교사의 역할도 교육과정에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도록 하는 학생교육
이 아닌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연계하며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 코치, 가이드로서의 역할(정미경 외 7인, 2017: 70)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원의 직무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기존에 규정했던 교원
의 직무와 역할이 변화해야 하며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또한 혁신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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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및 혁신 요구
앞서 살펴본 교원 인사제도의 법령과 조직 구성, 교원의 직무 규정에 관한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속하는 교원의 인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
영하고 있어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역적 상황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규정된 수급, 교육·훈련, 임용, 승진, 전보, 보수, 복지·후생, 징계, 퇴
진 등의 전 영역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이 모호하고, 향후 교육
자치 활성화에 따라 권한 위임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
진 바가 없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에서 2016년 실시한 「미래학교를 준비하
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김영인 외 10인, 2016)에 따르면, 승진제도 혁
신을 위해 신규 임용후보자 대상 교사공모제, 교감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교장
임기 4+4제 등의 정책 과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하였으나,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하거나 교육부의 교원 임용 권한을 교육청에 위임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선 2015년에도 교원인사제도개선 TF팀을 신설
하여 운영하였으나, 교육감 권한 사항인 선택 가산점 문제에만 집중하여 현장에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이인숙, 2019: 89). 즉 신규교원의 선발, 교장과 교감
의 임용,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 교육정책이 중앙 집권적으로
집행되고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한
계가 있다. 이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원 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교육부, 타 시․도교육청, 연구 기관 등 관련 집단과의 연계, 협
력을 추구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은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혁신의 내용과 방법, 범위 등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혁신
방안을 기존 제도와 병행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중심 교원인사제
도 혁신을 추진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원들 간에 가장 많은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교장제도 개혁을 위해 “투 트랙 전략과 제도의 층화 전략”을 제안하였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2).

기존의 교장 승진제도는 그 나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
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교장승진제도와 교장공모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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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 제도를 활성화하는 층화 전략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유사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원인사제도 혁신의 방향성 중의 하
나로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면서 더 많은 교원들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것
으로 정하여, 현 제도 하에 교장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인사 혁신 추진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안하였다(김영인 외 10인, 2016). 따라서 교원 인사
제도 혁신이 관련 주체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단기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을 통한 중·장기 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등 체계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특정 영역에 한해 변화를 꾀하거나 혁
신을 이루기는 어려우며, 여러 영역이 다수의 법령에 의해 중첩되어 규정되어 있다. 구체
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위해서는 교원 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연수 결과와 자격 갱신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자격체계의 개선 등 교원
인사의 여러 영역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정성식, 2019: 150).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으로는 ‘교원 등의 연수
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이 포함된
다(<표 Ⅳ-24> 참조).
결론적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전 영역을 한꺼번에 혁신하기는 어려우며, 혁신의 방향
성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교원 인사제도에는 관련 이해 관계자 집단이 다양하고
기존 제도와 새로운 방안 간의 충돌이 예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전략적인 기획과 체계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혁신의 방향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며,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기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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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교원 연수 및 자격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개정 사항(안)
법 령

현 행

개정사항(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
③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령에서
교육감으로 권한
위임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및 제1항에 따라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서 임용 후 1년 이내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권한 위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정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연수성적평정의 요소를
시·도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7조(연수과정 등)
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2와 같고,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권한 위임

출처: 정성식(2019), pp. 150-151쪽의 표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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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10)

가. 교원 인사제도의 SWOT
교원 인사제도 운영에 관하여 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인사 관련 담당자들이 인식하
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혁신 요구가 상대적
으로 높은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관점으로 인사제도의 문제
를 진단해 보면, 연수와 자격제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지만 수급과 근무여건(수
업 환경 등) 또한 교사의 수업 준비에 영향을 줌으로써 현장에서는 수급과 근무여건 관련
한 문제의식이 높다. 선행연구와 전문가협의 등을 통해 공감대 높은 인사제도 문제의 특
징과 취약점을 SWOT[S: Strength(강점), W: Weakness(약점), O: Opportunity(기회), T:
Treatment(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제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교사 확보 단계에서 현장 수요 변화와 연
계한 적정 규모의 교사를 배정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정원 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문제로 교육부가 학교의 현장 변화 요구에 신속하게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교사 전문성을 대표하는 자격제도 역시 2급 정교사 자격증에서 1급
정교사 자격으로 직무 연수에 의해 갱신 후 퇴직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이고,
교감과 교장 자격 역시 전문 양성 과정 없이 승진 임용에 의한 구조로 유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최근 교직환경 변화 및 학교 혁신이 추진되는 시기에 교원의 역량 개발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원 자격 전문성에 대한 공신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응
혁신이 시급해진다. 교원의 전문성을 교직 입직 후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지원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점은 매우 취약하다. 모든 교원의 학
습 속도와 경력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취약점 중의 하나이다.

10) 이 절의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41차 교육정책포럼 주제발표 2에서 발표한 박영숙
(2019), pp. 42∼47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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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 불균형 지속
학생 지원 비교과전담교사 비중 저조
(국제교육경쟁력 저하 원인)
교사직 자격발달체계 미비
승진 과열 경쟁 및 맞춤형 평가체계 미비
교원직 특성에 맞는 역량 모델 부재
교원 간, 학교 간, 학교급간 수업 여건 차이
인사제도 전담 조직 및 혁신 기반 부재 등

높은 교원 임용 경쟁률
젊고 우수한 교사 입직

S(강점)

W(약점)

O(기회)

T(위협)

정부 인사제도 혁신 분위기 확산
학생 중심의 학교혁신 추진
국가공무원 역량 모델 도입 및
역량 진단 추진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증가 등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확대 등

교직원 구성 변화(고령화 등)
학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
교원간 역량 차이 심화
변화 적응 및 위기 관리 학습 기회 제한
교권 추락 및 명예 퇴직자 증가

<표 Ⅳ-27> 교원 인사제도의 SWOT

상기한 [그림 Ⅳ-4]는 교원 인사제도의 SWOT을 진단한 것이다. 높은 임용 경쟁률과
함께 젊고 유능한 인력이 교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점이지만, 입직 후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변화 적응력 제고를 지원하지 않는 취약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다행히 2016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과 공공 분야의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에의 관심과 지원이 기대된다.
국가공무원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역량 모델을 토대로 한 역량진단센터 운영 사례는
우리의 교원직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기회 요인으로 부각된다. 다만, 교직구
성원들의 구성원의 규모와 특성에 변화가 있고, 명예퇴직자 증가, 교원의 피로도 증가
등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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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인사제도의 취약점 및 혁신 요구
정부의 공무원인사제도 혁신 단계에서 적용되는 혁신 가치를 중심으로 진단해 보면,
다양한 혁신 가치 중에 전략성과 체계성이 매우 취약하다. 전략성을 진단하기 위한 기준
으로는 ① 인사 혁신 목표 설정 및 명시화 여부 , ② 조직의 중․장기 전략과 인적자원관리
전략과의 연계 여부, ③ 정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여부, ④ 중․장기 인사 혁신 계획
수립 여부 등이 관련되는데(박성민 외 3인, 2015: 113) 교원 인사제도의 경우 국가 수준
에서의 인사 혁신 목표가 명시화되지 않았고, 인력 수급 계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인사 혁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문제이다. 또한 체계성 관련 진단
기준으로는 ① 인적 자원 관리 및 인사 혁신 전담 조직 유무, ②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
서 보유 유무, ③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갱신, ④ 직무기술서 및 직무명세서 활용
분야 등이 진단 기준으로 적용되는데(박성민 외 3인, 2015: 114). 교원 인사제도의 경우
인사 혁신 전담 조직이 없고, 직무기술서가 개발되지 않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의 <표 Ⅳ-25>는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변화 요구에의 대응이 취약한 인사제도 영
역을 인사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묶어 제시한 것이다. 대응이 취약한 인사제도 영역은
교원 근무(수업) 여건(19.8%) 이었고,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15.5), 교원 승진(11.4%),
교원 평가(9.3%), 교원 직무 재설계(업무 정상화)(9.2%), 복지 후생(9.2%) 도 취약한 영역
으로 진단되었다. 교원 수급(정원관리)과 근무여건(업무 정상화, 직무재설계) 영역에서의
변화 요구가 매우 높고, 교원 승진과 평가 영역에 대한 변화 요구도 높은 편이다(박영숙,
2019: 44).

<표 Ⅳ-28> 변화 요구에 대응이 취약한 인사제도 영역(1순위)
(단위: %)
대응이 취약한 인사제도 영역

인사 영역

1-1 교원 근무(수업) 여건
1-2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

2-2 교원 평가

소계

19.8
교원 정원/
직무설계

1-3 교원 직무 재설계(업무 정상화)
2-1 교원 승진

응답 비율

15.5

44.5

9.2
승진/평가

11.4
9.3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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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대응이 취약한 인사제도 영역

인사 영역

3-1 예비교사 양성

응답 비율
8.9

양성/채용

3-2 신규교사 선발 및 채용
4-1 복지․후생
5-1 교원 자격 관리

9.2

6-1 교원 전보

전

6.2

2.9
2.4

전보/전직

6-2 교원 전직

9.2

3.3

자격/연수

5-2 교원 연수 지원

15.5

6.6

복지후생

소계

3.9

1.5

체(응답자 수=1,060)

100.0

출처: 박영숙(2019), p. 45.

다. 교원 인사제도에서 혁신이 시급한 문제 및 원인
인사제도 중 혁신이 시급한 문제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
조’(15.9%)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고,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로는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8.2%),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
족(8.1%), ‘고경력 교사가 특정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5.8%), ‘정년 연장으로 활
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사제도 가운데 혁신이 시급한
영역은 승진, 평가와 수급 정원이 부각된다(다음 면의 <표 Ⅳ-26> 참조).

<표 Ⅳ-29> 인사제도 문제 중 혁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1-13순위)
(단위: 명, %)
혁신이 시급한 인사제도 문제

인사 영역

빈도

비율

승진

169

15.9

수급/정원

87

8.2

3.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평가

86

8.1

4. 고경력 교사(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

전보

61

5.8

5. 정년 연장으로 활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

승진

59

5.6

6.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

전직

49

4.6

1.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2.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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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혁신이 시급한 인사제도 문제

인사 영역

빈도

비율

7.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족

연수

48

4.5

8. 교원의 역량진단체제 부재

평가

37

3.5

9.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연수체계 미확립

연수

36

3.4

10. 1급 자격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

승진

35

3.3

정원관리

34

3.2

12 학교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역량 진단 기능 미흡

평가

33

3.1

13. 승진 임용과 내부 공모 임용에서의 교장 자격 기준의 차이

승진

32

3.0

766

72.2

11. 정원 배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 미흡

전

체(응답자 수=1,060)

주: 선행연구 분석 결과로 진단된 31개 문제 가운데 요구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응답한 비율임
출처: 박영숙(2019), p. 47.

한편,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들 중에는 그 심각성과 혁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
이 있고, 일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고착화되어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문
제들이 추가되면 문제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인사제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문제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
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박영숙, 2019: 45).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인사제도의 혁신을 접
근하면서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들을 조사해보았다. 저해 원인으로는 다음
면의 <표 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업무 추가 및 복잡
한 운영’(32.4%),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발달체계 미
비’(22.4%), ‘교원의 역할 및 직무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박영숙, 2019: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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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0> 교원직의 전문적 성장 저해 원인(1순위)
(단위: 명, %)
빈도 순

인사 문제 원인

인사 영역

비 율

1순위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중인 다양한 업무
추가 및 복잡한 운영

직무설계

32.4

2순위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발달체계
미비

자 격

22.4

3순위

교원의 역할 및 직무 변화 요구를 반영한 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

직무설계

20.3

합

계

75.1

주: 응답자 수는 1,060명
출처: 박영숙(2019), p. 46.

이들 저해 원인에 대한 응답률이 75.1%에 달하니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부분의 교원
이 이들 원인들이 전문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데 공감하는 셈이다. 이들 원인들
은 인사 영역 중 직무 기준(설계)과 자격에 관련된다. 직무설계의 경우는 환경 변화 시기
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직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 분장이 복잡하고
모호하게 된다. 향후 인사제도 혁신에서는 직무 재설계와 자격제도 개편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영숙, 2019: 46).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현행 교원 인사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
다. 전문성을 대표하는 자격제도는 1급 정교사 취득 이후 교감으로 승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급 정교사로 퇴직해야 하는 구조로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현
장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직무 수행 방식과 여건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직무
역량 개발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직무 연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어서 전문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증하기 어렵고, 인사 운영의 중심사가 승진
과 평가에 쏠려 있어 교감을 선호하지 않는 대다수 교사들까지 획일적인 한 방향 승진
트랙으로 몰고 가는 비합리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승진 중심의 경쟁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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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인사제도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높다.
앞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인사제도는 승진과 평가 중심으로 점수 따기 과열 경쟁으로 운영되는 부작
용이 있을 뿐 아니라 교직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지 않는 취약한 구조이므로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모든 교원의 전
문성을 신장시키는 인사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둘째,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단계에 적용되는 혁신 가
치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진단해보면, 다양한 혁신 가치 중 전략성과 체계성이 매
우 취약하다. 전략성 측면에서는 인사 혁신 목표 설정과 더불어 정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과 인사 혁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행 교원 인사제도의 경우에는 인사 혁신 목표
가 명시화되지 않았고, 인력 수급 계획 또한 정기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략성
이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체계성 측면에서는 인사 혁신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직무기술서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서는 직무기술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분야의 인사 혁신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교원 인사제
도에서의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 중 혁신이 시급한 문제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와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이 진단되고 혁신
이 시급한 인사 영역은 승진, 평가, 수급 및 정원으로 부각되었다(박영숙, 2019: 45). 전
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원인을 진단한 결과에서는 교육정책 추진
에 따른 다양한 업무 추가 및 복잡한 운영’ 과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발달체계 미비‘, ‘교원의 역할 및 직무 변화 요구를 반영한 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되었다(박영숙, 2019: 47). 환경 변화 시기에 직무 설계
의 경우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인사제도 혁신에서는 직무 재설계와 자격제도 개편
이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다.
넷째, 교원의 인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어 모든 교
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역적 상황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규
정된 수급, 교육·훈련, 임용, 승진, 전보, 보수, 복지·후생, 징계, 퇴진 등의 전 영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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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이 모호하고, 향후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권
한 위임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교원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거나 교
육부, 타 시·도교육청, 연구 기관 등 관련 집단과의 연계, 협력을 추구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사 혁신 조직 등의 기반에 주력할 필요가 높다.
다섯째,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 특정 영역에 한해 변화를 꾀하
거나 혁신을 이루기는 어려우며, 여러 영역이 다수의 법령에 의해 중첩되어 규정되어 있
다. 구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를 위해서는 교원 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체제로의
변화, 그리고 연수 결과와 자격 갱신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자격체계의 개선 등
교원 인사의 여러 영역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자격-연수-승진-평가 등의 인사 영역 간 연계를 지원하는 혁신 기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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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교원 인사
제도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청의 혁신 사례를 제시하고, 해외 사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의 혁신 사
례를 제시한다.

1

사례 분석 개요

가. 사례 분석 대상 및 선정 기준
국내 사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혁신 사례 2개를 선정하였다. 이들 2개
교육청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교육 활동 중심으로 인사제도 혁신을 최근 3년 이내에 추
진하였고 혁신 결과를 전국 시·도로 확산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원 인사 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
근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현장 교원의 요구 조사를 반영하여 교육현장에서 혁신이 필요
한 영역, 혁신의 방식과 접근법, 우려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 방안을 도출
하였다. 따라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리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는 교육
활동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들 2개 교육청의 공통점은 교원 인사 혁신의 원칙이 역량 있는 교
원이 교육활동 중심으로 전문성 신장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지향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혁신 방향과도 유사하다.
해외 사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의 4개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4개국에서 교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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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점은 교원의 직무 기준과
자격 기준, 역량 체계 등이 확립되어 있고,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이나 역량 개발과 자격체계를 연계하여 교원의 발달 단계
별 성장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에 두고
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나. 사례 분석 내용 및 방법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조직 구성과 역할,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
등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이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는 인사제도
혁신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했던 교육청 관계자와의 전문가 협의회 및 사례 집필을 통해
혁신 방안 도출의 과정과 방안의 내용, 현재의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 국가의 경우는 각국의 교육 인사 및 행정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혁신 영역인 수급 및 정원 관리,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직무설계, 혁신 기반 중에서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영역을 선정
하여 집필하였다. 또한 각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
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

국내 혁신 사례 분석 결과

가. 경기도교육청 혁신 사례11)
1)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배경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주민 직선 3대 교육감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인사제도 및
조직 개편’을 발표하였다(이인숙, 2019: 84). 혁신교육 운동으로 대표되는 경기도교육청
11) 경기도교육청의 인사 혁신 사례는 김영인 외 10인(2016) 연구 보고서와 이인숙(2019)이 본 연구의 일환
으로 추진한 교육정책포럼에서 혁신 사례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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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교육’이 교원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김영인 외 10
인, 2016), 이들의 자발성과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에 2016년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한 혁신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보, 신규 임용, 승진 등 다양한 인사
정책 중에서 특히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한 승진제도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승진
제도는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여 보수적인 방식으로 유지해 왔으
며,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승진제도 혁신에 관한 비전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
거를 두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했던 승진제도 혁신은 기능적, 부분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성찰도 승진제도 혁신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이인
숙, 2019: 88).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승진제도 혁신은 다음의 세 가지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김
영인 외 10인, 2016: 7).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혁신을 위해 미래 역량을 갖춘
교육공무원 임용제도와 교육자치의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승진제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자치 이후 시․도교육청의 교
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육의 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환경
의 변화를 고려한, 역량 중심의 승진제도를 만들어 학교 환경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교육 개혁의 추동력은 교원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여, 역량을 갖춘 교사들
이 우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만들어 단위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
다. 셋째, 이미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주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제도로 승진한 이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신뢰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방향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승진제도 혁신 방안 도출에 앞서 설문조사, 전문가 및 교원
간담회, 포커스 집단 인터뷰, 공청회 등 현행 승진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승진에 필요한 각 영역별 점수와 학교장의 직무 역량 간에 관계가
적고, 개인별로 승진 점수를 취득하기 때문에 교감과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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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한계가 있다는 점, 근무평정제도 및 선택가산점 제도는 학교 내 의사소통을 저해하거
나 직무 수행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김영인 외 10인,
2016). 또한 현행 승진제도에 관해 경기도 내 교원들은 승진 점수 방식과 교직 전문성과

의 관련성이 낮아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학교에 가장 적절한 교장 임용 방식으로의 변화
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공무원은 국
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바, 교육청 차원의 자율과 재량의 범
위가 제한적이고, 어떤 제도를 바꾸는가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정해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난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 제도
하에 승진을 준비하고 있던 교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객
관성, 타당성, 신뢰성, 선발의 효용성 등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쉽
게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영인 외 10인, 2016).
이처럼 여러 가지 난점으로 인해 혁신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승진제도 혁신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교원의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의 방향
과 혁신안을 도출하였다(김영인 외 10인, 2016: 145-147). 교원 승진제도 혁신의 방향은
근본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역량 중심의 교원이 승진하여 수업과 교육과정 전문가가
인정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가산점 중심의 제도가 아닌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와 교육청 단
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구분하였고, 단기 과제의 경우 장기 과제가 실현된다는
전제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성과 민주 시민성이 갖추어지면 미래학교에서 요구하
는 역량,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가가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정한 교원 승진제도 혁신의 원칙(김영인 외 10인, 2016: 148-149)은 첫째, 승
진에서 보직·전직의 개념 강화, 둘째, 점수 관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제도 개편, 셋째, 제
도의 신뢰 보호를 고려하면서 다수의 교사들에게 승진 기회 확대로 정했다. 관리자(교장,
교감)나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을 승진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선택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여, 보직 또는 전직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승진을 위한 점수를 관리하기보다는 관리자나
교육전문직의 직무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경력 발달이 필요하여,
교사의 직무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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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유의할 점은, 기존 제도를 통해 승진을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다.

3) 추진 내용 및 성과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연구(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교원 승진제도를 중심으로)를 통해 교원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방향성과 원칙을 수립하
였고,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다(<표 Ⅴ-1> 참조).

<표 Ⅴ-1> 경기도교육청 교원 승진제도 혁신안의 주요 내용
구분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혁신안

주요 내용

① 교감 자격 면접시험 강화 및
면접 대상자 확대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면접 과정 강화

② 특정 지역 교감우선 발령제

승진 예정자 대상 도교육청 지정 지역에 교감
우선 발령

③ 교감 근평 시 온라인 동료평가 반영

근무성적 평정시 온라인 동료평가 도입

④ 교육전문직원 직무전문성 강화

장학사(교육연구사) 3년 임기제 임용 등

① 교감 자격증 소지자 대상
교감공모제

열악한 환경의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시범 실시

② 신규임용 후보자 대상
교사공모제

열악한 환경 학교 대상 신규임용후보자 중
일부를 신규교사공모제를 통해 임용

③ 교사 대상 공모를 통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

교감자격 면접 대상자 선정 시 일정
비율은 공모방법으로 선발

④ 내부형(교사대상) 교장공모제 비율
교육감에게 위임

내부형 교장비율 교육감에게 위임

⑤ 교장임기 4+4제

공모제 임기를 교장임기에 포함
현직교사로 돌아오는 경우 지원

⑥ 교감·교장 리더십아카데미 도입

일정경력 이상 교사 대상 교감․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시행

⑦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

교원 임용 권한 교육청에 위임

비고
교육감
권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
시행
가능

법령
개정
선행
필요

출처: 김영인 외 10인(2016). pp.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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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원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단기 과제
교원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단기 과제로 ① 교감 자격 면접시험 강화 및 면접 대상자
확대, ② 특정 지역 교감 우선 발령제, ③ 교감 근무성적 평정 시 온라인 동료 평가 반영,
④ 교육전문직원 전문성 강화의 4개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단기 과제는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며 사전 고지와 공고 등을 통해 충분히 공유한 이후 연차적
으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교감자격 면접시험의 경우(김영인 외 10인, 2016: 153-156),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4항에 따라 필요 인원의 1배수 범위에서
순위 명부를 작성한 후,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해
왔다. 혁신 방안으로는 순위명부 작성 시 1배수 이상의 인원수로 면접 대상자를 확대하
고, 심층 면접 등 강화된 면접 방식을 통해 부적격자를 탈락시킴으로써 교감으로서 필요
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면접의 시간을 늘려 자
기 소개서의 소견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하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교장이나 교육
전문직뿐만 아니라 역량이 검증된 교사와 학부모를 추가하여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등 교원과 초등 교원을 상호 교환하여 교차 평가함으로써, 연공서열을 타파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 면접 및 포트
폴리오 평가,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전화 조사 등으로 전형의 단계를 구축하고 P/F 방식
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등 면접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2015년
부터 시행되던 것을 공식화, 정교화한 것으로, 변화된 제도를 경험한 교장, 교감, 교육전
문직원이 이전에 비해 민주적이고 친절해졌다는 평가가 있다(이인숙, 2019: 93).
두 번째로 특정지역학교 교감우선발령제(김영인 외 10인, 2016: 157-158)는 승진 예
정자 중에서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한 전보 희망을
받아 우선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로서, 특정 지역의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1~2년 내에 이동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4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거주지

에서 먼 곳으로 발령이 나거나 비선호 농․산․어촌 지역 학교로 발령이 난 경우, 또는 혁신
학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령 난 지 1년 만에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
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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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후 2017년 9월 1일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인숙, 2019: 94).
세 번째 혁신 방안으로 제안된 교감 근무성적평정 때 온라인 평가 반영(김영인 외, 10인
2016: 156-157)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장과 교육청에 주는 연공서열식 근무

성적평정에 의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식을 변경하여, 온라인 동료 평가의 점
수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인
성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온라인 동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절차와 범위,
반영 방법 등은 교육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안은 2018년 2월 28일자 기준 교감
근무성적평정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인숙, 2019: 94).
네 번째로 교육전문직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김영인 외 10인, 2016:
158-164)을 제안하였다. 현재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면 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있으나, 잦은 업무 변동과 짧은 직무 기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체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직무 전문성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는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이 승진의 지름길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교육행
정 전문가의 개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전문직을 3년 임기제로 임용하고
직무수행 평가와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임용 5년차부터는
교감 자격연수 면접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과 동시에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은
장학관으로 승진하여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교육청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두었다.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 업무는 일정 기간 이상 담당하도록 교육청 내부의
인사발령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장하였다.

나) 교원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① 교감 자격증 소지자 대
상 교감 공모제, ② 신규임용 후보자 대상 교사 공모제 시행, ③ 교사 대상 공모를 통한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 ④ 내부형(교사 대상) 교장 공모제 비율 교육감 위임, ⑤ 교
장 임기 4+4제 도입, ⑥ 교장 리더십아카데미 도입, ⑦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교육
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 등 총 7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김영인 외 10인: 173-174).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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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바와 같이 중․장기 과제는 상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단기 과제를 추진
한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7개의 과제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단위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한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교육의 안정성을 확대하고자, 공모제와 관련된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김영인 외 10인, 2016: 164-172). 먼저 학교 여건에 적합한 사람

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가 교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를 시행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 등 열악한 환경에 소재한 학교에서 2
년 이상 근무 가능한 경력 3년 이하 교감 또는 교감 승진 대상자에 한해서 교감 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특정 지역 학교의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더불어 이러한 학교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신규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일부를 공모 선발하
는 신규교사 공모제를 제안하였다. 다만 신규교사 임용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교육부
가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교감 공모제나 교사 공모제는 기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
는 방안이었다면, 교감과 교장의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
는 경로를 열어줄 수 있도록 교사 대상 공모를 통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발과 내부
형 교장 공모제 비율에 대한 교육감 위임의 2가지 과제(김영인 외 10인, 2016: 167-168)
를 제안하였다. 현재 교감으로의 승진 경로가 연공서열(근평 점수와 가산점 합계)을 통한
승진이 80~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문직을 통한 승진(10~20%)의 방식뿐인 점을 고
려하여, 일정 경력(20년 내·외)을 갖춘 교사 중에서 학생 지도와 교실 수업, 리더십 등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서가 아닌 공모의 방법으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혁신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장 공모제의
유형 중에서 내부형 비율을 확대하여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교장 인력 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내부형 교장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된 만큼, 시행령에 의해
내부형 비율이 공모학교의 15%로 제한12)되어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권
12) 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경우, 매학기 약 35개의 공모학교 중 내부형 공모는 15개 내외인데 이 중에서
15%는 사실상 학기 당 전체 교장승진 대상 학교수 100개를 설정하면 1~2개 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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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위임하고자 하였다. 이 방안은 일부 교원 단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였으나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율을 기존 자율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부터 적용되어 경기도 초등의 경우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내부형 공모제
지원 가능 학교가 늘어나게 되었다. 다만 교장공모제 비율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이인숙, 2019: 96).
다음으로 교장임기 4+4제(김영인 외, 2016: 169-170)는 총 8년의 교장 임기에 공모제
교장으로의 재직 경력을 포함하지 않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공모제도 교장 임기에 포함
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공모제가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
고 승진제로 임용된 교장은 4년 단임제로 운영한다. 교장의 임기는 A유형(승진 4년+공모
4년), B유형(공모 4년+재공모 4년), C유형(공모 4년+승진 4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

써, 승진제 임용은 총 1회로 제한하고 공모제를 의무화하여 교장 중임이 관행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만약 본인이 원하거나 공모에 실패한 경우, 평교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 지원하고 배려하여 교장을 보직으로 인식하는 문화를 유도하고자 하
였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장 리더십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경
험하지 못한 내부형 교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장 자격연수의 대체 또는 직무연수로서
활용하여 교장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였다(김영인 외 10인, 2016: 174). 현직 교장뿐만 아니라 교장을 준비하는 교감과 교사들
을 모두 아카데미 입학 대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존 승진제도가 아닌 새로운
경로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승진제도를 혁신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2017년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육감의 결정 하
에 실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무연수로 운영 중이다(이인숙, 2019: 97).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장기적 관점에
서의 혁신 과제를 제안하였다(김영인 외 10인, 2016: 171). 신규교원의 선발, 교장·교감
의 임용에 관한 권한이 교육부에 있어 교육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집행되고 시․도교육청
의 정책 방향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있음(이인숙, 201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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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질적인 지방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단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가 선
발․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였다.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 혁신 방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기존 승진제도 하에 소수의 교사들이 경쟁하는 체제를 혁신하고 지역사회와 학교
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 사회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개발하고 이
를 근거로 승진할 수 있는 체제로 혁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제안한 혁신 방안
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및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혁신이 시급한 영역을 중심으로 단
기 과제를 제안하여 인사 혁신의 가시적인 결과가 교육현장에 체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기 과제는 교육청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 제․개정의 문제임을 명
확히 하여, 필요시 교육부와 협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각의 혁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예컨대 17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자 협의회를 통한 정책 공조, 교육단체 및 시민 단체와의 연대, 교육부 법령 개정 건의,
국회 입법 발의 건의 등을 세부적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원인사과를 교원정책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교원정책기획팀을 신설하였으며(이인
숙, 2019: 88), 교원인사제도개선 TF팀 운영, 교원인사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는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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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원도교육청 혁신 사례13)
1)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배경
교원 인사는 교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활동과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초등교육에서는 학생 배움 중심 교육의 강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에 대한 장기적 관찰과 지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중등교육에서는 대학입시의
변화(학교생활기록부 전형 확대, 수능 절대 평가화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등 교
육과정 운영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 특히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율 운영 강화, 교장공모제 확대 등의 변화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교원 인사제도
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강
원도교육청에서는 2017년 「교육중심 교원인사제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활동 및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력

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교원인사제도”(이준희 외 16인, 2017: 122)이다.
지금까지의 교원 인사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 중심, 행정 중심 체제로 산업사회 시대
의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미래 사회에서는 현장 기반, 역량 기반의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학교체제에 부응
하는 교원 인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교원의 내적 동기에 관심을 두고 외적 보상 기반
의 인사체제를 교사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교육 중심의 인사제도로 변화해야 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 이와 같은 필요성을 토대로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중에서 임용, 승진, 전보, 전직의 네 영역에서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3)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방향
강원도교육청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현 교원 인사제도의 현황
과 쟁점을 분석하고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였다. 나이스
13) 강원도교육청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는 이준희 외 16인(2017)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재구성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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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자료, 학교 알리미 자료, 도교육청의 교원 인사 자료를 분석하여 실태를 확인하였

고, 2017년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교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이준희 외 16인, 2017: 65-87). 먼저, 임
용제도의 경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강원도 내 춘천교대에
수도권 출신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
우가 많았다. 초등의 경우 3년 연속 미달 사태로 인해 교사 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의 교원 양성 기관 졸업자가 다시 지역의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둘째, 전보의 경우, 점수제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기 어
렵다는 점, 전보 이동이 잦아진다는 점, 선호 지역학교와 비선호 지역학교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수업 시수의 차이, 생활 근거지와의 물리적 거리 등
으로 인해 비선호 지역으로 인식되어 2년 이내에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
고 있었다. 현 인사제도 내의 승진의 경우, 승진 가산점으로 대표되는 외적 보상 기제가
교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교감 및 교장 선발 체제가 객관성은 높을
수 있으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자율학교 15%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
막으로 전직은 교육전문직원 요구 역량 분석과 이에 따른 전형 방법 개발이 미흡하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 자유로운 전직 허용으로 승진 수단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의 내적 동기와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둔 교육중심 교원 인사제도
로의 개선을 주요 혁신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를 수립하였다(이
준희 외 16인, 2017: 126-128). 첫째, 현장 중심의 원리로서, 교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교육공동체의 형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교직원의 특성, 능력,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교육력 신장에 필요한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학교 구성원의 자
발적 참여와 지속적 학습을 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
한 인재가 지역을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역량 중심의 원리는 전문성과
타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위주의 인사제도가 아닌 역량을 갖춘 선발제도로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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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셋째, 성장․발달의 원리로서, 외적보상이 아닌 교원의 자발성 또는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인사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
루어져야 하는 지향점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3) 추진 내용 및 성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네 개의 인사 영역(임용,
승진, 전보, 전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방안을 다음의 <표 Ⅴ-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Ⅴ-2> 강원도교육청 교원 인사제도 혁신 영역별 내용
인사 영역

단기 방안

중장기 방안

임용

∙ 신규교사 임용 지역트랙제
∙ 강원도교육청 연어프로젝트 확대, 강화

∙ 지역사회학교 또는 마을학교 관점에서 접근
∙ 교·사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 타 시·도 경력교원 일방전출 후 10년 의무
복무제
∙ 교원양성과정 인적자원 투자

승진

∙ 교장공모제 활성화, 내실화
∙ 승진형 교장제도 개선

∙ 역량 기반, 현장 기반 선발 과정을 통해
적합한 교장 선발

전보

∙
∙
∙
∙

정기전보 주기 관련 개선
합리적 전보기준 적용
전보 방법의 다양화
교육 활동 클러스터 제도 도입

∙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순환의무
근무제도 도입
∙ 비선호 지역 수당 도입 및 현실화

전직

∙
∙
∙
∙
∙
∙

트랙의 다양화 및 세분화
응시 자격 완화 및 심층면접 강화
심사위원 다변화
전문성 검증 강화
중간 평가 실시
직전 연수 강화

∙
∙
∙
∙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직무표준화
교육전문직

인식변화 도모
프로그램 개설
및 평가준거 개발
다단계화

출처: 이준희 외 16인(2017), pp. 129-156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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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용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14)
강원도교육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교사 임용 지역 트랙제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3개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데, 특정 지역에서의 8년 의무 복무 사항을 담고 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29-130).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교육청의 연어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데, 이는 강원 출신 학생이 춘천교대에 진학하는 비율을 늘려 졸업 후 다시 강원 지역
교사로 발령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다. 현재 수시 지역 인재 전형을 56명에서 72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0).
중․장기적으로는 교․사대 지역 인재 전형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역형 트랙에 한해 중․초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시․도교육감이 갖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타시·도
경력 교원을 일방 전출 받아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강원도형 교사 인재를 육성하도록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등
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방안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초등교원의 미달 사태를 방지하려
는 목적을 담고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학교 또는 마을학교의 관점에서 접근
하여, 근무기피지의 경우 지역에 애착을 가진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되어 지역사회의 중
추로 학교가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나) 승진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15)
승진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점수나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학교 관리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은 교원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이나 방식에 따라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개혁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
적인 제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승진제도 개혁을
위해 투 트랙 전략과 제도의 층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투 트랙 전략으로 교
장 승진제도에서는 나름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교장 공모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방
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한 제도로의 변화
를 추구하는 것이 제도의 층화 전략이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2).
14) 이준희 외 16인(2017), pp.129-131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5) 이준희 외 16인(2017), pp.132-139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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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기적으로는 교장 공모제 활성화를 통해 승진제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 제한 규정을 폐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장 공모 절차를
내실화하여 ‘교육청 주도 협력형’으로 개선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교장의 공통 역량을
교육청 주도의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2단계는 학교가 주도하
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이준희 외 16인, 2017: 134). 현재 운영 중인 승진형 교
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타당한 선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명부 순위 점
수와 2차 시험(면접시험 등)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함으로써 평점 점수의 영향력을 낮추
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재의 법령 개정을 다음의 <표 Ⅴ-3>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Ⅴ-3>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관련 법령 개정안
법령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현안

개정안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④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
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 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
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④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
하는 경우 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국립·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 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
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관할 교육
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
에 관한 면접시험 등을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로 합산하여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출처: 이준희 외 16인(2017). 136쪽의 표를 재인용함.

또한 교감과 교장의 직무역할과 역량을 명확히 하고 이에 적합한 교장을 선출하는 역
량 중심의 선발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준회 외 16인, 2017: 134). 강원도 특성에 맞
는 교장 역량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 학급이 많은 지역의 특성
은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과 구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발
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나 타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판조회 등을 검토하여 적
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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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보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16)
「교육공무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교사들의 전보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상 근
무 시 정기 전보를 허용하고 있으나, 비선호 지역에서는 교원의 잦은 전보로 인해 학교와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의 안정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 전보
연한을 2년으로 정하거나 장기 전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
고 합리적인 전보 기준을 적용하여, 가산점에 치중한 전보 점수의 산출이 아니라 필요
교원의 적재적소 배치, 단위학교 교육력 신장을 위한 합리적 전보 기준 등을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의 경우 소규모학교의 교사 중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간 클러스터제를 통해 교과를 결정하고 겸임을 상호 지원할 수 있
다. 이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겸임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
로 겸임교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간 격차는 강
원도교육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순환의무근무제도 도입, 비선호지역 수당 도입
및 현실화, 전보제도와 수당제도의 연계 등을 장기방안으로 제안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전직제도 혁신을 위한 방안17)
교육전문직의 업무 특성,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을 조사하고 근무 기간의 영속성을 고
려하여 교육전문직군의 유형을 다양화,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대적 및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교육전문직을 재구조화하고, 단위학교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역할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무 영속성에 따라 교원으로의 전직을 구조적으
로 제한하기 위한 영구 전문직형과 승진이 아닌 보직의 개념을 담은 순환 보직형으로
다양화한다. 그리고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나 일반 전형으로 선발
되기 어려운 특수 영역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전문 전형을 신설한다. 이와는 달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지역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6) 이준희 외 16인(2017)의 140-144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7) 이준희 외 16인(2017)의 145-156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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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응시 자격 완화 및 심층 면접 강화, 심사위원 다변화, 전문성 검증 강화 등
선발 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고, 직전 연수를 강화하여 적합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원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
육전문직의 직무를 표준화하고 기준을 개발하며, 직무 평가를 위한 준거를 개발하는 등
교육전문직에 필요한 직무 설계,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제공, 그리고 평가를 위한
체제 구축 등 체계적이고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를 위한 혁신을 지향하며, 혁신의 목표는 교
원의 전문성과 자발성, 학생의 학습권, 학교교육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
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17년 정책 연구를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긴 하였
으나, 현재까지 이들 방안의 추진 결과나 성과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지향점인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유사한
맥락 하에 도출된 혁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강원도교육청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중심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지향하고 있고, 능력 있는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교
육의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새로운 혁신
방안이 충돌하지 않도록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 제도를 개선
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승진제도 혁신을
위해 투 트랙, 층화 전략에 따라 기존 교장 승진제를 개선하고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
는 방향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은 강원도
교육청이 의뢰하여 수행한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며, 혁신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
을 위해 교육청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교원정책과를 신설하였다. 교원정책 기획을 위한
교원정책담당팀에서는 교육 중심 교원 인사 혁신 추진단 운영, 인사관리규정 혁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강원
도교육청 홈페이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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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혁신 사례

가. 미국 혁신 사례18)
양성 단계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교사 대부분은 학생을
가르칠만한 역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
식의 극복 방안으로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한 전직 및 현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은 2002년의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과 2015년 통과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근간을 두고 있다. 기초 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 및 학생의 교육 성공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설정한 것에는 다소 논란이
남아 있으나, 책무성에 기반 한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 효과성과의 관계(허주, 2019) 속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프로젝트
가) 연방정부 차원의 노력: ConnectED와 Future Ready School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ConnectED 정책은 모든 교사가 IT기술 활용 능력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ConnectED 정책을 교
육구 차원에서 구체화한 정책인 Future Ready School은 ‘연결성(conectivity)’을 강조하
며 효과적인 디지털 학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지역의 모델학교이다. 첨단용 학습 환경
생태계의 기반 구축과 교사역량 개발을 위해 교사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디지털학습과
관련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박종필,
2016).

18)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신라대학교 김희규교수님께서 집필한 김희규(2019), “미국과 싱가포르의 교원 인
사제도 혁신 사례: 생애에 걸친 교원 전문성 개발 및 지원 사례”를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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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 사례
민간 차원에서 미래학교를 추진한 사례로는 Microsoft사가 지원한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교육구의 School of the Future(SOF)와 School 2.0 운동으로 잘 알려진

크리스 레만(Chris Lehmann)이 초대 교장을 역임한 Science Leadership Academy(SLA)를
들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개
되는 인프라 구축과 교사 역량 개발,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의 사례이다(박종필, 2016).
특이점은 지역사회 또는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bottom up식 교육 혁신과 함께
새로운 교육 방법·철학·기술을 활용하는 교사 재교육 및 교사양성 교육을 강화했다는 점
이다. 이 밖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사회·감성 능력 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2) 교원 양성 기관의 질 관리
가) 교원 양성 기관 개혁을 촉진하는 ‘모든 학생의 성공법’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수정 법안인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의 도입으로, 획일적인 정책 목표를 완화하고 각 주 및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염철현, 2016; Mitra, 2017). 특히 ESSA으로 인해, 교육과정 및 선발 제도,
전반적인 교육 기관의 사업 모형 등 근본적인 개혁 시도가 가능하였다. 기존의 엘리트
교육기관 유지, 안정적 교사 수급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집중하여, 입학 및 졸업
요건 강화, 질 높은 교육과정 구성 등 양성 기능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실행 과정에서 주 정부는 교사 양성 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예비
교사들이 ‘임상 훈련’을 수료하고, 교사 자격증 소지의 효능성 입증과 석사 학위 수준의
능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있다(김지혜, 2019). 한편, 교원단체에서도 교사 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우선 지적한 후, 일선 교사와 학교의 책무성 또한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주도로 결성된 교육 관련 연합체에서도 교사
양성 과정의 고도화, 양･질의 교원 연수 및 승진 다양화 등 교직의 현대화와 개선을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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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네소타 주 교원 자격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교사교육의 개혁 방안으로 우수교사의 교원 자격 기준을 재정·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원 직전교육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
고 있다(박선형·정영수, 2005). 미네소타 주(State of Minnesota)에서의 정규 교사 자격
은 1급에서 4급까지의 다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안적 교사 양성 과정
(alternative teacher preparation program)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도 있다(김현준, 2017c).
구체적으로 1급 자격증은 교수 과목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5년 이상의 현
장 경험자가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취득할 수 있고, 2급 자격증은 교사 양성 기관에서 발
급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심사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3급 자격증은
2급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간 교육 경력이 있으며 교사 평가를 받은 자가 취득할

수 있다. 4급 자격증은 3급 자격증 소지자 중 미네소타에서 3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
야 하며, 교사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김현준, 2017c). 정규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 이외의 대안적 교사 양성 과정(alternative teacher preparation
program)을 통해 비교적 단기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김현준, 2017c; The
Washington Post, 2015).

4) 교원 자격연수19)
미국의 교원 자격연수는 주별, 지역 교육구별로 다양하며 별도의 표준화된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은 없다(김희규 외 2인, 2016). 일반교사를 위한 연수는 의무 연수제도 보다
교사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 연수․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국가 주도에 의한 연수보다 대학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
램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던 대학(Walden University)에서는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접 연수를 받으면서 바로 수업에 적용하여 보
고 메타 컨설팅 및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는 실천 연수로 진행한다(김희규 외 2인,
2016).

19) 관련 내용은 김희규 외 2인(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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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에서 10시간 정도의 대학 수업 참여를 1학점으로 계산하
여 누가 합산하고, 5년마다 6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 구에서 마련한 교원 연수 프로그
램 중에서 주 정부로부터 평가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을 180시간 참여하여 교사 자격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이윤식, 1993).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학점을 이수하
게 해서 학점 취득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특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점 취득과 석사학위 취득을 연계․활용할 수 있다(김희규 외 2인, 2016). 대학
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들
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김희규 외 2인, 2016).

5) 교원 직무연수
미국 교원 연수의 대표적인 특징은 각 주나 지역 교육구별로 다양한 종류의 연수 프로
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교사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
다는 점이다(김희규 외 2인, 2016).

가)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미국 공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교사의 질이 낮다는 것과 경력이 많고 능력 있는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현직 교사의 전문
성 개발의 차원에서 다양한 교사 연수가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교사 연수의 특징을 연구한 학습정책 연구소(Learning
Policy Institute, LPI)와 공교육센터(Center for Public Education, CPE)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를 교사 연수의 성공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김현준, 2017b).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동료 또는 수석교사에게 코칭(멘토링)을 받는 방식으로 교사 개
인 전공 분야의 내용을 실제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유도하고 있기에 기존의 전통적 연수보다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교사 연수 가운데 지속적이고 실습 위주의 협동을 강조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형이 효과성을 입증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뉴저지 주(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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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New Jersey)와 같은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전문 학습공동체 지원금’을 마련하여 지

원하고 있다(김현준, 2017b).

나) 교사 자발성 및 비공식성에 기반 한 전문성 개발 캠프
2010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에드캠프(Edcamp)는 사전에 정해진 형식적 틀에 의해

진행되기 보다는 교사들이 모인 후, 가르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세션을 만들고, 즉석에서
홍보를 하여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동료 교사가 만든 세션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식으
로 운영 되었다. 즉, Edcamp는 프리젠테이션(발표)이라기보다 대화에 더 가까운 형태로
문제 해결의 즉시성을 반영한 설계로, 주제의 시의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고 있다(The
New York Times, 2018.06.05.자). 미국의 교사 연수는 자발성에 기인하며 별도의 참여

적 유인기제가 없다. 연수 참여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은 없고, 교사는
개인의 연수 및 연구기록을 누적하여 다른 학교에 채용될 때나 승급에 활용하고 있다(김
희규 외 3인, 2015).

6) 교원평가(능력개발평가)
가) 펜실베이니아 주의 교원 평가 사례
미국의 교원 평가는 주 정부 차원에서 교원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의 운영 방식 또한 주별로 상이하다. 펜실베이니아 주(State of
Pennsylvania)의 경우, 교원 평가는 평가 대상자의 전문성 개발에 목적을 두고 활용되고

있다. 교원 평가의 대상자는 학교 행정가(principals), 수업교사(classroom teachers, 교
과 담당교사), 비교과전담교원(non-teaching professionals)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별로
평가 내용은 상이하다. 교과 담당 교사 외에 학교 행정가군은 교장, 부교장, 교감이며,
비교과전담 교원 군으로 교육관련 전문가, 교수·학습 전문가, 행정 인력 및 장학사 등을
들 수 있다.
평가 방법은 주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평가 매뉴얼과 관련 양식을 개발하여 공유한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평가 담당자는 평가 관련 양식을 활용하여 대상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자료는 관련 면담, 만족도 조사, 관찰 및 면담, 서류 등으로, 수업 교사의 경우, 수업

178

Ⅴ.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에 관한 평가를 위해 수업 관찰,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면담, 관련 서류 평가, 지역사
회 피드백, 자기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그리고 평가 결과 척도는 학교 행정가,
수업교사, 비수업 교원 모두 우수(Distinguished), 양호(Proficient), 개선 필요(Needs
Improvement), 기준 이하(Failing)의 4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교육 구 및 학교는 평과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교원들의 수준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 조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양호 수준의 평가를 받은 교원에
게는 부족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료 코칭 및 자기 주도적 멘토링을 제공한다. 각
교육 구 및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하며, 주 교육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반면,
교원 평가 결과가 개선 필요 및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법에 의거 역량 증진 계획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을 설정하고, 해당 사항에 부합되는 전문성 개발 프

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포함해야 할 역량 증진 계획 내용
과 이수해야 할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시간 등은 개인별로 상이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원 평가 결과 후속 장·단기 심화 연수와 유사하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
담당 직무를 잠시 중단하고 할당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평가 결과를 향상시켜야
한다(김지혜, 2018).
특이점으로 학생의 학습 및 생활 만족도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도를
주 평가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015년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서명
이후, 교원 평가 방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규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많은 주가 학생의 학
업성취 향상 수준을 교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안을 재고하고 있다(Croft, Guffy, &
Vitale, 2018). ‘부가 가치형(Value Added Model)’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업 성과 향상에 대한 교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김이경, 2011). 따라서 교원들
은 학업 성취 측면에서 학생의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7)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의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양성 과정의 질 관리 차원에서 주정부의 교사 양성 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
을 강화하고 있다. 예비교사의 ‘임상 훈련’ 수료, 교사 자격증 소지의 효능성 입증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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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준의 능력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교원 양성 평가의 경우 정원 감축의
기능으로 인해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의 기능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장 친화적 측면에서 수습교사제 도입과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교원양성전문대학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 자격 체계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의 단계를 거치는 우리나라의 자
격체제와는 달리 다단계 교사 자격 갱신 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미네소타 주의 경우,
정규 교사 자격은 1급에서 4급까지의 다단계 체계로 되어 있고, 대안적 교사 양성 과정
을 통해 단기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특히 3, 4급 과정은 교사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되, 4급 자격증은 매 5년 마다 갱신을 할 수 있다. 단, 자격의 다단계를 택하
고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교사 부족 현상 예방/해결책, 입직 초
기 중도 탈락의 최소화 및 인력 공급의 안정화 차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원
전문성 개발의 의미 부여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현직 연수가 교사 전문성 신장의 유인 기제로 활용되는 별도 인센티브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신분의 특성상 개인의 연수 및 연구 기록을 누적하여 다른 학교에 채용될
때나 승급에 활용되고 있다(김희규 외 2인, 2016). 따라서 직무연수의 경우 전문성 개발
차원에서 개인별 직무연수 및 대학원 학위 과정 등을 학점으로 하여 승급에 반영하는
구조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교원 평가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주에
서는 교원 평가 대상자로 비교과전담교원(학교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적
책무성 관점에서 행정 직원의 지원 업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또한 미국은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를 전문성 향상의 유인 기제
로 활용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처럼 교원 능력 개발의 준거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교원의 발달 단계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
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불신에 기반 한 단발적인 수행 결과로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학생 성공에 기여한 성취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한다.

나. 싱가포르 혁신 사례
싱가포르는 ‘덜 가르치고, 더 많은 학습(Teach Less Learn More)’의 ‘교육비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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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ICT 활용 교육, 교원
전문성 함양 등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결과에서 읽기, 과학, 수학

의 성적이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교육 강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OECD, 2016).
이처럼 학생 역량의 우수성은 교사의 역량에 기인되는 바, 싱가포르는 교사 전문성 개발
의 핵심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가치(value)로 설정하고, 교수 전문성(Teaching
Professional)의 가치는 학생 중심, 교사 성장을 통한 정체성 확보,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에 두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화총학원(Hwa Chong Institution)
싱가포르 교육부는 2008년 화총학원(Hwa Chong Institution, 이하 HCI)의 화총고등
학교(Hwa Chong High School)와 화총대학교(Hwa Chong College) 등 최초의 미래 학
교를 설립하였다. 미래 학교 HCI는 싱가포르의 미래 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덕(德), 지(知), 체(體), 군(群), 미(美)의 전인 교육을 지향하는 홀리스틱 교육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홀리스틱 교육 모델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적 사고
(creative thinking), 그리고 배려하는 사고(caring thinking)를 강조하고 있다(백선희,
2018).

화총학원은 싱가포르 교육부와 싱가포르 인포콤 개발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역량 고취를 위한 ICT를 교

육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HCI는 상향식 제안과 하향식 지원
(bottom-up initiative, top-down support)의 통합적 체제를 통해 ICT 교육의 내실 있

는 운영을 유도하였다. 교사들은 대안적 교수법의 모색 차원에서 ICT 기반 수업의 촉진
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백선희, 2018).

2) 교사의 양성과 임용
싱가포르는 국립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에서 모든 교사의 양성
과 임용, 전문성 개발, 승진 트랙 연수 등을 전담하는 교사 양성 임용의 일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입학과 동시에 임용 과정이 연계되어 입학 초기부터 교사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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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교육원의 입학은 곧 학생 교사(Student Teacher)인 예비교사를
지칭하며, 싱가포르 교육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대학생활을 한다.
국립교육원(NIE)은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 속해있지
만 독립적인 학사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립교육원 입학 경로는 대학 졸업자를
위한 1년제 디플로마 프로그램(1-year Postgraduate Diploma in Education(PGDE) for
graduates), 4년제 학사 프로그램(4-years degree BA/BSc(Education), 고등학교 졸업자

를 위한 2년제 디플로마 프로그램(2-years Diploma Programme for high school
graduates)의 세 가지 경로가 있다(박영숙 외 7인, 2017).

3) 교직 발달 단계별 전문성 개발
싱가포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은 교사의 경력과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3단계로 [그림
Ⅴ-1]과 같이 추진한다. 싱가포르 국립교육원에서는 교사 경력별 전문성 개발 모형
(Career Tracks for Teachers)을 구안하여 교사가 ‘전문교사 트랙(Teaching Track)’,’

관리자 트랙(Leadership Track)’, ‘전문가 트랙 (Specialist Track)’의 세 가지 과정 가운
데 하나를 교사 초기부터 선택해 자신의 승진 과정을 관리하며, 진로를 선택한 이후 변경
도 가능하다.

[그림 Ⅴ-1] 싱가포르의 경력별 교원 전문성 개발 시스템 (Edu-Pac)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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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문교사 트랙(Teaching Track)은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교수 능력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직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경력 관리를 하는 교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교사 트랙은 선임 교사(senior teacher), 리더 교사(lead
teacher),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최고 마스터 교사
(principal master teacher)의 4단계 지위를 얻게 된다. 전문교사 트랙의 교사들은 선임

교사 및 마스터 교사를 통해서 경력 향상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선임 교사는 교당 최
대 40%까지 선발 가능하며,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유사한 마스터 교사는 학교가 아닌 학군
(Cluster) 단위로 3~4명씩 선발한다. 리더 교사는 자신이 소속된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군 단위에서 교과목별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을 지도한다. 전문교사 과정 중 최고 직급인
최고 마스터 교사는 학교 및 학군을 넘어 국가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관리자 트랙(Leadership Track)은 학교와 교육부에서 리더십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장(subject head)이나 학년부장(level teacher)에서
장학관(direct-General of Education)에 이르는 8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평교사는 교감,
교장 등을 거쳐 지역 감독관(Cluster Superintendent)으로 승진 경로를 거치게 되며, 교육
부에서 주요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까지 승진할 수 있다.
전문가 트랙(Specialist Track)은 깊은 지식과 기술이 교육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전문화된 분야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가 트랙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
식과 기술을 겸비하는 것으로 선임 전문가 1(senior specialist 1) → 선임 전문가
2(senior specialist 2) → 리더 전문가(lead specialist)→ 책임 전문가(principal
specialist) → 최고 전문가(chief specialist)까지 5단계에 걸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교

육과정과 강의 계획, 교육 심리학과 지도, 교육 평가와 측정, 그리고 연구와 통계 분야를
담당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세 가지 교사 전문성 개발 경로는 경력별 자격과 기준이 충족되면
서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전제상, 2019; 김희규, 2016).

4) 교직 발달 단계별 전문성 개발 모형
싱가포르의 교사 전문성 개발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
이 싱가포르 교사의 교수 실천 모형(The Singapore Teaching Practice, STP)이다.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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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초･중등학교는 STP 모형에 의해 교원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형은 [그림 Ⅴ
-2]와 같이 싱가포르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모형의 내용은 교육학적 실천(pedagogical practices)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과 학습의 이해(understanding students and learning), 교과 및 목적의 이해
(understanding subject matter and goals), 교수 이해(understanding teaching)의 세

가지 원리와 싱가포르 교육과정 철학(Singapore Curriculum Philosophy)이라는 단일
배경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Ⅴ-2] 싱가포르 교사의 교수 실천 모형
출처: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2019)

싱가포르 교사의 교수 실천 모형은 교육학적 실천 내용을 기반으로 교사가 학생 지도
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떠한 반성적 성찰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방향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학적 실천 내용은 긍정적인 교실 문화,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피드백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교사
가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네 가지 영역별로 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전제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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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20)
싱가포르의 사례 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전문성 개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0년 21세기 교사 교육 모형을 통해 전문성 개발 기준과 실천 전략
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교사 전문성 개발 기준의 모형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장 교사
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전문성 개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기준에 관한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교직 사회 구성원에게 의미 있는 전문성 개발 모형이 개발･안내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개발 기준에 관하여 교사들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단계별,
경력별, 자격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준의 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전문성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직 교사의 경력별 특징을 반영하여 단계
별로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문교사 트랙, 리더십 트랙, 전문가 트랙
으로 세분화하여 교사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수직과 관리직에 대한
이원체화 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교수직과 관리직의 이원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교수직 및 관리직의 전문성 단계별 다양화 정책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 전문성 개발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립교육원과 싱
가포르 교사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 기반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방법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연수체제에서 학교 중심의 연수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중심의 연
수체제는 현직 개별 교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되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같은 협력적
연수를 장려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방식을 인정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 핀란드 혁신 사례21)
1945년까지만 해도 핀란드는 인구의 60% 이상이 임업 및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20) 이하의 전문성 개발은 전문성 신장의 의미로 기술한다.
21)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경희대학교 김병찬교수님께서 집필한 “핀란드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확보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지원을 중심으로”을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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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지 않았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이 2~3년 과정의 공민학교
(civic schools)를 졸업하고 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학교인 문법학교(grammar schools)에는 25%의 학생만이 진학하였다(정일용, 2012). 당
시의 핀란드 교육은 11세에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여부가 결정되는 정통적이고 보수적
인 ‘복선제’ 체제로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체제가 1963년 핀란드
의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정책의 한 방안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으로서 큰 변
화를 맞이한다(Sahlberg, 2015). 핀란드 교육 개혁의 시작점이자 현재까지 50년간 핀란
드가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교육 개혁 정책들의 뿌리가 되는 종합학교 체제 도입이 공교
육 강화의 일환으로 1963년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종합학교 도입은 기존의 핀란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큰 사안이었는데도 불구
하고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기존의 이원적 체제의 교육제도는 사회적 계급을 양산할 수 있으니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가 주도 하에 중앙 집권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김병찬, 2011).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 6년의 의무교육이 9년으로 연장되었고, 초등학교와 공민학교 및
문법학교가 종합학교로 통합되면서 교육과정 또한 이원적 체제에서 기초교육 9년 과정
으로 통합된 것이다. 핀란드의 교원 인사제도 관련 혁신 사례는 위와 같은 교육 체제 변
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확보 사례
종합학교 개혁 정책으로 인하여,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인 공민학교 및
문법학교가 종합학교라는 단일체제로 통합되면서 종합학교로의 교사 배치와 교사 양성
문제는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종합학교는 7~16세의 서로 다른 학업 능력과 특징,
장애를 가진 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게 됨으로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통합성을 높이려
는 시도가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했
고, 핀란드는 이러한 이질적인 학생 집단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
를 교육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강영혜, 2007). 핀란드는 이 사안을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혁안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1971년의 교원교육법(Teacher Education Act 1971) 제정이다. 기존에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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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사범대학(teacher colleges)에서 양성하고, 중‧고등학교는 일반대학(universities)
의 학과에서 양성하였기 때문에 교사들 간 교육 연한과 수준이 통일되지 못하였다. 이러
한 체제를 종합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의 교원 모두를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맡아
양성하게 하고, 학급 교사와 과목 교사로 분리 양성하기로 한 것이 1971년 제정된 교원
교육법의 핵심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1979년에 시작된 교원 양성 및 연수 개혁이다. 종합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모두를 위한 학습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했으며, 실제 교실에서 교수
해야만 했다. 이런 현실적 문제는 1979년 교원 양성 및 연수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 개혁
의 핵심은 연구 기반 학습(research based learning)과 교수법 개발 강조에 있었는데
(OECD, 2014)22), 이는 핀란드 교육 향상의 주요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교사에게 높은

교육적 지식을 요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사 학위를 석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Pertti Kansanen, 2003).
교원들과 관련하여 종합학교 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교사
들의 공식적인 지위(positions)에 대한 문제였다(Erkki Aho 외, 2006). 당시만 해도 교사
들의 고용 형태가 복잡하였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
데, 최초의 단체 교섭 계약은 1971년에 이루어졌다(Erkki Aho et al., 2006). 이러한 과
정을 거쳐 현재 핀란드 교원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핀란드는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합 행정과
통합 자치를 하는 나라이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을 채용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9). 따라서 지자체에 따라 교원 충원 상황이 달라질 수 있

으며, 교원의 봉급도 차이가 난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연합에서
균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22) 교사의 연구 기반 학습은 전공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습득, 교수법을 익히고 개발, 교직실무를 경험하고,
교원모임에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활동 등을 포괄한다. 학사에서 석사과정의 학위를 받기까지 대략
5~7년이 소요된다(Sahnberg,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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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 교원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 사례23)
핀란드에서 교원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전념 여건 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여섯 가지 사례를 기술한다.

가) 교육기관 종사자 질 향상 프로그램(OSAAVA 프로그램)
핀란드 교육부에서는 핀란드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OSAAVA (Opetustoimen
henkilöstön ammatillisen osaamisen varmistaminen-핀란드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9). 이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행정 담당자들 역시 체계적인
현직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박영숙 외 4인, 2015: 137).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
은 고등교육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데, 특히 교사를 포함한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37).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의 개인 및 공동체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모범 사례를 서로 배우는 과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개인 역량 개발 과정
에서는 리더십 역량 및 신임교사를 위한 멘토링을 강조하고 있고, 공동체 역량 개발 과정
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모델 및 실행 계획 구안 과정에서 각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37).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등과도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련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
다(박영숙 외 4인, 2015: 137).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각 지역의 지자체, 지자체 연합, 사립학교 운영 담당자, 국립학교
운영 담당자 등 지역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은 의무적으로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도 교원
들의 참여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165; 박영숙 외 4인,
2015).

23) 본 절의 내용은 김병찬(2012)의 ‘핀란드의 교원현직교육 특성 분석’의 일부를 수정, 발전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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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를 위한 개혁적 현직교육
(Reformative in-service education for teachers, RINSET)
1990년대부터 핀란드에서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교육행정체제

로의 전환을 계기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강조하였다(김병찬,
2012). 이는 각 학교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학교 주도적으로 내적으로

통합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정책적 변화 흐름을 반영한 변화라고 할 수 있
다(박영숙 외 4인, 2015).
RINSET 프로그램은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데, 변화된 정책에 따른 학교

주도의 대응 역량을 기르고, 교원들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
병찬, 2012; 박영숙 외 4인, 2015: 137).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점검하고 교사들의 교육적 사고와 실천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에서는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김병찬, 2012). 이
론적인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혁신적인 이론과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실천적인 측면
에서는 기존에 혁신적인 실천 노력을 한 동료교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제 교실 현장에서
혁신을 도모하였다(김병찬, 2012).
또한, 이 프로그램은 대안적 교육 이론에 기반을 두고, 핀란드 종합학교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역량을 길러 줌을 목표로 한, 1년 과정의 프
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팀별로 이루어졌는데, 각 팀에서는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을 지고 운영하며, 팀원은 대략 1명의 학교 교장, 9명
의 프로그램 경험 교사, 시교육국 담당자, 연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서는 교사의 발달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김병찬, 2012). 이러한 사회 및 문화적 맥락과 아울러 교사들 상호 간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시한다. 또한 교사들이 처한 실제 상황 및 맥락에서의 생태학적 측면도 고려한다
(김병찬, 2012).

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2014년을 기준으로 초ㆍ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약 3%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나

핀란드어가 아닌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다(김정원 외 3인, 2011).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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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핀란드 정부에서는 이들 역시
장래의 핀란드의 인력으로 보고 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Tuomi,
2014: 296). 일례로 핀란드 중부 지역에 위치한 위바스킬라(Jyväskylä) 시의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이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이다(Tuomi, 2014)(김병찬, 2012;
김정원 외 3인, 2011)
이 컨설팅 프로젝트는 협동적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토론을 핵심 특징으
로 하는데, 교육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과정으
로 이루어져 있다(김정원 외 3인, 2011; 김병찬, 2012). 위바스킬라 시의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교사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다양성에 기반 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내도록 교사들을 자극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컨설팅에 참여한 자원 봉사자들은 초등교사, 중등교사, 특수교사, 정년퇴임한
교사, 교사 훈련 기관 담당자, 예비교사 등 다양하였다(김병찬, 2012).
컨설팅은 1주일 간격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약 네 번에 걸쳐 추진한 후, 1일 동안
의 세미나를 통해 최종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정원 외, 2011). 참여한 교사들
은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발표자
들은 참석한 교원들을 자신들의 학급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사용한 티칭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한다(김병찬, 2012). 참석 교원들 역시 서로 하나라는 동료 의식을 느끼며,
각자의 자료와 전문성을 서로 나누는 협력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냈다. 컨설턴
트가 제안해 준 방법들은 컨설팅을 의뢰한 교사들에 의해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고 평가
된다(김정원 외 3인, 2011; 김병찬 2012).

라) 대학과 연계한 물리교사 현직교육 프로그램(ITPT 프로젝트)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교사교육학과 및 물리학과는 학교에서 물리교사들의 실험 역량
을 길러주기 위해 연합하여 물리교사 현직 연수(In-service Training for Physics
Teachers, ITPT)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Lavonen et al., 2004). 이 프로그램

은 국가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의 요청에 의해 헬싱키대학 물리학과
가 주관을 하였다(김정원 외, 2011). 이 프로그램에는 핀란드 전국에서 1차 145명, 2차
83명의 중등 물리교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참석자 규모는 핀란드 전체 물리교사의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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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해당한다. 참여한 교사들은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였
으며, 공동 관심사를 함께 탐구할 세미나 그룹도 만들었다(김정원 외 3인, 2011; 김병찬
2012).

교원 연수는 원격교육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스터디 그룹은 각 지역에서 운영되었는
데, 본부 측에서 각종 자료와 보고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온라인 기반 하
에서 이메일, 채팅, 개별적인 상담 등을 통해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각 그룹의 필요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김정원 외 3인 2011). 소그룹
활동이 ITPT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주어진 과업 실행과 관련하여 스터디 그룹
내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은 참여한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수활동 및 지식적 신념에
대해 철저하게 성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신
념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실천을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김정원 외 3인 2011;
김병찬, 2012).
이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물리 수업에서 실험의 역할이었다(김병찬, 2012). 실험의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 실험 및 실증 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기반이 될
만한 연구 논문도 함께 다루었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은 서로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구성주의나 사회적 구성주의와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
관점이 적용되었다(Lavonen et al., 2004: 312-314를 인용한 김병찬, 2012).

마) Educluster Finland 프로그램
Educluster Finland(이하 ECF)는 교육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의 교육전

문가 조직으로 영리 민영 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위바스킬라대학에서 주관하고 있으
며, 위바스킬라 지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교육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교육 및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
여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ECF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 내의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제프로그램이다(http://www.educlusterfinland.fi)
이 프로그램에서는 핀란드의 교육 노하우 적용을 통한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또한 교육 인프라 개발, 조직 변화, 전문적 역량 구축,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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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기관과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
양한 분야의 교육 및 개발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교사교육 개발, 특수교육 개발, 교육
측정 및 평가 개발, 진로지도 개발, 교육과정 개발, 교육 리더십 개발, ICT 및 교육공학
활용․개발, 국제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
그램은 동부 및 남부 유럽, 중부 및 남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과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정책 개발과 인적 자원 개발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정책 개발 프로그램은 교육제도 구축과 교육 개혁 등을 위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교육행정가의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교수․학습 역량에 개방적으로 접근하며 21
세기 사회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증거 기반
(evidence-based) 실행 및 능동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핀란드의 사례가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에 대한 신뢰 기반 전문성 개발 정책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호주와 영국
등의 영연방 국가들은 교원의 현직 교육과 관련하여 기술공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Deborah, Sally, & Anna, 2000). 즉 교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교원의 직무를 분석

하여 각 발달 단계 및 직무의 특성에 맞게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접근 방법의 특징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반면, 핀란드에서는 사
회 전체가 교원의 전문성을 믿고 교원을 신뢰한다.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 역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와 교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기술공학적 접근을 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향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철학 및 가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김정원 외 3인, 2011: 김병찬 2012).
둘째, 연구 기반의 교원 전문성 신장 노력이다. 핀란드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들은 철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시사를 주고 있다. 핀란드의
교원 현직 교육은 대학이 주로 담당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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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현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대학과
연계하는 것은 곧 연구 풍토 및 연구 기반과 연결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현직교육이 대체로 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은 핀란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원 현직 교육의 교육과정은 연구 기반 교육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론을 소개하는 데 치
중하는 이론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기반 관점을 좀 더 강화시켜 교원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이 자신들의 실천 이론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원이 자율성에 기반 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원의
역량 및 자질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철저히 교원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인 학습자인 교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연수나 현직 교육
은 교원들의 반감이나 거부감만 더 키울 수 있으며, 참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전문가이며 성인 학습자인 교원들
에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하여 현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교원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들이 그 책임감
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
원 현직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철저히 현장 기반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역량 기반의 교원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 및 자질
과 관련하여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일반적 역량 및 자질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과목이나
학년 등과 관련된 역량 및 자질이 있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각 교과나 특정 주제 영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에서는 교원들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 및 자질 개발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지만, 각
교과나 특정 주제 영역과 관련된 교원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관심과 노력은 부족한 편이
다. 교원의 일반적인 역량 및 자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
심이 적었던 교과나 학년, 특정 주제 차원에서의 교원의 역량 및 자질 개발을 위한 노력
도 동시에 필요하다.
다섯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교원 역량 및 자질, 전문성 신장
을 위한 현직 교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관련 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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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연대와 협력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교원의 현직교육은 대학에
서 담당하는데, 대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 담당 부서, 연구 기관, 교사
단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현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현직교육 관련 기관 간 연대 및 협
력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기관이든, 혹은 사설 기관이든 대체로 단일 기관 중
심으로 현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원의 현직 교육은 어느 한 기관만의 운영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기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관리·통제 기구가 아닌 지원 체제로서의 국가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원들을 관
리함에 있어 획일적인 통제 장치나 규제를 지양한다. 교원들의 역량 및 자질을 개발하는
교원 현직교육 과정에서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핀란드에서 국가 차원에
서 교원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핀란드 국가교육위원
회이다. 그런데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의 현직교육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
보다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표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0). 국가에서 교원 현직교육의 방향과 원칙

을 정하면, 각 교원교육 기관에서는 국가의 방향과 원칙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교원 현직교육을 실시한다. 각 교원 현직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완전한 자율을 누리고 있다(Sahlberg, 200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은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교원의 현직교육은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 각 담당 기관들의 전문
성과 자율성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라. 호주 혁신 사례24)
교원 인사제도에 관한 최근의 혁신 노력은 크게 세 가지 지향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교원 양성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전형 요소를 다양화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둘째는 현직 교원들의 교직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2018년까지 모든 교사들은 교사
24)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단국대학교 박삼철교수님께서 집필한 “호주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교육 활
동 중심의 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지원을 중심으로”를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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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기준에 비추어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단계와 보수
를 연동시키는 정책을 개발·적용하고 있다(박삼철, 2018).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 기관에
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 인증 체제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이다. 즉, 모든 교
원 양성 기관은 교사 전문성 기준에 비추어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25). 이처럼 호주에서 최근에 전개되는 교원 인사 정책의 혁신방향은 우수
교원 양성, 현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 양성 기관의 질 관리의 세 가지로 부각된다.
이하에서는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확보 사례와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수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 지원 사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확보 사례
가) 교육 활동 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호주에서 신임교원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
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원들이 반
드시 갖추어야 할 학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NSW DOE, 2018a:
7; 박영숙 외 7인, 2017). 다음의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주의 교사들은 교육

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원주민자녀와 농․어촌 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타고난 영재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적 요구를 이
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주민 학생 및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관심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

영재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능력 등

25) https://www.aitsl.edu.au/tools-resources/resource/action-now-classroom-ready-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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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활동 지도 중심의 교사 업무
호주 학교의 교무 행정 업무는 교육행정 직원과 부장교사, 교감과 교장 등이 담당하며,
교사들은 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학업 성과를 평가
하는 업무에 전념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등교에서 하교까지 학생의 학교생활을
함께 한다. 중등학교 교사들은 수업 시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중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수는 다음의 <Ⅴ-4>와 같다.
<표 Ⅴ-4> 호주 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구 분

주당 수업시수(Teaching periods)

체육활동 주당 지도 시수

교사

28

3시간 까지

부장교사

22

3시간 까지

교감

14

3시간 까지

출처: Crown Employees(Board of Studies, Teaching and Educational Standard-Educational
Officers) Salaries and Conditions Award(2017), p. 254.

호주의 교사들은 교육행정 업무 등 잡무 처리를 하는 대신에 담당 교과 지도와 체육
활동 지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명하는 경우, 학기당 6시간 이내의 보강 수
업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이와 함께 나머
지 시간에는 학생 평가 업무와 상담 활동, 생활 지도 업무 등 교과 지도 활동 이외의 학
생 교육 활동 지도에 시간을 투입하도록 직무가 설계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달리 호주
의 교감들은 의무적인 수업 시간이 배정된다.

다)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정원 산출 및 배치26)
호주의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13개
학년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활동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교원 정원 산출
도 교육과정 단계 및 특성을 반영한 포뮬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class teacher) 이외에 각종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Non-teaching
26) 이하의 내용은 NSW DOE(2018), NSW Department of Education Teacher Staffing Entitlement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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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 정부 교육부에서는 매년 주 정부 교육법(Education Act), 근로 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교원 단체와의 협약서(Crown Employees salaries and conditions
award) 등에 기초하여 각급학교의 세부적인 교사 정원 (Teacher staffing entitlements)

을 발표한다.
초등학교 교사 정원 산출의 특징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들의 정
원이 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치원 과정의 학생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 학생들
이 많을수록 교원 정원이 증가하며, 산출한 교원 정원에 더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 교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들
이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로 등록한 학생 수도 정원 산출에 반영되는
점이 중등학교 교원 정원 산출의 특징으로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단계에 해당
하는 후기 중등 과정(HSC) 과정 학생 수도 교사 정원 산출을 위한 고려 사항이라는 것이
다. 산출된 교원 정원 이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사서교사와 상담교사 등의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다. 교사 배치와 함께 학교
장을 도와 교무 행정 업무를 지원할 부교장(Deputy principal)과 준교장(Assistant
principal), 부장교사(Head teacher) 등이 배치된다.

2) 교원 전문성 개발 및 교육(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지원 사례
교원 전문성 개발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지원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호주의 교원 전문성 자격 기준(The 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을
이해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 교원 양성 과정, 교원 양성 기관 평가 등 교원 인사
의 대부분은 이러한 교원 전문성 자격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호주
학교장의 자격 기준(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 for Principals)을 개발하여 학교
장의 전문성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교사들
이 교사 자격 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고 관계 기관에 교사 자격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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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주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의 주요 특징27)
호주 교사 전문성 자격 준은 크게 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 전문성 영역 및 전문성
내용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

교사의 전문성 단계를 최초의 입직 단계에서 마지막 최고 전문성 단계인 지도 단계까
지 4단계로 구분하고, 교사들이 교직 생애를 통하여 4단계까지 발전하도록 설계되어 있
다. 각 전문성 단계별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전문성의 시작 단계는 신규 교사(Graduate teacher) 단계이다. 최초 교직에 입직
하는 신규교사의 단계로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어야 하며,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며, 전문적 학습 프로
그램에 참가해야 하는 학습자의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숙련된 교사(Proficient
teacher)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숙련된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단계로 인증되는 전문

성 단계이다. 이 단계의 교사들은 효과적으로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들로 평가되며, 학생
들의 학습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찰 및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 지도 계획의 능동적 수립,
학생 개인이나 학습 집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 내용과
방법 개발 및 적용 등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성취 교사
(Highly Accomplished Teacher)의 단계이다. 이 집단에 속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살펴

보면, 담당 교과와 일반 교육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신임교사들을 지도하여 학교생활 적
응 및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
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분명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밖의 다양한 계층과 직업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교사 전문성 단계의 최고 발달 수준은 리더 교사(Lead Teacher)의 단계이다. 우
리나라의 수석교사 단계라 할 수 있는 이 단계는 학생과 동료 교사, 지역사회에 교육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부장교사 등 학교의 리더십에 임용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된다. 이상과 같은 4단계의 교사 전문성 구분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의

27) AITSL(2019), 박삼철(2008)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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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단계란 구체적으로 교과 전문성과 수업 지도 전문성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에 의해 구분된다.

(2) 교사 전문성의 영역

교사 전문성의 영역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의 영역은 가르칠 교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교수·학습 활동에 그러한 지식을 활
용할 수 있는 지식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학생의 학습
법 관련 지식과 가르칠 교과 내용 및 교과 지도법 관련 지식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전문적 수업 실제(Professional Practice)의 영역은 교사로서의 수업 및 학생
교과 지도 경험을 통해 학습한 실제적인 실천 지식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
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문성, 안전하면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구
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전문성, 학업 성취 정도를 표준 기반(standard-based) 평가체제
하에서 신뢰할 수 있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성적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
는 전문성 등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전문적 참여(Professional Engagement) 영역은 개인적 혹은 다른 교사들과
협력하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영역은 또한 동료, 학부
모, 지역사회 등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긴밀한 관계를 구축,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적 혹은 타 교사들과 협력하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
전문성에 기초하여 동료,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등을 포함한다.

나)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 활용 사례
호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은 교직 생애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
발달 단계를 다단계화하고 교직 기간 동안 이러한 단계를 성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
든 교사들은 2018년까지 교사 자격 기준에 비추어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진과 전
보, 보수 산정 등과 교사들의 전문성 평가 인증을 연계시켜서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 기준 활용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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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보수의 다단계화

교사 전문성 기준이 개발되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에는 교사들의 보수는 단일 호봉제
였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6년부터는 교사의 전문성 단계에
따라 다단계로 보수 체계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기준으로 초임교사에 해
당하는 신규교사(Graduate Teacher)의 초봉은 A$ 68,929에서 시작하며, 둘째 단계인
숙련된 교사(Proficient Teacher)의 연봉은 A$ 83,136~A$ 102,806 정도이다. 세 번째
단계의 교사 단계인 높은 성취 교사(Highly Accomplished Teacher)는 A$ 109,427에서
시작하도록 교원의 보수체계를 다단계로 개선하였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2) HALT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교사 전문성 3단계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성격의 네트워크(The
Highly Accomplished and Lead Teacher: HALT) 구축을 지원하였다28).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간에 경험과 우수 사례 공유, 정기적인 학술 발표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성화는 구성원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순기능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3) 승진과 전보 등 인사에 반영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에 의해 학교장과 교감, 부장교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준 이상의 교사 전문성 단계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점제 전보(Merit
Transfer) 등과 같은 교원 인사제도에서도 교사 전문성 단계에 대한 평가 인증 자료는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28) https://www.aitsl.edu.au/teach/understand-certification-and-halt-status/highly-accomplishedand-lead-teacher-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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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호주 사례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인사제도 혁신 정책들은 일관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
며, 그 근간에는 호주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 APST)이 있다는 점이다. 즉, 교원 양성과 임용, 전보, 보수와 승진 등 교원

인사제도의 대부분은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을 기반으로 혁신되고 있다. 이 기준은 최초
개발 시에는 개별 교사에 대한 선택적 자격 인증 기제로 개발·운영되었으나 점차 교원
양성 기관 프로그램의 평가 인증 준거 개발, 교원 자격 다단계 인증에 따른 보수체계와
연계 등 호주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기본 방향과 내용 구성에 일관성과 체계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
기 이전에 국가적 합의를 통한 큰 틀에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될 때, 일관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혁신 과제들이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호주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기본 방향은 교육 활동지도 전문성 중심의 혁신이라
는 점이다. APST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에 대한 이해, 학습법에 대한 이해, 교과와 지
도법에 대한 이해, 수업 설계와 실행, 학습 환경 구축과 평가, 피드백 등 학생의 학습활동
지도를 위한 전문성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의 본분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며, 학생
의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 여건 관리 역량이 교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는 학교란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유능
하고 효과적인 교사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며,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인정받는 사회가 교직사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호주에서는 신규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 등을 비롯하여 학습 영재
들의 학습 방법과 습관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한다. 교사들의 이러한 기술과 태도는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지
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직 소양이라 할 것이다(박영숙
외 4인, 2015). 따라서 교원 교육과정이나 교원 전문성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교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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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넷째, 호주에서는 학교에 교원을 배치할 때 학교 규모와 학생 수, 제공되는 교육과정
유형과 단계 등을 반영한 포뮬러 방식에 의해 교사 정원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교사 정원 산정 방법이 의미하는 바는 교사 정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되
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 정원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학
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
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

교원 인사제도는 양성과 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교원의 전 생에 걸친 다양한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개별 영역의 혁신을 이루기는 쉽지 않
다. 또한 기존 인사제도와의 충돌과 갈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정과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제도의 혁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시도하였거나 성과를 거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경험
을 통해 현장 친화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국내에서 인사제도 혁신을 시도하였던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추가로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을 국내·외 사례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유의할 점은 국내·외 사례의 장점이나 이득만을 취해
서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구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전 경험을 통해 고려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공통 사항을 작성하였다.

가. 교원 전문성 및 자율성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국내․외 사례는 모두 교원의 전문성을 중심에 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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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교육청의 승진제도 혁신은 능력 있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로서 역량을 발휘하
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심이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중심 인사
제도 혁신을 추구하였다. 주요 4개국은 모두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현직 연수, 교사
자격 갱신, 교원 평가 운영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호주에서는 교육활동 지도 전문성 중
심의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이해나 학습법에 대한 이해 등 학생의 학습활동
지도를 위한 역량이 교원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싱가포르는
교사의 경력별 특징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전문성 개발과
교사 자격의 연계가 중요함이 부각된다.
핀란드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원의 직무 특성에 맞게 양성하고 교육하는 기술공
학적 접근이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을 믿고 교원의 신뢰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토대로
교원의 자율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는 강원
도교육청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외적 보상이나 점수 중심의 승진 및 전보 제도가 교원
은 물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전제와 유사하다.

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교원 인사제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고 영역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혁신
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
외 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한 점이 드러났는데,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치밀한
계획 수립과 전략을 통해 교사 전문성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2010년 21세기 교
사 교육 모형을 개발·적용하여 전문성 개발 기준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호주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정책들도 일관성, 체계적, 지속성을 가지고 추
진되고 있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전보, 보수, 승진 등의 대부분의 인사제도 영역들이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을 기반으로
혁신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 수준에서 교사의 양성과 임용, 전문성 개발이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
되는 전형적인 중앙 집권식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호주는 교사 자격 기준, 평가 등의
정책 과제를 통해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사례는 교육부 중심의 교원정책

20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에서 시·도교육청 중심으로의 이동을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사례는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어떤
구조적 및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를 제안하고 있다. 혁신 추진을 위해 교육청 내에 별도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서는 법령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일부의 경우(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 성과도 존재한다. 따라서 혁신 기반을 조성하
고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자격체계의 다양화 추진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에 둔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국내·외 사례에서 공통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교원의 전문성을 자격이나 연수, 승진,
보수 등과 연계한다면, 교원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성 개발과 자격체계를 연
동하여 반영할 수 있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연계한 자격체계의 다양화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싱가포르는
교사 경력별 전문성 개발 모형을 구안하여 교사가 전문교사 트랙, 관리자 트랙, 전문가
트랙의 세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를 교사 초기부터 선택하여 자신의 경력 발달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트랙별로 자격체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현직 연수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자격의 갱신이나 취득,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교사의 선택에 따라 트랙 간 이동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수 활동의 전문성
을 인정하여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교수직과 관리직에 대한 이원화 체제가
정책되어 있지 않아, 학교 내에서 교무 행정을 전담하는 교감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장직과 교감직을 승진이 아닌 전
보나 전직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의 경로를 하나로 인식하는 현 인사제도 하에서는 교원의 인식을 변화하기
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전문성 발달과 자격체계를 연
계하여, 교원의 선택에 따라 전문성 개발의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은 현재 우리나
라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을 위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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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이 장에서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한 조사 결과를 제시
한다. 분석 결과는 ① 요구 조사 개요, ② 요구 조사 분석 결과, ③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요구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기간
조사 목적은 교원 인사제도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이 시급한 영역과 방안에 관한 요구
를 수렴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교원 인사제도 영역별 문제와 혁신 방안
에 관하여는 본 연구진이 선행연구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분석·정리한 결과를 제시하
고 혁신 요구와 동의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인사제도 중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와 혁신 시급 도는 우선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
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9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였다.

조사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첫째는
교원 인사제도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역과 혁신 시급도가 높은 영역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높
은데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할 필요가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인사제도 혁신에서는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혁신 가
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고, 인사제도 혁신 지향성은 혁신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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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규모, 표집 방법, 조사 절차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시․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장학사(관)이었다. 조사
대상 규모는 초․중․고등학교 107개교에 소속된 교원 1,070명과 시․도교육청 52개에 소속
된 인사 담당 장학사(관) 256명이었다(Ⅰ장 <표 Ⅰ-1> 참조). 다음의 <표 Ⅵ-1>는 교원
집단의 표집 비율과 조사 규모, 및 학교별 배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 조사 대상자
표집을 위해 2018년도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2018)의 전국 국(공)·사립학교 수
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정 비율(1%) 표집으로 조사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교
별로 직급을 고려하여 총 10명씩(교사 8명, 교감 1명, 교장 1명) 임의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 수를 구성하였다.

<표 Ⅵ-1> 각급학교 표집 비율 및 교원 조사 대상자 수
(단위: 교, 명, 부)
조사 대상 학교
구

분

조사 대상 교원

모집단수

학교
수

표집
비율

소계

교사

학 교
행정가

초등학교

6,004

60

1%

600

480

120

중 학 교

3,214

32

1%

320

256

64

일 반 계
고등학교

1,556

15

1%

150

120

30

전

10,774

107

1%

1,070

856

214

체

학교별 배분 기준

[학교별 10부씩 배정]
교사 8부
- 교사 6부(남녀, 신임,
고령 반영하여 배분),
- 수석교사 1부
(없을 경우 부장교사 2부)
- 부장 교사 1부
학교행정가 2부
- 교감 1부, 교장 1부

주: 1.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연보의 각급학교 통계 적용
2. 조사 대상교 표집 비율은 모집단의 1%

그리고, 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직 표집은 교육청 기관 수가 적음을 감안하여 시․
도교육청의 경우는 모집단의 50%,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모집단의 25%를 무선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56명으로 시․도교육청 80명, 교육지원청 176명으로 구성하
였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 58명과 도 지역 198명으로 구성하였고, 직급별로는 장학관 83
명과 장학사 173명으로 구성하였다(<표 IV-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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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교육청 표집 비율 및 장학직 조사 대상자 수
(단위: 교, 명, 부)

구

분

표
집
비
율

전
체

조사 대상 기관 수

조사 대상자 수

소계

시
지
역

도
지
역

기관별
배정수

지역별

직급별

소
계

시지역

도지역

장학관

장학사

시․도교육청

17

50

8

3

5

10

80

30

50

16

64

교육지원청

179

25

44

7

37

4

176

28

148

67

109

전

196

52

10

42

256

58

198

83

173

체

교육청 소속 장학직 조사 대상자는 교원 인사 업무를 다루는 초등 및 중등의 해당과를
대상으로 교육청별 10명씩 배분 기준 적용하여 표집하고, 교육지원청은 4명씩 배정하였
다. 교육청별 배정 기준은 전체 교육전문직원의 5%에 해당하는 228명을 기준으로 적용
하였다(<표 Ⅵ-3> 참조).
<표 Ⅵ-3> 교육청별 조사 대상자 배정 기준
구

분

교육청별 배정 기준
배정 인원

배정 기준

시․도교육청

10명

초등인사 담당 5명(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중등인사 담당 5명(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교육지원청

4명

초등인사 담당 2명(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중등인사 담당 2명(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하위 집단별 배정 인원

- 지역별: 시 지역 58명, 도 지역: 198명
- 직급별: 장학사 152명, 장학관: 104명
- 학교급별: 초등 128명, 중등 128명
※ 장학관: [시·도교육청 8개x2명=16명]+[교육지원청 44개x2명
=88명]=104명
장학사: [시·도교육청 8개x8명=64명]+[교육청 44개x2명=88명]=152명

조사 절차는 준비 단계와 조사 실행 단계의 2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준비 단계
에서는 설문 참여 대상자 표집과 설문지 개발, 온라인 조사 웹 구축의 활동을 추진하였
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KEDI 생명윤리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조사 계획과 방법 등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2019-22-06T-N). 다음으로 조사 실행 단계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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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로 협조 공문 발송과 설문조사 참여 독려, 응답률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 조사 영역 및 내용
설문 조사지의 제목은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지”였다. 조
사 영역은 크게 ① 배경 정보, ②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③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혁신 가치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문항 수는 57개로 영역별 조사 내용은 다음 면의 <표 Ⅵ
-4>와 같다. 조사 문항은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개발하고 교사와 교원정

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지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Ⅵ-4> 설문조사 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문항 수

1. 응답자 일반 사항

1) 소속 기관
2) 각급학교 교원직 배경 변인
① 학교 소재 지역, ② 학교급,
③ 학교 규모
④ 직급(직위),
⑤ 교육경력,
⑥ 성별
3) 교육청 교육전문직 배경 변인
① 교육청 지역 ② 소속 부서명
③ 직급
④ 교육경력
⑤ 교육전문직 경력
⑥ 교원직과 교육전문직간 전직 회수

13

2.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1)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기능 지원 적합성
2)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 1, 2순위

2

3.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1)
2)
3)
4)
5)
6)
7)
8)
9)

210

신규 교사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전보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전직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평가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승진 관련 (하위 문항 4개)
교원 인사 운영 기반 관련 (하위 문항 4개)
혁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 및 이유(개방형 기술)
교원직의 전문적 성장 기능 저해 원인 1, 2순위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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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조사 영역

조사 내용
1)
2)
3)
4)
5)
6)

4.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혁신 가치

전

문항 수

인사제도 영역별 혁신 지향성에 대한 동의(하위 문항 20개)
국가공무원 혁신 지수 적용 동의 여부
중점 반영해야 할 혁신 가치 2개
1순위 선택 이유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대성과 1, 2순위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에의 제언

6
(25)

 배경 변인 13개 문항
 문항 수: 3개 영역의 17문항(하위 문항 포함 57문항)

체

라. 조사 결과 처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자 1,326명 가운데 응답한 자는 1,060명으로 회수율은 80%로 나타났다(<표
Ⅵ-5> 참조). 조사 결과 처리를 위해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
(Editing) 과정, 부호화 코딩(Coding),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검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쳤으며, 데이터의 분석 처리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표 Ⅵ-5> 설문조사 회수율 및 응답자 배경
(단위: 명, %)
구

분

조사 대상 수

응답자 수

회수율

전

체

1,326

1,060

79.9

각급학교

1,070

854

79.8

교육청

256

206

80.5

초등학교

600

470

78.3

중학교

320

254

79.4

고등학교

150

130

86.7

교사

642

421

65.6

부장/수석교사

214

278

129.9

교감

107

95

88.8

교장

107

60

56.1

소속기관별

학교급
교 원
(각급학교)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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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구

분

지 역
교육전문직
(교육청)
직 급

조사 대상 수

응답자 수

회수율

시 지역

58

124

213.8

도 지역

198

82

41.4

장학사

173

148

85.5

장학관

83

58

69.9

응답자를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교원은 854명, 교원전문직은 206명이었다. 교원 집
단의 경우,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470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130명, 직급별로는
교사 421명, 부장교사 및 수석교사 278명, 교장 및 교감 155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청
장학직의 경우, 지역별로는 시 지역 124명, 도 지역 82명이 참여하였고, 직급별로는 장
학사 148명, 장학관 58명이 참여하였다(<표 Ⅵ-5) 참조).
그리고, 교원 응답자를 학교 소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44.8%)가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39.3%), 읍․면지역(15.8%) 순으로 나타났다(<표 Ⅵ-6> 참조). 학교 규모별로는
13∼24학급(37.5%)이 가장 높으며, 25∼36학급(35.5%), 37학급 이상(21.2%), 12학급 이

하(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25학급 이상
의 다소 큰 규모의 학교가 348개교(7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학교는 13∼
24학급의 중규모 학교가, 고등학교는 25∼36학급의 중대규모 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Ⅵ-7> 참조).

<표 Ⅵ-6> 교원 특성(학교 소재 지역별)
(단위: 명,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구

분

응답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854

383

44.8

336

39.3

135

15.8

초등학교

854

383

44.8

336

39.3

135

15.8

중 학 교

470

220

46.8

185

39.4

65

13.8

고등학교

254

91

35.8

108

42.5

5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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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7> 교원 특성(학교급별 및 학교 규모별)
(단위: 명, %)
12학급 이하

13∼24학급

25∼ 36학급

37학급 이상

구

분

응답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854

50

5.9

320

37.5

303

35.5

181

21.2

초등학교

470

8

1.7

114

24.3

178

37.9

170

36.2

중 학 교

254

42

16.5

171

67.3

32

12.6

9

3.5

고등학교

130

0

0.0

35

26.9

93

71.5

2

1.5

교원의 응답 결과를 개인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60.5%, 여성이
39.5%로 나타났다. 교육 경력별로는 10년 미만(24.8%)과 30년 이상(21.7%)이 가장 높았

고, 15∼20년 미만(17.0%), 25∼30년 미만(12.6%), 10∼15년 미만(12.4%), 20∼25년 미
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직 경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특이할 점은 고등학교에 30년 이상의 교원이 22.3%로 가장 높다
는 점이다(<표 Ⅵ-8> 참조). 교과 담당 여부별로는 88.9%가 교과 담당 교사였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큰 차이는 없으나 학교 급이 올라
갈수록 교과 담당 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9> 참조).
<표 Ⅵ-8> 교원 특성(학교급별 및 교육 경력별)
(단위: 명, %)
구
전

분

응답
빈도

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

854

212

24.8

106

12.4

145

17.0

98

11.5

108

12.6

185

21.7

초등학교

470

113

24.0

55

11.7

91

19.4

68

14.5

54

11.5

89

18.9

중 학 교

254

63

24.8

32

12.6

34

13.4

20

7.9

38

15.0

67

26.4

고등학교

130

36

27.7

19

14.6

20

15.4

10

7.7

16

12.3

2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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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9> 교원 특성(교과 담당 여부별)
(단위: 명, %)
구

분

전

교과담당

비교과담당

응답 빈도

비율

응답 빈도

비율

체

759

88.9

95

11.1

초등학교

407

86.6

63

13.4

중 학 교

230

90.6

24

9.4

고등학교

122

93.8

8

6.2

한편, 교육청 관계자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직급별로는 장학사(71.8%)가 장학관
(28.2%)에 비해 2배 이상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경력은 25~30년 미만(33.5%)

이 가장 높으며 30년 이상(31.6%), 20~25년 미만(25.7%), 15~20년(9.2%) 순으로 나타났
다(<표 Ⅵ-10> 참조).
<표 Ⅵ-10> 교육전문직 특성(지역별 및 교육 경력별)
(단위: 명, %)
구

전

분

응답
빈도

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30년
미만

30년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체

206

0

0.0

0

0.0

19

9.2

53

25.7

69

33.5

65

31.6

시 지역

124

0

0.0

0

0.0

10

8.1

32

25.8

44

35.5

38

30.6

도 지역

82

0

0.0

0

0.0

9

11.0

21

25.6

25

30.5

27

32.9

교육전문직 경력의 경우는 절반 이상(62.1%)이 5년 미만이었으며, 5~10년(33.0%),
10~15년(4.9%) 순으로 나타났고(<표 Ⅵ-11> 참조), 이들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 전직

횟수는 1회(71.8%)가 가장 높았고, 2회(16.0%), 3회(7.3%), 0회(3.4%), 4회 이상(1.5%) 순
으로 나타났다(<표 Ⅵ-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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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교육전문직 특성(교육전문직 경력별)
(단위: 명, %)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28

62.1

68

33.0

10

4.9

0

0.0

124

79

63.7

38

30.6

7

5.6

0

0.0

82

49

59.8

30

36.6

3

3.7

0

0.0

구

분

응답
빈도

빈도

전

체

206

시 지역
도 지역

15년 이상

<표 Ⅵ-12> 교육전문직 특성(전직 횟수별)
(단위: 명, %,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구

분

응답
빈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206

7

3.4

148

71.8

33

16.0

15

7.3

3

1.5

1.3

시 지역

124

6

4.8

83

66.9

23

18.5

9

7.3

3

2.4

1.4

도 지역

82

1

1.2

65

79.3

10

12.2

6

7.3

0

0.0

1.3

2

평균

요구 조사 분석 결과

조사 분석 결과는 조사 영역별로 구분하여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②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③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가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1)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기능 적합성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에게는 전문성 신장과 변화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가 높다. 특히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신장 기능을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7%(매우 적합함: 9.6%,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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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편임: 50.1%)로 나타났다.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기능에 관한 긍정적인 비율이
매우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10명 중 6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그림
Ⅵ-1] 참조).

[그림 Ⅵ-1]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기능 지원 적합성

2)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요구는 높은데 대응력이 낮아 대응 혁신이 시급한 영역
을 진단하였다. 인사제도 영역을 12개 영역, 즉 ① 예비교사 양성, ② 신규교사 선발 및
채용, ③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 ④ 교원 자격 관리, ⑤ 교원 연수 지원, ⑥ 교원 전보,
⑦ 교원 전직, ⑧ 교원 평가, ⑨ 교원 승진, ⑩ 교원 근무(수업) 여건, ⑪ 교원 직무 재설계
(업무 정상화), ⑫ 교원 복지․후생으로 구분하여 대응 시급한 영역 1순위와 2순위를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1순위 응답으로 대응 시급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근무여건(19.8%)’이 진단
되었고, 다음으로는 ‘수급 및 정원 관리(15.5%)’, ‘승진(11.4%)’, ‘평가(9.3%)’, ‘직무 재설
계(9.2%)’, ‘복지․후생(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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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1순위)

1순위 결과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 급별 차이는 없었으나, 소속 기관

별(학교와 교육청)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원의 근무여건, 교원 직무의 재설계, 예
비교사 양성, 신규교사 선발 및 채용, 교원 전직의 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Ⅵ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특히 예비교사의

양성 영역에서 교원의 경우 6.3%가 교원 인사제도 영역 중 전문성 신장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교육청 관계자는 19.4%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교원
의 근무(수업)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원이 21.8%, 교육청 관계자는 11.7%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집단별 세부 결과는 <표 Ⅵ-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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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소속 기관별)

또한 2순위 응답 결과에서는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교원 근무 여건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원 직무 재설계(15.8%), 교원 복리 후생(13.3%),
교원 승진(10.7%),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순위와 마찬가지로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Ⅵ-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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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3>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1순위)
(단위: 명, %)

구 분

교원 근무
응답빈도 여건

교사 수급
교원 직무
및 정원 교원 승진 교원 평가
재설계
관리

교원
복지후생

신규
예비
교원 자격 교원 연수
교사 선발
교원 전보 교원 전직
교사 양성
관리
지원
및 채용

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초․중․고등학교

1,060 210 19.8 164 15.5 121 11.4 99 9.3 98 9.2 98 9.2 94 8.9 70 6.6 35 3.3 31 2.9 25 2.4 15 1.4

854

186 21.8 133 15.6 98 11.5 78 9.1 87 10.2 87 10.2 54 6.3 46 5.4 26 3.0 23 2.7 22 2.6 14 1.6

소속
기관

학교급

43.276***
시도교육청

206

24 11.7 31 15.0 23 11.2 21 10.2 11 5.3 11 5.3 40 19.4 24 11.7 9

1.5

1

.5

초등학교

470

90 19.1 77 16.4 63 13.4 38 8.1 47 10.0 58 12.3 30 6.4 20 4.3 14 3.0 10 2.1 17 3.6

6

1.3

중학교

254

69 27.2 40 15.7 22 8.7 25 9.8 24 9.4 20 7.9 13 5.1 16 6.3

8

3.1

9

3.5

2

.8

6

2.4

고등학교

130

27 20.8 16 12.3 13 10.0 15 11.5 16 12.3 9

6.9 11 8.5 10 7.7

4

3.1

4

3.1

3

2.3

2

1.5

시 지역

124

16 12.9 17 13.7 15 12.1 14 11.3 4

6.5 19 15.3 16 12.9 7

5.6

4

3.2

3

2.4

1

.8

3.2

8

4.4

8

3.9

3

시도
교육청

0.369

1.221
도 지역

82

8

9.8 14 17.1 8

9.8

7

8.5

7

8.5

3

3.7 21 25.6 8

9.8

2

2.4

4

4.9

0

0.0

0

0.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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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4> 교원 인사제도에서 변화 대응력이 낮은 영역(2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빈도

교원 근무 교원 직무 교원 복지
교원 승진
여건
재설계
후생

교사 수급
교원 연수
및 정원 교원 평가
지원
관리

신규교사
선발 및
채용

교원 자격
관리

예비교사
양성

교원 전보 교원 전직

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초·중·고등학교

1,060 171 16.1 168 15.8 141 13.3 113 10.7 107 10.1 98 9.2 61 5.8 58 5.5 43 4.1 43 4.1 31 2.9 26 2.5

854

143 16.7 136 15.9 116 13.6 96 11.2 80 9.4 82 9.6 50 5.9 41 4.8 31 3.6 28 3.3 27 3.2 24 2.8

소속
기관

학
교
급

10.388***
시도교육청

206

28 13.6 32 15.5 25 12.1 17 8.3 27 13.1 16 7.8 11 5.3 17 8.3 12 5.8 15 7.3

초등학교

470

77 16.4 82 17.4 64 13.6 57 12.1 36 7.7 44 9.4 28 6.0 20 4.3 13 2.8 15 3.2 16 3.4 18 3.8

중학교

254

39 15.4 40 15.7 38 15.0 19 7.5 28 11.0 28 11.0 14 5.5 11 4.3 13 5.1 10 3.9

9

3.5

5

2.0

고등학교

130

27 20.8 14 10.8 14 10.8 20 15.4 16 12.3 10 7.7

8

6.2 10 7.7

5

3.8

2.3

2

1.5

1

.8

시 지역

124

15 12.1 21 16.9 15 12.1 11 8.9 17 13.7 10 8.1

7

5.6

8

6.5 11 8.9

4

3.2

1

.8

4

3.2

3

4

1.9

2

1.0

시도
교육청

0.297
도 지역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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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82

13 15.9 11 13.4 10 12.2 6

7.3 10 12.2 6

7.3

4

4.9 13 15.9 4

4.9

4

4.9

0

0.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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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대응이 낮은 원인
현행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신장에의 대응력이 낮은 원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원
인으로는 7개 즉, ①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
비(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퇴직까지 자격 갱신 없이 유효한 자격제도 등), ②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의 역량 모델 부재(직급별 핵심 역량군 및 핵심 역량 지표 부재,
교원 역량 진단 기능 부재 등), ③ 교원 연수제도 운영의 부적합성(1정 자격연수 이후
주기적 연수 기획, 연수 프로그램 및 방식의 현장 적합성 등), ④ 교원 평가제도와 연수제
도의 연계 미흡(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원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미구축 등), ⑤ 교원
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교원 업무와 행정 업무 구분 불명확 등), ⑥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 중인 다양한 업무(사업)의 추가 및 복잡한 운영(업무 과중 등), ⑦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Ⅵ-4]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대응이 낮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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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앞면의 [그림 Ⅵ-4]에서와 같이,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사행 중인 다양한 업무의 추가 및 복잡한 운영’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교원:
57.1%, 교육전문직: 44.2%). 다음으로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교

원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
흡’, ‘교원직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비’,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다. 집단별 분석
결과에서는 학교급간 차이는 없었으나 교원과 교육전문직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Ⅵ-15> 참조).
이상에서 기술한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원 인사
제도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변화 대응력이 낮은 인사 영역부
터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원의 인사제도가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전
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대응력을 높여야 하고 대응이 시급한 영역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교원과 교육전문직 집단 모두 공유하고 있으나, 인사제도 혁신의 방법적인 측
면에서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집단간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집단
간 요구를 보다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교원 인사제도의 세부 영
역을 제시하였을 때,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한 대응이 낮은 영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
다. 교원의 경우는 근무(수업) 여건에 대해서, 교육전문직의 경우는 에비교사양성에 대해
서 대응이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관하여는 집
단 간 차이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신장 대응력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도 교원과 교육전
문직이 유사한 패턴은 보였으나, 교원의 경우는 학교현장에서의 근무(수업) 여건과 관
련한 부분을, 교육전문직은 교원 역량, 연수, 평가 등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한 부분
에 대해서 대응력이 낮은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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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5> 교원 인사제도의 전문성 신장 대응력이 낮은 원인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초중고등학교

교육정책 추진과
교원직의 전문적
더불어 학교에
발달을 촉진하는
들어와 시행 중인
자격 기준 및
빈도수 다양한 업무의 자격 발달 체계
추가 및 복잡한
미비
운영

교원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교직 특성을
요구를 반영한
반영한 교원직의
교원 업무재설계
역량 모델 부재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

교원
평가제도와
연수제도의
연계 미흡

교원 전문성
교원 연수제도 신장 중심의
운영의
인사 혁신
부적합성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

기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60

343

32.4

237

22.4

215

20.3

66

6.2

66

6.2

65

6.1

61

5.8

7

0.7

854

301

35.2

167

19.6

182

21.3

45

5.3

55

6.4

51

6.0

47

5.5

6

0.7

소속
기관

학교급

2

28.520***
시도교육청

206

42

20.4

70

34.0

33

16.0

21

10.2

11

5.3

14

6.8

14

6.8

1

0.5

초등학교

470

174

37.0

88

18.7

101

21.5

30

6.4

24

5.1

22

4.7

26

5.5

5

1.1

중학교

254

86

33.9

57

22.4

52

20.5

9

3.5

18

7.1

19

7.5

13

5.1

0

0.0

고등학교

130

41

31.5

22

16.9

29

22.3

6

4.6

13

10.0

10

7.7

8

6.2

1

0.8

시지역

124

25

20.2

44

35.5

15

12.1

18

14.5

6

4.8

9

7.3

7

5.6

0

0.0

시도
교육청

0.908

3.467
도지역

*p<.05, **p<.01, ***p<.001

82

17

20.7

26

31.7

18

22.0

3

3.7

5

6.1

5

6.1

7

8.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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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인사제도 영역을 7개 즉, ①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②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③ 교원 전보, ④ 교원 전직, ⑤ 교원 평가, ⑥ 교원 승진, ⑦ 교원 인사 운영 기반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문제를 4∼6개를 제시한 후 각 문제에 대한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
수준을 조사하였다. 동의 및 혁신 요구 수준은 5점 척도를 적용하여 평균 점수를 기준으
로 분석하였다. 영역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에 관하여 제시한 문제는 ①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
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 ② 정원 배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 미흡, ③ 과대 규모
학교 정원 배정 기준의 비합리성, ④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의 4개였다. 다음의 <표 Ⅵ-16>은 4개 문제에 대한 집단별 동의 점수를 제시
한 것이다. 교원 확보와 배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3.5점 이상의 동의 수준
을 보였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평균 3.6점)이었다.
혁신 요구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현재 교원 정원 관리의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
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4.5%가 혁
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29) 다음으로는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의
확보’가 60%, ‘정원 배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55%, ‘과대 교무 학교 정원 배정 기준’
이 54.4%로 나타났다([그림 Ⅵ-5] 참조).

29) 5점 척도의 동의 수준을 1, 2점을 ‘혁신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3점을 ‘보통’, 4, 5점을 ‘혁신이 필요함’

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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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6>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구

분

응답
빈도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

정원 배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
미흡

과대 규모
학교 정원
배정 기준의
비합리성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

전

체

1,060

3.6

3.5

3.5

3.5

초․중․고등학교

854

3.5

3.4

3.5

3.4

시․도교육청

206

3.7

3.6

3.5

4.0

초등학교

470

3.4

3.4

3.5

3.4

중학교

254

3.6

3.5

3.7

3.5

고등학교

130

3.8

3.4

3.3

3.4

시 지역

124

3.7

3.7

3.5

4.1

도 지역

82

3.7

3.5

3.4

3.9

[그림 Ⅵ-5]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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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에 관련된 문제로는 4개 즉, ①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
의 현장 적합성 부족, ②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계 미확립, ③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 ④ 교원의 역량 진단 체제
부재를 제시였다. 분석 결과,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제 미확
립’이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족’,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가 각각
3.4점, ‘교원의 역량 진단 체제 부재’가 3.3점으로 나타났다(<표 Ⅵ-17> 참조).

<표 Ⅵ-17>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족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제
미확립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

교원의 역량
진단 체제
부재

1,060

3.4

3.5

3.4

3.3

초․중․고등학교

854

3.4

3.4

3.4

3.2

시․도교육청

206

3.4

3.9

3.7

3.6

초등학교

470

3.3

3.3

3.4

3.1

중 학 교

254

3.4

3.5

3.4

3.2

고등학교

130

3.5

3.7

3.2

3.4

시 지역

124

3.4

3.8

3.7

3.6

도지 역

82

3.5

4.1

3.6

3.5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한편, 혁신 요구 수준은 [그림 Ⅵ-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가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계 미확립’(57.2%),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
족’(52.3%), ‘교원의 역량 진단 체제 부재’(49.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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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6]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혁신 요구

3) 교원 전보
교원 전보에 관한 문제는 ①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쏠림 현상, ② 승진 가산점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의 과열 경쟁, ③ 다수 교사 전보 이동에
따른 학년 초 학교 교육운영 계획 수립 제한, ④ 교원의 경력 발달 요구와 무관한 전보
주기였다. 분석 결과, ‘승진 가산점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의 과열 경쟁’과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쏠림 현상’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각각 3.8점
과 3.7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다수 교사 전보 이동에 따른 학교 초 학교교육 운영 계획
수립의 제한’문제에 대한 동의 수준도 3.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원의 경력발
달 요구와 무관한 전보 주기’문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3.1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표 Ⅵ-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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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8> 교원 전보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소속
기관

경력이 높은 교사
승진 가산점이 다수 교사 전보
혹은 저경력
교원의 경력 발달
적용되는
이동에 따른 학년
교사가 특정
요구와 무관한
지역으로의 과열 초 학교교육운영
지역에 몰리는
전보 주기
경쟁
계획 수립 제한
쏠림 현상

구

분

응답
빈도

전

체

1,060

3.7

3.8

3.4

3.1

초․중․고등학교

854

3.7

3.8

3.4

3.1

시․도교육청

206

3.9

3.8

3.2

2.8

초등학교

470

3.5

3.9

3.3

3.0

중 학 교

254

3.9

3.7

3.5

3.2

고등학교

130

3.9

3.7

3.6

3.3

시 지역

124

3.9

3.8

3.2

3.0

도 지역

82

3.9

3.7

3.1

2.7

학교급

시․도
교육청

이와 같은 교원 전보 관련 문제는 혁신 요구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특정 지역과 학교로 교사가 몰리는 쏠림 현상(65.1%)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았고,
승진 가산점 지역에 대한 과열 경쟁(64.6%)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혁신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원 경력 개발과 무관한 전보 주기에 대한 혁신 요구는 다소 낮았다([그림
Ⅵ-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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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교원 전보 관련 혁신 요구

4) 교원 전직
교원 전직에 관한 문제는 ①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 ② 전직 선발
전형의 공정성 미흡, ③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양성과정 부재, ④ 교육전문
직의 직무 연수 부족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문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표 Ⅵ-19>와 같다.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와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양성과정 부재’에 대한 동의 수준이 3.5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의
직무 연수 부족’은 3.3점, ‘전직 선발전형의 공정성 미흡’ 문제는 3.2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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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9> 교원 전직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

전직 선발
전형의 공정성
미흡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양성과정 부재

교육전문직의
직무 연수 부족

1,060

3.5

3.2

3.5

3.3

초․중․고등학교

854

3.7

3.4

3.5

3.3

시․도교육청

206

2.7

2.3

3.2

3.2

초등학교

470

3.7

3.4

3.5

3.3

중 학 교

254

3.7

3.4

3.5

3.3

고등학교

130

3.5

3.3

3.5

3.4

시 지역

124

2.7

2.4

3.3

3.3

도 지역

82

2.7

2.3

3.1

3.2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그림 Ⅵ-8] 교원 전직 관련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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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직 문제에 대한 혁신 요구 조사 결과에서는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으로
남용’(55.2%) 문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의 전문 양성
과정 부재’(52.5%), ‘전직 선발전형의 공정성’(45.8%), ‘교육전문직 직무 연수 부
족’(45.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8] 참조).

5) 교원 평가
교원 평가 관련 문제로는 ① 학교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흡,
② 교원의 전문적 신장 촉진 기능 미흡, ③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④
교원 평가결과 피드백 부족 및 맞춤형 연수 지원 미흡의 4개였다. 동의 수준 결과는 <표
Ⅵ-20>과 같고, 혁신 요구 수준은 [그림 Ⅵ-9]와 같다.
<표 Ⅵ-20> 교원 평가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학교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흡

전문적 신장
촉진 기능 미흡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평가 결과
피드백 부족 및
맞춤형
연수 지원 미흡

1,060

3.5

3.4

3.7

3.3

초․중․고등학교

854

3.4

3.4

3.7

3.2

시․도교육청

206

3.6

3.6

3.7

3.5

초등학교

470

3.3

3.2

3.7

3.1

중 학 교

254

3.5

3.5

3.8

3.3

고등학교

130

3.6

3.6

3.8

3.4

시 지역

124

3.6

3.6

3.7

3.5

도 지역

82

3.7

3.6

3.8

3.5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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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교원 평가 관련 혁신 요구

평가 영역에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문제는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3.7
점)이었고, 다음은 ‘학교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흡’(3.5점), ‘전
문적 신장 촉진 기능 미흡’(3.4점), ‘평가결과 피드백 부족 및 맞춤형 연수 지원 미흡’(3.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 평가와 관련한 혁신 요구의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앞면의 [그림 Ⅵ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62.4%)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
흡’(51.2%), ‘교원의 전문적 신장 촉진’(50.1%) 또한 동의 수준이 50% 이상으로 나타났
다. 반면, ‘교원 평가 결과 피드백 부족 및 맞춤형 연수 지원 미흡’은 문제 인식이 높았으
나 혁신 요구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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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승진
교원 승진 관련 문제는 ①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② 승진
임용과 내부 공모 임용에서의 교장 자격 기준의 차이, ③ 정년 연장으로 활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 ④ 승진 임용 교장과 공모 임용 교장의 최대 임용 적용 차이, ⑤ 교장
전문 양성 과정 부재, ⑥ 교원의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미흡의 6개였다. 조사 결과, <표
Ⅵ-21>에서 보는바와 같이, 큰 편차는 없었지만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3.5점) 문제에 대한 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3.3
점∼3.4점의 비슷한 동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승진 관련 혁신 요구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Ⅵ-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문제에 대한 혁신 요구가
60.5%로 ‘교장 전문 양성 과정 부재’의 문제 47.1%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정년 연장으로 활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 ‘승진 임용과 내부 공모 임용에
서의 교장 자격 기준의 차이’에 대한 혁신 요구도 각각 59.8%와 57.5%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Ⅵ-21> 교원 승진 관련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응답
빈도

가산점
승진
정년
평정
임용과
결과에
내부 공모 연장으로
의해
임용에서의 활용되는
좌우되는 교장 자격 교장 승진
기준의
임용 구조
교장 승진
차이
구조

승진 임용
교장과
교원의
교장 전문
공모 임용
전문성
양성 과정
교장의
신장 동기
부재
최대 임용
부여 미흡
적용 차이

1,060

3.5

3.4

3.4

3.3

3.3

3.4

초․중․고등학교

854

3.6

3.5

3.5

3.4

3.4

3.4

시․도교육청

206

3.2

3.2

3.0

2.7

2.9

3.3

초등학교

470

3.5

3.5

3.5

3.4

3.3

3.3

중 학 교

254

3.6

3.4

3.5

3.5

3.4

3.5

고등학교

130

3.7

3.5

3.5

3.3

3.5

3.7

시 지역

124

3.2

3.3

3.1

2.8

3.0

3.3

도 지역

82

3.1

3.1

3.0

2.7

2.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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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0] 교원 승진 관련 혁신 요구

7) 교원 인사 운영 기반
교원 인사 운영 기반에 관한 문제는, ① 교원의 직무 영역과 내용을 기술하는 직무기술
서 부재, ②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 역량 모델 부재, ③ 교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인사제도 혁신 기획 미흡, ④ 모든 교원이 공유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부재,
⑤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미비의 5개로 제시하였다. 응답 결과, ‘교원 전문성 신장
을 촉진하는 인사제도 혁신 기획 미흡’이 3.5점으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모든 교
원이 공유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부재’ 문제도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동
의 수준으로 보였다. 다음으로는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 역량 모델 부재’,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미비’가 3.3점, ‘교원의 직무 영역과 내용을 기술하는 직무기술서 부
재’가 3.2점으로 나타났다(<표 Ⅵ-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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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2> 교원 인사 운영 기반 문제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교원의 직무
영역과
내용을
기술하는
직무
기술서 부재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 역량
모델
부재

교원 전문성
신장을 촉진
하는
인사제도
혁신 기획
미흡

모든 교원이
공유하는
교원
인사제도혁
신 가치
부재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미비

1,060

3.2

3.3

3.5

3.4

3.3

초․중․고등학교

854

3.3

3.4

3.5

3.5

3.3

시․도교육청

206

3.0

3.1

3.3

3.2

3.1

초등학교

470

3.2

3.3

3.4

3.4

3.2

중 학 교

254

3.3

3.4

3.5

3.6

3.3

고등학교

130

3.4

3.4

3.8

3.8

3.4

시 지역

124

3.1

3.1

3.3

3.2

3.1

도 지역

82

2.9

3.1

3.3

3.2

3.2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8)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 시급성
앞서 영역별로 인사제도 영역별로 제시한 문제 중 대응 혁신이 시급한 문제는 무엇으
로 보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 승진 관련 문
제로 제시된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문제가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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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1]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혁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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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원 확보 및 배정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
보 기능 미흡’이 8.2%, 교원 평가와 관련한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이
8.1%, 교원 전보와 관련한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문제’가 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에 관한 혁신이 시급한 이유
로는 ‘교원 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교육적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승진제도의 불공정성’ 및 ‘승진 가산점에 따른 교원 간
갈등 심화’, ‘제도의 편법적 활용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다음의 <표 Ⅵ-23>은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혁신이 시급한 이유로 응답한 결과를 비율
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교원 평가의 실효성 부족과 승진제도의 불공성에 대한
비율이 17.1%와 16.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23> 교원 인사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30)
(단위: 명, %)
구 분

응답 빈도

비율

∙ 교원 평가의 실효성 부족
∙ 교육적 성과에 따른 승진제도 적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

169

17.1

∙ 승진제도의 불공정
∙ 가산점 확보만 집중 시 학교 운영 소홀하고 교직 내 교원 갈등 심화

164

16.6

∙ 제도의 편법적인 활용으로 피해자 발생
∙ 교육의 방향과 무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경쟁 발생

113

11.4

∙ 각종 교육 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 확보 어려움
∙ 수업 외 업무 과중
∙ 인구 수 및 학교 특성 고려한 교원 정원 배정 필요

94

9.5

∙ 현장에 적합한 역량 진단 등을 통한 교원의 체계적인 양성 틀 필요

54

5.5

∙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연수 및 제도 필요

53

5.4

∙ 특정 지역 및 특정 경력 쏠림 발생 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발생
∙ 평등한 기회 확보 필요

50

5.1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와 혁신 요구에 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30) n=990(전체 1060명에서 무응답자 제외), 응답비율이 전체의 5% 이상인 항목만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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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사제도의 세부 영역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의 비율
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반드시 혁신 요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과 관련하
여 제시된 문제점에서 ‘학교 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나, 혁신 요구에서는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
부에 귀속된 구조’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에
서도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제 미확립’의 문제가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으나,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
로 나타났다. 인사제도의 세부 영역에서 전문성의 부재, 전문성의 연계 부족 또는 교원
역량 등의 교사전문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원 전보, 전직, 승진, 평가 등 교원의 개인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
성’의 문제와 이에 대한 혁신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 승진과 관련해
서 ‘승진 가산점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의 과열 경쟁’ 문제, 교원 전직과 관련해서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 교원 평가와 관련해서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의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가치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은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교원 전보 및 전직, 교원 평가 및 승진,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고, 마지막으로 혁신 지향성의 우선순위와 혁신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영역에서 제시한 혁신 지향성은 ①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 ② 비교과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 ③ 국가 수준의 교원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④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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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4>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

비교과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

국가 수준의
교원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1,060

4.0

4.3

4.2

4.4

초․중․고등학교

854

4.0

4.3

4.3

4.3

시․도교육청

206

4.0

4.2

4.2

4.6

초등학교

470

4.0

4.2

4.3

4.3

중 학 교

254

4.0

4.3

4.2

4.4

고등학교

130

4.0

4.3

4.1

4.2

시 지역

124

4.0

4.2

4.2

4.6

도 지역

82

3.9

4.2

4.1

4.7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던 혁신 지향성은 상기한 <표 Ⅵ-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4.3점)하는 것과 ‘비교과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4.3점)였다. 반면,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집단
별로 구분한 결과, 소속기관, 학교 급별 편차는 크지는 않았으나 교원 정원 관리를 교육
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도 지역 교육청 관계자의 동의 수준이 4.7점으로 가장 높아
주목할 만하였다.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 제시한 혁신 지향성은 4개로, ①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축, ② 교원직의 자격 갱신을 통한 전문성
신장 촉진형으로 자격 개편, ③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재구성, ④ 10년 주기의
연수 기회 보장이었다.
동의 정도가 높은 혁신 지향성부터 살펴보면,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
성 개발 지원체계 구축’이 평균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년 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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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기회 보장’(3.9점),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재구성’(3.8점), ‘교원직의 자격
갱신을 통한 전문성 신장 촉진형으로 자격 개편’(3.7점)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학교
급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
원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0점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인 것이 특이할 만하
다(앞면의 <표 Ⅵ-25 참조).
<표 Ⅵ-25>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축

교원직의 자격
갱신을 통한
전문성 신장
촉진형으로
자격 개편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재구성

10년 주기의
연수 기회
보장

1,060

4.1

3.7

3.8

3.9

초․중․고등학교

854

4.1

3.6

3.8

3.9

시․도교육청

206

4.2

4.0

3.7

4.1

초등학교

470

4.0

3.6

3.8

3.8

중 학 교

254

4.1

3.7

3.8

3.9

고등학교

130

4.1

3.7

3.8

4.0

시 지역

124

4.3

4.0

3.7

4.0

도 지역

82

4.2

4.0

3.7

4.2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3) 교원 전보 및 전직
교원 전보 및 전직 영역에서 제시한 혁신 지향성은 ①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 인력 운영, ②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전보제도 운영, ③
교육전문직원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④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개선이었다.
전보 및 전직 영역에서 동의 점수가 높았던 혁신 지향성은 상기한 <표 Ⅵ-26>에서 보
는바와 같이,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 인력 운영’이 평균 4.1점이었
다.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전보제도 운영’(3.9점)과 ‘교육전문직의 전
문 양성 과정 신설’(3.7점)도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개선’에 대한 동의 수준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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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6> 교원 전보 및 전직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 인력 운영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전보제도 운영

교육전문직원의
전문 양성과정
신설

교육전문직
선발전형 개선

구

분

응답
빈도

전

체

1,060

4.1

3.9

3.7

3.5

초․중․고등학교

854

4.1

3.9

3.8

3.5

시․도교육청

206

4.1

3.9

3.6

3.3

초등학교

470

4.1

3.9

3.7

3.6

중 학 교

254

4.1

3.9

3.8

3.5

고등학교

130

4.2

4.0

3.9

3.6

시 지역

124

4.2

3.9

3.6

3.4

도 지역

82

4.0

3.7

3.5

3.2

4) 교원 평가 및 승진
교원 평가 및 승진 영역에서 제시한 혁신 지향성은 ①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제 구
축 및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확립, ② 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 평정 방식 폐지 및
전문 자격 단계별 인증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제 도입, ③ 교원 승진 트랙 이원화, ④ 내부
형 공모 교장 비율 확대, ⑤성과급은 기피업무 및 업무 난이도 적용하여 보상의 5개였다.
이들 혁신 지향성에 대한 동의 수준 결과는 <표 Ⅵ-27>과 같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의 세 영역에서 평균 동의 수준이 4.0점을 상회한 것에 반
해, 교원 평가 및 승진과 관련된 지향성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제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 체제 확립’과 ‘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
평정 방식 폐지 및 전문 자격 단계별 인증 기준에 의한 절대 평가제 도입’이 각기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내부형 공모 교장 비율 확대’에 대해

서는 평균 2.9점으로 동의 수준이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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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7> 교원 평가 및 승진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
평정 방식
폐지 및 자격
단계별
인증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도입

교원 승진
트랙
이원화

내부형
공모 교장
비율 확대

성과급은
기피업무
및 업무
난이도
적용하여
보상

구

분

응답
빈도

역량 자기
진단체제
구축 및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확립

전

체

1,060

3.7

3.7

3.5

2.9

3.5

초․중․고등학교

854

3.7

3.7

3.7

3.0

3.5

시․도교육청

206

3.8

3.6

3.0

2.4

3.5

초등학교

470

3.7

3.7

3.6

2.8

3.6

중 학 교

254

3.7

3.7

3.7

3.2

3.5

고등학교

130

3.8

3.7

3.8

3.0

3.5

시 지역

124

3.8

3.6

3.0

2.4

3.3

도 지역

82

3.8

3.6

2.9

2.4

3.7

5)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에 관한 혁신 지향성은 5개로, ① 역량 지표 및 업무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 ② 교직특성을 반영한 직급별 교원 역량 모델 개발·운
영, ③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④ 교원 인사 혁신 기획 및 전
담 조직 정비, ⑤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이었다. 조사 결과,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
던 지향성은 ‘역량 지표 및 업무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가 3.7점이었다.
집단별 응답 결과에서는 소속 기관별로 학교의 교원보다는 교육청의 장학직에서 동의 수
준이 더 높았다. 특히,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하고 교원 인사
혁신 기획 및 전담 조직 정비와 같은 혁신 지향성에 대한 장학직의 동의 점수가 교원보다
더 높았다(<표 Ⅵ-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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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8>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관련 혁신 지향성 동의 수준
(단위: 명, 점)

응답
빈도

역량 지표
및 업무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

교직 특성을
반영한
직급별 교원
역량 모델
개발․운영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시․도교육청
으로 위임

교원 인사
혁신 기획
및 전담
조직 정비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1,060

3.7

3.6

3.4

3.6

3.6

초․중․고등학교

854

3.7

3.6

3.2

3.6

3.6

시․도교육청

206

3.6

3.6

4.0

3.8

3.8

초등학교

470

3.7

3.6

3.1

3.6

3.6

중 학 교

254

3.7

3.6

3.2

3.5

3.6

고등학교

130

3.8

3.7

3.4

3.8

3.7

시 지역

124

3.6

3.6

4.0

3.8

3.7

도 지역

82

3.6

3.6

4.1

3.9

4.0

구 분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체

6) 교원 인사제도 혁신 지향성 우선순위 및 혁신 가치
교원 인사제도 영역별로 제시한 22개의 혁신 지향성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혁신 지향성 2개를 골라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음 면의 [그림 Ⅵ-12]는
1순위와 2순위의 합산 결과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다.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혁신

지향성은 ‘비교과 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가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19.6%), ‘교원 승진 트랙의 이원화’(16.4%), ‘기피 업무 및 업무 난이도를 적용하여
성과급 보상’(15.3%), 과 ‘교원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
축’(11.6%)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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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Ⅵ-12]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서 우선 적용해야 할 혁신 지향성

분석 결과 중 특이한 점으로 동의 수준은 높았는데 우선순위는 낮게 나타난 지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 동의 점수가 높았던 ‘교원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축’만 우선순위에서도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교
원 확보 및 배정 영역의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교원 전보 및 전직 영역에서의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 인력 운영’,
교원 평가 및 승진 영역의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제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확립’과 ‘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 평정 방식 폐지 및 전문 자격 단계별 인증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제 도입’, 그리고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영역에서 ‘역량 지표 및 업무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의 경우 우선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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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교원 인사제도를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단기 내에 혁신하고자 할 경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혁신 가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전략성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정성
(12.0%), 전문성(10.9%), 민주성(7.6%), 체계성(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표 Ⅵ-29>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교급과 시·도교육청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학교급과 교육청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Ⅵ-13]
에서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듯이, 전략성, 합리성,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에서 특히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성, 전문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합리성, 공정성, 협력성에서는 학교 교원의 응답 비
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Ⅵ-30>은 혁신 가치를 1순위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순서
대로 제시한 것이다. ‘다양한 현장 및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함’과 ‘환경 및 상호 간
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공평하고 투명한 업무 및
운영 필요’, ‘교원의 민주적인 참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교원의 자율성과 책무
성 함양’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표 Ⅵ-29>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단위: 명, %)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구 분

빈도수

전

전략성

공정성

전문성

민주성

체계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60

223

21.0

127

12.0

116

10.9

81

7.6

78

7.4

초․중․고등학교

854

161

18.9

108

12.6

88

10.3

74

8.7

59

6.9

시․도교육청

206

62

30.1

19

9.2

28

13.6

7

3.4

19

9.2

초등학교

470

84

17.9

62

13.2

42

8.9

41

8.7

40

8.5

중 학 교

254

50

19.7

34

13.4

32

12.6

22

8.7

9

3.5

고등학교

130

27

20.8

12

9.2

14

10.8

11

8.5

10

7.7

시 지역

124

39

31.5

10

8.1

17

13.7

5

4.0

11

8.9

도 지역

82

23

28.0

9

11.0

11

13.4

2

2.4

8

9.8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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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수

전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소속
기관

학교급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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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합리성

유연성

책임성

경쟁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60

73

6.9

72

6.8

60

5.7

58

5.5

48

4.5

초․중․고등학교

854

58

6.8

62

7.3

49

5.7

44

5.2

41

4.8

시․도교육청

206

15

7.3

10

4.9

11

5.3

14

6.8

7

3.4

초등학교

470

31

6.6

39

8.3

22

4.7

23

4.9

20

4.3

중 학 교

254

16

6.3

17

6.7

21

8.3

15

5.9

14

5.5

고등학교

130

11

8.5

6

4.6

6

4.6

6

4.6

7

5.4

시 지역

124

9

7.3

5

4.0

6

4.8

8

6.5

5

4.0

도 지역

82

6

7.3

5

6.1

5

6.1

6

7.3

2

2.4

체

신뢰

능률성

자율성

개방성

다양성

구 분

빈도수

전

1,060

36

3.4

31

2.9

26

2.5

22

2.1

9

0.8

854

31

3.6

29

3.4

24

2.8

19

2.2

7

0.8

체
초․중․고등학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

13.195***
시․도교육청

206

5

2.4

2

1.0

2

1.0

3

1.5

2

1.0

초등학교

470

23

4.9

13

2.8

15

3.2

10

2.1

5

1.1

중 학 교

254

4

1.6

11

4.3

4

1.6

4

1.6

1

0.4

고등학교

130

4

3.1

5

3.8

5

3.8

5

3.8

1

0.8

시 지역

124

3

2.4

1

.8

1

.8

2

1.6

2

1.6

도 지역

82

2

2.4

1

1.2

1

1.2

1

1.2

0

0.0

0.0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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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3]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학교, 교육청 비교31)

31) 이 그림은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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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30> 혁신 가치 1순위 선택 이유
(단위: 명, %)
구 분

빈도

비율

다양한 현장 및 시대의 요구 반영

106

11.4

환경 및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 필요

92

9.9

공평하고 투명한 업무 및 운영 필요

88

9.5

교원의 민주적인 참여

83

8.9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83

8.9

교원의 자율성과 책무성 함양

74

8.0

인사관리 전담기구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

61

6.6

중장기적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인사관리

47

5.1

역량에 따른 평가와 합리적 인사관리 필요

43

4.6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수립

33

3.5

맞춤형 역량계발에 필요한 지원 마련

30

3.2

교원 연수의 양적 및 질적 우수성 확보

29

3.1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8

3.0

라.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성과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 ① 학교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원의 안정적 확보, ② 교원의 역할 및 직무 변화를 반영한 교원직의 직무
분석 및 재설계, ③ 지역 간 및 학교 간 교원 교류․활용 촉진 및 격차 해소, ④ 학생 중심
의 교원 맞춤형 직무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 ⑤ 역량 기반의 개인별 성과 진단 및
보상체계 확립, ⑥ 교원 자격의 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 ⑦ 1급 정교사 이후 과열 승진
경쟁 완화, ⑧ 교육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여건 조성 및 업무 정상화, ⑨ 교원 인사 혁신
의 비전 및 가치 공유의 9개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대성과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는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근
무 여건 조성 및 업무 정상화’(27.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 수요 변화
반영한 현장의 교원의 안정적 확보’(23.2%)와 ‘학생 중심의 교원 맞춤형 직무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성장’(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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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4]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대성과 (1순위)

3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주는 시사점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탐색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원과 교육청 장학직 모두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원 전문성의 부재, 전문성 신장과의 연계
부족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혁신의 가치에 관하여도 다양한
가치 중 ‘전문성’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문성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이 강조되
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되지만, 정
작 교육 혁신을 실천하는 학교 현장의 교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
에 있어서,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또는 반영하는 교원 맞춤형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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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교원 업무 환경 정상화, 원활한 교원 수급(특정 학교 쏠림 현상, 학교교육과정 운
영 연계한 교원 확보 등), 교원 역량 진단 등에 대한 혁신 요구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혁신의 지향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즉,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 중에서 동의 수준이 높았던 영역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지향성에서는 동의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본 설
문조사에서 ‘시급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사제도 문제의 체감 정도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즉, 인사제도의 여러 문제 중에
서 교사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한 혁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예로, 1급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문제, 전직이 승진 또는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
용되는 문제, 교원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문제 등은 교원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수준이 높을 것이며, 이에 대한 혁신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앞에서 논의한 전문성 신장도 교원의 인사제도 혁신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에 못
지않게 교원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인사제도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설문 문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과 교육청 관계
자의 응답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교원 인사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로 앞 절에서 살펴본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
한 대응이 낮은 영역([그림 Ⅵ-1] 참조)과 현 교원 인사제도 중 교원 전문성 신장에 대한
대응력이 낮은 원인([그림 Ⅵ-2] 참조)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 인사제
도 혁신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
신의 가치 중에서 학교 현장의 교원 및 관계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특히 공정성과 합리성의 균형이 필요
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당한 경우 공정성과 합리성의 부재로 인한 인사제도의 문제
점이 나타났으며, 혁신의 시급성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즉흥적
이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원 인사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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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이 장에서는 혁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접근한 관점을 기술하고 인사제도 혁신 모
형을 제시한다. 혁신 모형은 혁신 비전과 전략, 목표, 지향성, 가치, 및 영역 등으로 구성
되며, 혁신 요구도가 높은 인사 영역별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방안을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방안을 개발하였다. 10개의 혁신 방안이 혁신 영역과 어떻게 연계되어 구안

되었으며, 혁신 방안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혁신 방안에 반영된 혁신 요구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1

혁신에의 접근 관점32)

본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원 인사제도에서의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
에서부터 출발한다. 교원 인사제도라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이 있는데 현행 인사제도는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
고 있다고 보고 전문성 신장 관련 문제를 우선적으로 진단․보완하는 지향성을 갖고 접근
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교원 인사제도 운영 원칙으로는 ① 적정 수요와 공급 및 적
재적소 배치의 원칙, ② 전문성 확립의 원칙, ③ 실적주의와 연공서열 주의의 적정 배합
의 원칙, ④ 공정성 유지의 원칙, ⑤ 구성원의 직무 의욕 제고 원칙이다. 이 가운데 교직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원에게 요구되는 인사제도와 연계성이 비교적 높은 ‘적정 수요와
공급 및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과 ‘전문성 확립의 원칙’, ‘공정성 유지의 원칙’을 비중 있
게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부문 조직에서 적용하는 인사 혁신 단
계의 세 단계 즉, ① 인사제도 혁신(단기 단계), ② 사람 혁신(중기 단계), ③ 문화 혁신(장

32) 이하의 내용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발표 2에서 발표한 박영
숙(2019), pp.48-50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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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을 중심으로, 혁신 단계별로 적용되는 혁신 가치 및 혁신 지수와 연계하고, 단기
에 추진해야 하는 ‘인사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인사제도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와 연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요
소는 제거하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요소를 보완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혁신 기반을 조
성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매우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안이 혁신 방안일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되
어야 할 문제,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
운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박영숙 외 7인, 2017: 19). 또한
혁신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요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없애거나 기존 업무를 단순화시키
거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부각되었고, 무엇보다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혁신
을 위한 비전을 갖고 혁신을 단절 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원용 옮김, 2008: 32)
고 보았다. 학교 현장에서 변화 요구는 높은데 대응 혁신이 미흡하여 고충이 큰 분야의
문제부터 진단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난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
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성은 다음의 질문을 통
해 정립하고 관련 인사 혁신 영역별로 실행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는 ①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② 혁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지, ③ 혁신 요구는 어디에서 나왔는
지, ④ 혁신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구는 무엇인지? ⑤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 ⑥ 혁신에 따른 위험은 없는지? 의 질문이 해당된다. 관련 내용을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이에는 학생, 교원, 시․도교육청, 국가를 고려할 수 있겠
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원을 위한 혁신으로 접근하고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혁신으로 접근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직환경은 이례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교원의 직무 수행 방식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원에게
는 새로운 방식의 역할과 역량이 요구되었다. 특히 2015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역량 지도가 부각되면서 교원에게는 학생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요구되었
고, 직무 역량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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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학생의 역량 지도를 중심으로 한 역량 개발과 학생 학업 성취
및 진로 지도와도 무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혁신의 1차성과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일 것
이지만 2차성과는 1차성과로 인한 학생의 수업 만족도 및 학교교육 만족도 증가일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지원 정책은 학생의 교육 성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우선 선택해야 하는 정책 목표가 된다. 다시 말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
한 혁신으로 출발하지만, 이는 곧 학생의 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이므로 본 연구
에서의 혁신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혁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혁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원의 인사
제도로 집중한다. 인사제도 운영에서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원칙과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교육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지원이 미약한 영역은 없는지, 현장의 변화 요구가 높음에도 관
행과 관습대로만 운영되는 인사 영역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교사의 핵심 업무인 수업 활
동과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우선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셋째, 혁신 요구(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2000년 이후 인사제도 영역별로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혁신적으로 제안되었
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요구 내용들이 있다. 이들 요구
내용들에는 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고려한 주기적인 연수지원체계 확립과 전문적 발달
을 기준으로 한 자격체계 확립, 교원의 개인별 성장 지원체계, 1정 자격 연수 이후 전문
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 갱신 절차나 자격 유지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혁신 요구 등이 해당된다. 이들 내용들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
겠으나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보면, 타당성이 높아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다.
넷째, 혁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혁신은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고 학교 교육력
제고는 물론 교직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수 있다.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개별 교
원의 전문성 신장을 진단하고 모니터링과 동시에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지향하며 탐색할
것이므로, 교원 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한국
공교육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혁신을 하는 데 위험은 없는가? 혁신에 저항은 심하지 않은가?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본 연구의 혁신 지향성은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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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교사 집단의 저항은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교원 인사제도 운영에서는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에서처럼 혁신 기반에 해당하는 조직과 관련 활동들이 없어 혁신
기반 조성이 시급한데, 혁신 기반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재 담당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
증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인사제도 혁신을 시도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혁신 기반 조성 요구가 오히려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
다. 즉,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였을 때,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위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혁신 방안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경험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관계를 비롯하여 권한 위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어(김영인 외 10인, 2016), 혁신 기반
조성 요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까지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혹은 혁신을 위한 접근 관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관련 논의와 쟁점은 평가제도와 승진제도 개선으
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자격 교사를 가려내거가 우수 교사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
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일부 교원이 아닌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함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확립을 지향하며
인사 관련 영역에서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 탐색한다.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의 직무 수행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원의 인사제도에서의 대응이 불가피한 가운
데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을 추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과 국가공무원의 인사 혁신
과 연계하여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에서는 무엇을 지향하고 인사 운영과 어떠한 관계로
연계하여 정립할 것인가 탐색한다.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교원의 직무 수행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고, 모든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확립을 위해 전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접근을 탐색할 것이다.

256

Ⅶ.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그림 Ⅶ-1]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및 접근

상기한 [그림 Ⅶ-1]은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영역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직환경 변화 요인과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요구를 바탕으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접근하면서 혁신 목표와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인사제
도를 확립하기 위한 혁신 목표로는 인사 영역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① 학교교육 변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 확보 및 정원 관리, ②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문성 유지 및 신
장 지원, ③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④ 교육 활동 중심 이동 및 교류, ⑤ 인사제도
혁신 기반 구축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혁신 기반 관련 목표는 전략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이끄는 동인으로서의 기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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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 및 요소33)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은 혁신 비전, 혁신 전략, 혁신 목표, 혁신 가치, 혁신 지향
성, 혁신 영역, 혁신 방안으로 구성된다([그림 Ⅶ-2] 참조). 혁신 비전은 ‘교육 혁신을 지
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으로 설정하였다. ‘교육 혁신’과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를 부각시킨 배경에는 학생 역량 지원 중심

의 교육 혁신이 국가 수준에서 주도되고 있고, 교육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역량 개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반영되었고, 이와 더불어 인사제
도 혁신에서 대응 혁신 요구는 높은데 취약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비전 달성을 위한 혁신 전략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하여 교육현장(학교와
교육청)에서의 대응 필요가 높은데 장애가 되는 문제 원인부터 우선 제거하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을 반영하게 하였으며, 전문성 신장을 중
심으로 한 인사 영 간 연계 추진과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등의 5개 전략을 구안하였다.

33)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 포럼 주제발표 2에서 발표한 박영숙(2019), pp.
52-54의 내용을 보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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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비전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

혁신 전략

▪
▪
▪
▪
▪

학교 혁신 요구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 확보 및 전문성 신장 촉진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강화
교직 특성을 반영한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와 지향성 반영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인사 영역의 문제 원인 제거

혁신 목표

혁신목표,
가치,
지향성,
및 영역

혁신 가치

혁신 지향성

혁신 영역

1. 학교교육 변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 확보 및 정원 관리

자율성

교육부의 교원 정원 자율 결정·관리

수 급

개방성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

정 원

2.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문성
유지 및 신장 지원

책임성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고 교원직의 전문 자격 발달을
촉진·관리

자 격

전문성

퇴직까지 모든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지원

연 수

능률성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향상 및 만족 제고

합리성

교원직 특성을 반영한 순환 보직 및 경력 경로제도 운영

민주성

인사 결정에 교원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

전 보

공정성

연공 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 탈피

전 직

전략성

교직의 특수성과 혁신 동향을 반영한 전략적 교원
인사관리 체계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직무설계

체계성

교원 인사관리의 체계화 및 인사혁신 활동 기반 구축

혁신기반

3.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4. 교육활동 및 경력 발달 촉진형
이동 및 교류
5. 학교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및
인사혁신 기반 구축



평 가
승 진


혁신 영역별 방안(10대 방안)

[그림 Ⅶ-2]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모형 및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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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목표는 현장에서의 대응 혁신 요구, 인사제도의 본래 기능 및 인사 영역과의
관계를 반영하여 5개 목표를 설정하였다(앞 절 [그림 Ⅶ-1] 참조). 혁신 가치로는 국
가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 반영된 핵심 가치를 참조하여 앞서 정한 5개 혁신
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영됨 직하고, 본 연구의 혁신 요구 조사에서 응답
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가치들을 반영하여 5개 핵심 목표에 핵심 혁신 가치를 2개
씩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가치를 설정하였다. 10개의 혁신 가치에는 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
성, ⑩ 체계성이 포함된다([그림 Ⅶ-3] 참조).

[그림 Ⅶ-3]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목표에 반영할 혁신 가치

10개의 혁신 가치 중 전략성과 체계성은 교직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와 인사제도의 혁

신 동력으로서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핵심 가치로 고려되어 10개의 가치에 우선 반영하
였다. 다음의 <표 Ⅶ-1>은 전략성과 체계성의 핵심 가치를 본 연구에 설정하게 된 근거로
이들 가치가 지향하는 바의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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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인사제도 혁신 기반에 반영되는 혁신 가치의 개념

출처: 박성민 외 3인(2015), p. 89의 내용과 p.111의 <표>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표로 재구성

인사혁신처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 기관의 인사 혁신의 진행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혁신 가치별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운영하고 있다(박성민 외
3인, 2015: 89). 전략성이란 혁신 가치를 살펴보면, 부처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환류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교직에 적용해 보면,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인 체계 구축을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사제도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략성이야말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기반 구축에서 우선 반영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보았다.
박성민 외 3인(2015) 연구 보고서34)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부처의 정책 특성, 업무
특성,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보유한 기관별로 유형화하여 지표를
적용하고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기관 일반 특성(위상, 예산, 정
원, 정원 중 특정직 비율, 위치)과 기관 업무 및 정책 특성(업무 특성과 정책 특성)을 감안
하여 혁신 지수 적용 기관을 유형화하고 가중치를 다르게 A, B, C, D의 네 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는데 교육부는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외교부와 함께 B 그룹에 속해 있다. B그
룹은 규모가 큰 조직이면서 전문성이 높은 조직을 의미한다(박성민 외 3인, 2015: 104∼
109).

한편,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서 혁신 지향성은 혁신 가치가 적용․실행될 수 있도록
혁신 가치별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지향성을 설정하였다(<표 Ⅶ
-2> 참조).
34) 연구팀은 결과 보고서에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인사 혁신 모형과 함께 인사 혁신 가치별로 혁신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담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는 보고서에 제시된 혁신
지수와 진단 기준을 토대로 2016년부터 부처별 인사 혁신 수준을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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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지향성, 혁신 영역의 연계

혁신 지향성에는 ① 교육부의 교원 정원 자율 결정 및 관리(혁신 가치: 자율성), ② 학
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인력 확보(혁신 가치: 개방성), ③ 국가 수준에서 책임
지고 교원직의 자격 발달 촉진･관리(혁신 가치: 책임성), ④ 퇴직까지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유지 및 개발(혁신 가치: 전문성), ⑤ 모든 교원의 직무 역량 향상 및 만족 제도(혁신
가치: 능률성), ⑥ 교원직 직무 특성을 고려한 순환 보직 및 경력 경로 제도 운영(혁신
가치: 합리성), ⑦ 인사 결정에 교원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혁신 가치: 민주성), ⑧ 연공
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 탈피(혁신 가치: 공정성), ⑨ 교직의 특수성과 혁신 동향을 반영
한 전략적 인사관리 체계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혁신 가치: 전략성), ⑩ 교원 인사관리의
체계화 및 인사 혁신 활동 기반 마련(혁신 가치: 체계성)이 포함된다.
이들 혁신 지향성을 설정한 배경에는 학교 현장의 혁신 요구가 반영되었다. 즉, 인사
제도 영역별 문제에 관하여 선행연구 및 협의회를 통하여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22개
의 혁신 지향성을 현장 교원들에게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중점･적용해야 할 혁신 지향
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1∼3순위로 쏠리는 지향성으로 ①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1순위; 14.1%), ② 비교과전담교사를 총 정원
에서 분리하여 정원 외로 확보(2순위; 12.7%), ③ 교원 승진 트랙을 교사직과 행정가직
으로 분리하여 이원화(3순위; 9.8%)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부터 인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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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급과 정원, 승진 영역에 대한 혁신 요구가 시급함이 확인되어 이들 영역을 우선 설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 영역은 혁신 지향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방안으로 10개 혁신 지향
성별로 인사 영역(수급, 정원,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직무설계, 혁신 기반)
을 연계하여 10개로 정하고 혁신 영역별로 대표적인 핵심 방안 1개를 탐색하여 10대 혁
신 방안을 설정하였다.

3

10대 혁신 방안35)

가. 혁신 방안의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10개의 혁신 방안은 10개 혁신 영역별로 현장의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지향성 1개씩을 연계하여 10개의 방안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표 Ⅶ-3>은 본 연구에서 혁신 요구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31개의 혁신 방안 가
운데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 수준이 높은 10개를 중심으로 혁신 가치를 반영하여 영역별
로 제시한 것이다. 혁신 요구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수급(4.2점) 영역이었고, 자격 영역도
4.0점으로 혁신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정원 배정(3.8점), 연수(3.7점), 전직(3.6점), 혁신

기반(3.6점)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35)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발표 2에서 발표한 박영숙(2019), pp.
55-74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방안과 후속 과제 등을 추가･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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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3>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10대 혁신 방안의 내용
(단위: 점)
혁신
영역

혁신
가치

동의
평균

혁신
요구

수급

자율성

1.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4.4

4.2

정원
배정

개방성

2.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를 총 정원에서 분리하여 확보

4.3

3.8

자격

책임성

3.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체계
확립

3.7

4.0

연수

전문성

4.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4.1

3.7

평가

능률성

5.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3.7

3.3

승진

합리성

6.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3.6

3.8

전보

민주성

7.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3.9

3.2

전직

공정성

8.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3.7

3.6

직무
설계

전략성

9.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3.6

3.4

혁신
기반

체계성

10.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사
혁신 기반 마련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3.6

3.6

10대 혁신 방안

주: 응답자 수는 1,060명, 응답 최고점은 5점
출처: 박영숙(2019), p. 55.

나. 혁신 방안의 내용
이하에서는 방안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방안 관련 내용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추진 방법 및 절차, 후속 지원 과제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혁신 방안 1: 수급 영역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국가 수준의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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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수급 영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혁신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가치는 자율성이다.
혁신에서는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해야 함을 지향한다. 혁신 과정에
서의 주안점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육부가 교원 중·장기 인력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한 후 교육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정원 관리 구조와 관리 절차를 혁신하는 데 있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교직사회에서 교원 부족 현상과 수급 불균형 현상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현상
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교원 정원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에 있다(김
이경․한유경, 2007). 교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서 소요 정
원 총괄과 중기 인력 계획을 주관한다.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은 특정직공무
원으로 담당 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으로 분류된다. 이들 특정직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 외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
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헌법연구관이 있다(인사혁
신처, 2019: 5).
교원 수급 영역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 혁
신에 따른 현장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교 혁신을 추진
함에 있어 신속 대응이 관건인데 교육 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
이다. 즉,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연간 교원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교원 총
소요 정원을 추정하고 인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정직공무원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원을 공급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교원 수요를 그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조정을 통해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신청하는 정원과는 차이가
남으로써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인력 수요 변화를 수급 계획에 반영하는 주기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최종 교원 공급 규모는 현장의 수요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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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의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한, 교육 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력 충원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을 추진
하고 있다. 학생 중심으로 접근하게 되면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들 인력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어 대응 혁신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를 거치면서 업무 수준, 업무량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임성범 외
2인, 2018: 59)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수급 계획 및 정원 배정 절차에서 교육부가 자율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교원 수급 영역에서는 교원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장애 요인부터 제거
하는 것을 혁신 방안의 중점 내용으로 정하였다. 이 혁신 방안에 대한 요구 조사 결과,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는 4.4점과 4.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혁신 방안의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① 교원 정원 관리 체계 및 절차 혁신, ②
국가 수준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③ 현장 직무 수행 변화와 연계한 교원 인력 재
분류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하에서는 추진 방법과 절차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세부 추진 방안

(1) 교원 정원 관리 체계 및 절차 혁신
(2) 국가 수준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3) 현장 변화와 연계한 교원 인력 재분류

(1) 교원 정원 관리 체계 및 절차 혁신

현행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는 정부조직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권
한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의 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
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부령)」에 근거하여 교육
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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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현재 약 55.4%로 과반수이
상으로 대규모 조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조직의 정원 관리를 담
당하는 인력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1∼2명36)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
서 교육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교육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혁신 속도와
요구를 감안하였을 때,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의 수급 규모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귀속되어 있는 점은 교육 혁신 추진의 관점에서는 적합한 구
조로 볼 수 없다. 행정안전부 정원 관계자들이 교육 혁신과 현장의 변화 요구를 전문적으
로 이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교육부 내부에는
교육 인력 수급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 수급 계획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며, 교원 수급 계획의 현장 적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정원 결정의 구조에서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공동으로 관
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정원 결정 과정 실제에서는 교육부의 수급 전망 체계 등
수급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 관
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른 공무원직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전체 공무원에서 교육공무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이상의 큰 비중임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교육공무원
의 수요를 조정 혹은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특히 국
가 차원에서 교육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
의 책임을 지는 수장이 교원 공급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
다면 협의 절차로 추진하면 될 것이고, 인력 계획 수립과 배정 절차는 전담 기구에서 전
문적인 조직과 객관적 시스템을 갖고 지원해주면 될 것이다.
교육부에는 인력 수급 계획을 전망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지원 조직(센터
등)이 없다. 교육부 내 교원정책과에서 대응하고 해당과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현재의 구
조로는 교육 혁신과 맞물린 교육 인력의 수급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공무원 몇 사람이 담당하는 구조로 대응할 수 없고 국가 수준의 전담 조직(혹은 기관)의
수준에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원 관리 구조를 현장 밀착형으로 혁신하고자 할 경
우,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정원 관리 절차에서는
36)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서 2명 중 1명은 직제별 소요 정원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1명은 중기 인력
계획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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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다단계 절차를 확립하여 부처 간 협의와 심의 등의 협력을 수행하
는 방식으로 절차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정원 관리 구조와 절차의 혁신을 제안한다. 교육부가 자율적으
로 정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방안의 혁신
지향성은 자율성이다.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 부처의 장은 심의 위원으로 조정 의견을 제안하는
절차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구조의 혁신에는 무엇보다 교원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이 주기적으로 수립되고 관련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으므
로 이를 전담할 국가 수준의 조직이 필요하다. 전담 조직에서는 주기적인 수급 계획 수립
과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교원 산출 및 배분 기준 등의 근거와 시스템을 갖추어 지원
할 것이다.
(2) 국가 수준의 교원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교직환경 변화 시기에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은 체계적인 절차와 과학적인 기법으로
국가 수준에서 책임 있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급 계획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에
게 공시되어야 한다. 교원 수요에 미치는 다양한 결정 요인과의 연계 속에서 교원 수요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변화에 따라 교원 수요가 인원 규모와 재정
등의 변인과의 조합을 통해 자동 추정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원 수급 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공
무원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계류 중에 있다(교육부, 2018g: 5).
또한 교원 수급 전망 체계는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 요인과 정책 목표 등과
연계하여 조정·추정해야 하므로 국가 수준의 출연기관 중에서 전담 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담 기관에서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급 시나리오
를 개발하고 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급 계획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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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변화와 연계한 교원 인력 재분류

교육 혁신과 더불어 교원의 업무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교원이 실제로 수
행하는 직무 수행 실태를 반영하여 교원직의 전문적 특성과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역
량 등과 연계하여 교육 인력의 유형을 재분류할 필요가 높다. 교원 인력을 재분류해야
할 필요는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형의 인력이 있으나 기존의 인력 분류로는 포함
되지 않아 정원으로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교육 혁신과 더
불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수요가 증가하는 유형의 인력이 수급 계획에 합리적으
로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와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7
년에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영숙 외 5인,
2007c)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인력 유형별 재분류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제안한 바 있어 연구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 후속 지원 과제
교원 수급 영역에서 교원 정원 관리 체계와 절차 혁신에 관한 현장의 요구는 매우 높
다. 현장의 변화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원 수급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는
저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수급 영역에서의 혁신은 향후 2∼3년 이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 내에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현재 교육부에서 추
진 중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법적 근거 마련)등의 법적 기반 마련이다. 교원 수급 전망체계 구축 또한 혁신
기반의 성격으로 단기에 우선 추진해야 한다. 법적 기반 마련 외에 교원 수급 전망체계
구축과 인력 재분류를 지원하는 등의 제반 연구는 연구 범위가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에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 인력 중․장기 수급 계획 모형을 개발하고, 수급 전망
체계 구축 및 실행 방안 등의 연구 기반이 필요하다.

2) 혁신 방안 2: 정원 배정 영역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를 교사 총 정
원에서 분리하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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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혁신 영역 중 ‘정원 배정’에 관련된다. 혁신에 반영할 핵심 가치는 개방성이
며, 혁신에서의 지향성은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 인력의 조기 확보이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비교과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 수요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 방안에서 중점적으
로 검토할 점은 이들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비교과 전담 교사란 단위학교의 상담 교사, 사서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등과 같이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37) 학교교육 과정을 위해 종사하는 교사 집단을 지칭한다. 이
들은 특정 교과의 수업을 맡지는 않지만 학생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문적으
로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중요 인력이다
(박영숙 외 3인, 2008: 13-14). 이들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양성되기 보다는 일반대학 교

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학생 상담과 건강 및 생활지도 등을 전담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박영숙 외 3인, 2008: 14)38).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직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교사는 상담(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상담 행정(연간 계획 수립 및 평가, 상담 행사 기획 및 운영) 등을 수행하며
학생의 정서적·심리적 치료 및 성장을 돕는다(김희대, 2007, 48-50을 인용한 박영숙 외
3인, 2007a: 217, 박영숙 외 3인, 2008: 21-23).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의 관리 업무

및 독서 교육, 정보 활용 교육, 도서관 활용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정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지도한다(박영숙 외 2007a: 218).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보건 교육(성교육, 흡연 예방 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안전사
고 예방 교육, 환경 위생 관리)을 담당하며,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및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박영숙 외 3인, 2008: 29). 영양교사의 경우는 급식 관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37) 교과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 건강지도 등과 같이 학생 지도에 필요한 수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38) 선행연구(박영숙 외 3인, 2007a; 박영숙 외 3인, 2008)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를 비교수 전문직 교사로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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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상담 교육, 급식 시간 교실 순회를 통한 교육(식사 예절, 환경 교육 등)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박영숙 외 3인, 2008: 32-33).
이처럼 비교과 전담 교사의 역할을 살펴볼 때, 학교별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며, 학생
중심의 학교 혁신 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확보가 더욱 시급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
육부에서는 총 정원 내에서 이들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인해 확
보 규모가 매우 미미하고 확보 속도 또한 더딘 실정이다. 2019년 ‘공립의 각급학교의 국
가공무원 정원 표’에 보면 교원 총 정원은 33만 7,015명이며, 이 중 비교과 전담 교사는
1만 6,084명(보건교사 7,421명, 영양교사 5,591명, 사서교사 962명, 전문상담교사
2,11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 교원 정원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정원의 수

치적인 면에서 비교과전담 교사의 부족 현상은 여실하게 드러난다.이러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학교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개

별 지도를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박영숙 외 3인, 2008: 139).
현재의 교원 총 정원 내에서 비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을 유발시키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정원 배정 방식의 혁신 요구가 높

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과 개설이 필요하여
교과 교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
수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이재덕․최수진․오요섭․남수경․이길재, 2018). 따라서 총 정
원제를 유지하는 경우, 교과 교사 수 확대는 비교과교사 수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
는 비교과교사의 업무 과중과 불만을 야기 시킬 것이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교과 교
사의 업무 과정과 불만을 유발할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간에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게 되고, 불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결국 제로섬 게
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고 교육 활동에 종사하
는 인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력 구조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학생 중심의 지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어떠한 기준으로 확보하고 배정할 것인
지의 관점에서 배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교육에 종사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력
규모와 구성비를 조정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 수단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원 배정 방식의 혁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정원에서 비교과 전담 교사직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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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에 관한 동의 수준 조사에서는 동의 수준이
4.3점(5.0 점 최고점)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인사 영역에 관련된 다양한 혁신 방안 가운

데 정원 배정에 관한 혁신 방안이 1, 2순위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23.2%)으로 나타나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부각되었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세부 추진 방안

(1)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구성비 제고
(2)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학교급별 배치 기준 개발

(1)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구성비 제고

비교과 전담 교사의 구성비는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을 얼마나 내실 있게 지원하는 가
를 보여 주는 것으로 교육의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구성
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구성
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8년 현재 전체 교원 정원 대비 약 4.8%로
5% 미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박영숙 외 5인(2007c)의 연구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

직의 구성비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안하고 구성비를 2007년 1.8%에서 2015년 11.4%로
제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박영숙 외 5인, 2007c; 246). 2018년 현재 5%의 미만을 유
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07년 연구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3% 정도만 증가한
셈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구성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거나 노력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고할 수 없었을 절차상의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학교교육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
는 현실에서 현행의 구성비로는 현장의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구성비 제고를 위
한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를 총
정원에서 분리하여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의 임용 재량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에 적합한 교사를 단위
학교에서 직접 임용하자는 방안(박영숙 외 3인, 2008)은 ‘대응성’ 및 인력 활용의 ‘효율
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인건비 지원 문제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
합리성 담보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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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학교급별 배치 기준 개발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인력 유형으로는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있
다. 이들 교사들이 학교교육에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며 이들을 단위학교에 배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 기반조차 미약하다. 또한 이들 인력은 영역별로 학교별 1인
이상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치가 임의 규정(“배치할 수 있다”)
으로 되어 있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는 실정이다(김성기, 2013: 54). 이들 유형의 인력
배정에서 학교 간 차이가 생기는 문제는 학교 간 격차로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 국가 수준에서는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비교과 전담 교사직의
학교급별 배치 기준을 개발하도록 한다. 학교별로 고려해야 할 요인(예를 들면, 학급 수,
학생 수, 교과별 교육과정 단위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배치 기준
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라) 후속 지원 과제
각급학교 교원 배치 기준 개선 방안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것이어서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배치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
러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배치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에는 교원, 직원, 학교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법적으로는 비정규직 중 ‘기간제교
원’만 법정화(「교육공무원법」제32조)되어 있을 뿐 다른 직은 법정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가 있다(김성기, 2013: 61). 김성기(2013)는 학교 지원 인력의 법적 지위를 「교육공무원
법」이나 「초･중둥교육법」에 학교교직원의 종류로서 제3직렬을 신설하여 이들의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학교의 교직원을 ①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기
간제교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과 ② 직원(지방공
무원으로서의 행정실 직원), ③ 가칭 학교전문원(교육복지사, 행정실무사, 급식조리원 등)
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제3직렬을 신설하는 경우, 이덕난(2013)은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2항을 개정하여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지원을

두고,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학교전문가 또는 학교 지원 인력을
둔다.”고 규정할 수 있다(이덕난, 2013: 115). 이와 연계하여 배치 측면에서는 제5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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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하여 “학교에 두는 학교전문가 및 학교 지원 인력의 정원 또는 배치 기준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도
록”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이덕난, 2013: 115)고 제안한 바 있다. 학교교육
인력을 현장의 실정에 맞게 재분류하고 이들 인력의 법적 지위를 법규로 제정하고 정비
함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3) 혁신 방안 3: 자격 영역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체계 확립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자격 영역에 관련되는 것으로 혁신에 반영되어야 할 가치는 책임성이다. 혁
신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책임지고 교원의 전문적 자격 발달을 촉진하고 관리함을 지향한
다. 혁신의 주안점은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경력에
따른 자격 발달 단계를 통해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책임은
주기적 연수를 통해 상위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게 유도하고, 자격증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 교원 자격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교원의 인사제도를 혁신하고자 할 때,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영역이 양성과 자격, 그리고 연수이다. 교직사회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련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것인가, 전문성 신장의 지원
체계는 어떠한 구조와 절차로 구축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 기반은 미약하다.
국가 수준에서는 교사가 최초 자격을 취득하여 교직에 입직한 후 얼마나 공신력 있게
자격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자격제도 운
영에 관하여는 교사직의 상위 자격 취득 구조가 교원직에서의 직렬이 다른 교감(학교행
정가직)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막혀 있고, 자격 수준에 관한 주기적인 검증 절차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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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자격 관리 체계부터 확립할
필요가 높다. 일반적으로 교원 자격 영역에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첫째, 교원 전문성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즉, 교원 자격제도가 교원의 전
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홍성훈, 2007; 신현석, 2011)이 있다. 현재의 교원
자격은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의 4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
한 단선적인 구조의 교원 자격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발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직의 경우 1급 정교사에서는 전문성이 심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
울러 이러한 단순한 자격체제는 1급 정교사에서 교감이라는 상위 자격 취득 절차가 승진
임용 절차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교사직에서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경로가 막혔다
는 문제 인식이 높다.
둘째, 학교급간의 교원 자격 및 표시 과목의 엄격한 구분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원활
한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성기, 2011; 김갑성 외 6인, 2009). 즉, 교원
의 자격이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구분되고, 중등에서는 표시 과목으로 구분되어 급변하
는 사회와 학생의 학습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
원 자격증이 학문 중심적이고, 양성기관(대학) 중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시 말하면, 교원양성 기관에서 구분하는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교
원 자격이 발급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
셋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자격의 효력은 정년까지이다. 즉, 한번 취득한
교원 자격은 평생 유효한 것이다. 자격의 전문성 검증에 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
고 있다. 더구나 현 교원자격제도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교급과 표시 과목, 자격
단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 교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한
교원 정책에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우선 교사직에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자격 기
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사 자격 기준은 전국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과 직
무 수행 요건과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개발될 필요가 높다. 교사 양성과정에는 교사가 갖
추어야 할 전문적 수준을 명시하고, 전문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하고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또한 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구축하여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수준을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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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자격증의 전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주기, 관리 주체 등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박영숙 외 3인, 2007a: 235-236).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교원 자격제도를 혁신하여 전문성 신장형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문성 신
장을 촉진하는 자격 발달 단계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격 발달 단계
운영에서 국가 수준에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
서는 세부 추진 방안으로 (1)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단계 모형 개발, (2) 자격 관리
체계 확립, (3) 주기적 연수와 연계한 자격증 검증 도입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세부 추진 방안

(1)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단계 모형 개발
(2) 자격 기준 개발 및 관리 체계 확립
(3) 주기적 연수와 연계한 자격 단계별 검증 절차 도입

(1)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단계 모형 개발

교사 자격의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첫 걸음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자격
발달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 변화로 인해 학교 운영상 필요로 하는 인력이
다양해짐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며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개발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원 자
격 영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원 자격의 전문성 수준을 책임 있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 싱가포르 및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경우 미네소타 주에서는 교사 자격은 1-4급의 다단계 체계의 갱신체계로 운영
된다. 3, 4급 과정은 교사 평가 통과를 요건으로 하되, 4급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김희규, 2019: 123).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립교육원(NIE)에서 교사 경력별 전문
성 개발 모형(Career Tracks for Teachers)을 개발하여 국가 수준에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 전문성 개발 단계는 ‘전문교사 트랙
(Teaching Track)’, ‘관리자 트랙(Leadership Track)’, ‘전문가 트랙’(Speciali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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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트랙 가운데 하나를 교사 초기부터 선택하여 자신의 경력 발달을 지원한다(김
희규, 2019: 123). 전문교사 트랙은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교수 능력을 구축함을 지향하
고, 교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경력을 발달 시켜 나가려는 교사들을 위한 진로이
다. 전문교사 트랙은 교수․학습 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경로로 선임교사(senior teacher),
리더 교사(lead teacher),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는 최고
마스터 교사(principal master teacher)의 4단계 지위를 얻게 된다(김희규, 2019: 126)
(싱가포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5장 3절 외국 사례 참조)

그리고 호주에서는 교사 전문성 단계를 최초의 입직 단계에서부터 최상의 전문성 단계
인 지도 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교직 생애를 거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있다. 교
사 자격 관리 방식에서는 2004년에 교사 자격 기준을 위한 국가 수준의 틀을 마련한 후
기준에 비추어 교사 자격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각 주정부에서는 교사 자격체계의 운영 관리를 전담할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교사 자격 관리가 국가 수준에서 책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틀(A National Framework for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은 크게 두 영역인 교사 경력 영역Career Dimensions)과 전문적인 요소
(Professional Elements)로 구성된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5). 교사 경력 영역은 교

직에서의 단순한 경과 연수가 아니라 경력 단계별로 지향해야 할 전문성의 수준을 보
여 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교사의 경력 단계는 네 단계 즉 ①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학생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수업
교사로서의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신임교사 단계, ② 수업 경험과 계속적인 전문성 개
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량 있는 교사, ③ 교직에서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이고 있는
성취 교사, ④ 교사 경력의 최고 수준인 지도성 있는 교사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단계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네 가지 요소가 반영되는데 이들 요소에는 ① 전문적 지식,
② 전문적 수업실제, ③ 전문적 가치, ④ 전문적 관계가 포함된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6).

교사 자격의 첫 번째 단계인 신규교사 단계는 시보교사와 조건부 교사 등을 포함하는
초기의 교사 자격 단계이며 3∼4년의 기한 내에 교사 자격의 두 번째 단계인 전문적 역
량의 단계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8). 2단계인 전문적 역량의
교사 단계까지가 모든 교사들이 도달해야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자격 기준이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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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전문적 성취 단계와 전문적 지도성의 단계는 권고 사항이다. 전문적 역량의 자격
을 갖춘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5년 동안
적어도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8).
2004년부터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 인증기관에서 승인된 교사교육 프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6). 교사 자격을 평가하는 요소
들은 각 교사가 제출한 증거와 수업 관찰, 학교장에 의해 작성되고 교육청에 의해 배서된
외부 평가자로부터의 견해가 담긴 보고서 등이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8). 교사의
자격 인증 과정은 교사와 학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경험 있는 교사가 신규교사
의 전문적 발달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업 관찰을 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며, 수업
프로그램과 학생의 성취 결과 등과 같은 서류의 검토와 분석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박영숙 외 3인, 2007a: 108).
(2) 자격 기준 개발 및 관리 체계 확립

교원의 자격을 전문성을 중심으로 관련 영역과 절차로 구조화한 하나의 체계로 확립하
기 위해서는 자격 기준의 구조와 관리 방식에 관한 논의 기반이 필요하다. 박영숙 외 3인
(2007a)의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을 개발하면서, 자격의 영역과 자격

기준 내용, 자격 기준에 담아야 할 공통 요소를 중심으로 자격 기준의 구조와 일반 요건
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의 <표 Ⅶ-4>는 교사 자격 기준 영역과 공통 요소들과 연계하여
자격 기준의 일반 요건을 제안한 것이다.
<표 Ⅶ-4> 교사 자격 기준의 영역과 공통 요소
자격 구성 영역

자격 기준 영역

자격 기준 공통 요소

전문성 개발

전문적 지식 습득 및
자질 함양

학력 및 교육 수준
양성 과정 유형
기본 이수 학점 및 과목

전문성 수준 검증 및 평가

전문적 교수 방법
적용 및 실천

교육 실습 기간
자격증 유형
자격증 검증 방법
자격증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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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자격 구성 영역

자격 기준 영역

자격 기준 공통 요소

전문성 지속 관리

전문적 협력 태도 및 관계 구축
교직 적응 관리

자격 발달 단계
자격증 관리 방식
자격증 관리 주체 및 역할
자격증 유효 기간

전문적 책임 및 윤리 준수

학생 학업성취 제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 지도성 발휘

교사 역할
교사 핵심 직무
교사 직무 기준

출처: 박영숙 외 3인(2007c), p. 239.

교사 자격 영역은 ① 전문성 개발, ② 전문성 수준 검증 및 평가, ③ 전문성 지속 관리,
④ 전문적 책임 및 윤리 준수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박영숙 외 3인, 2007c: 239). 전문
성 개발은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기본 요건과 연계되고, 전문성 수준
검증 및 평가는 자격증 취득 기준과 방법에 연계되며, 전문성 신장은 자격증의 지속 관리
방식 및 절차와 연계된다. 그리고 전문적 윤리 및 책임 준수는 교사 개인이 교직 구성원
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 책무와 연계된다(박영숙 외 3인, 2007c:
239). 본 연구의 혁신 지향성에서 관심을 갖는 전문성 신장형의 자격 발달 체계는 전문성

검증 방법과 자격증 취득 절차, 자격 관리 방법과 관리 주체, 자격 전문성 수준 및 평가
등을 포함한다.
(3) 주기적 연수와 연계한 자격 단계별 검증 절차 도입

국가 수준에서 교원의 전문적 발달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증하
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증 절차는 자격증에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역량 진단
및 연수 등의 절차와 연계할 수 있고, 갱신 절차를 주기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교원
자격의 갱신 또는 발달 단계의 도입은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연계하여 교원 자격의 사회
적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신현석, 2010). 선진국의 개선 동향에서는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점이 부각된다(박영숙 외 3인, 2007c: 146).
무시험검정제도로는 전문성 수준이 확인되기 어려우므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에 관한 인증 기준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박영숙 외 3인, 2007c: 146). 또한 자격증의
유효 기간을 정하여 연수 등의 지원 활동과 더불어 자격증을 갱신하는 절차가 국제적으
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박영숙 외 3인, 2007c: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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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자격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격 갱신 제도가 운영된다. 자격 갱신 주
기는 대부분의 주에서 3∼5년의 임시 또는 예비 자격 기간을 거쳐 일정한 교원 연수 훈
련, 석사학위 등의 요건 충족 시 영구적 자격증을 수여하는 형태와 교사 자격을 연장하는
성격의 갱신 기능 자격증을 수여하는 형태로 제시된다(박영숙 외 3인, 2007c: 99). 버지
니아 주(State of Virginia)의 사례에 의하면, 자격 갱신 매뉴얼을 개발하여 모든 유자격
교사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 교사들은 5년
마다 개별 교사의 전문성 개발 계획에 따라 180점의 전문성 개발 포인트를 완성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박영숙 외 3인, 2007c: 99). 일리노이 주(State of Illinois)의 경우는 자격
증 갱신을 위해 개인 발달 단계에 따라 다양한 요건을 제시한다. 모든 교원에게 적용되는
‘3단계 자격체계’(2002년 2월 제정)가 있고 이를 토대로 몇 년에 걸쳐 새로운 자격 체계

의 단계를 정착 중이다(박영숙 외 3인, 2007c: 99).
라) 후속 지원 과제
교사의 자격 발달 단계를 구축하고 운영한 호주 사례에서는 교사의 자격 인증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주정부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향후 자격제도를 전문성 신
장형으로 다단계로 확립할 경우, 우리 교직사회에 맞는 자격 발달 단계는 몇 단계가 적합
한지, 자격의 검증을 위해 자격증 갱신 주기는 몇 년이 적합한지 관련 집단의 논의 기반
이 필요하다. 자격증의 갱신을 위해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 역시 학문적 논의
와 연구 기반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신규교사 자
격 취득에서는 양성체제 개편과 맞물리는 작업이어서 단기에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다.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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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 방안 4: 연수 영역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계
구축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의 관련 인사 영역은 연수이다. 혁신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가치는 전문성이다.
혁신 지향성은 모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모든 교원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진단
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혁신의 주안점은 모든 교원의 역량을 주기
적으로 진단하고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연수 주기와 방법 등과 연계하
여 지원한다는 점이다. 앞서 자격 영역에서 제시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체계 확립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 요구 조사 결과, 이 방안에
대한 동의 점수는 4.1점이고, 혁신 요구는 3.7점으로 높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교원에 대한 연수는 크게 자격 연수와 직무 연수로 구분되는데, 자격연수는 1급 정교
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이고, 직무 연수는 교육
이론, 방법 및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이다. 구체적으로 자격 연수는 교육부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표준교육과정에는 자격별로 이수해야 하는
영역과 시수가 제시되어 있다. 실제적인 운영은 대부분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직무 연수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연수와
같은 표준교육과정은 없으나, 교원 인사제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를 통해 교사가 의
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 영역에서는 5년 미만의 신규교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고, 교직 경력별로 요구
되는 전문성이 달라, 발달 요구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
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 요구를 파악하는 기능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담하기에는 제도 운영상 한계가 있다. 즉, 평가의 영역과 요소 그리고 세부 지표로는
교사의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 방법 측면에서도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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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역량 수준과 지원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수제도의 혁신이 필요
한데 교원직의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자격체계와 연수체계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지
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애 발달 단계에 관하여는 선행 연구 기반이 많은 편이어서 자격제도와 연수제도의
연계 추진은 국가의 정책 의지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규․주영효(2017)는 교사의
생애 단계를 구분(적응-성장-발전-숙련)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연수는 개별 교사의 발달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입직 이후 퇴직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을 교직에 머물
게 된다. 따라서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
수 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교사가 요구하고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 개
인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김희규․주영효(2017)는 교사의 생애 단계를 구분(적응-성장-발전-숙련)하여 각 단계에
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공통점은 교사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연수가 교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즉 교사의
경력(또는 생애 주기 단계)에 따라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 또한 교사의
직무연수에 있어서 교사의 생애 주기(저경력 교사에 대한 지원 포함)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2018년 교육부의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교직 경력별 연수 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교직 생애 주기별 연수 영역을 구분하고, 연구 주제별로
특정 대상을 설정하고, 저경력 교사 및 교감(장) 대상 연수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애 주기를 입직기-성장기-발전기-심화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연수 영역 및 시간
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교육부, 2018g).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생애 주기별 연수는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허주 외 7인(2018)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연수 참여 동기도 연수 효과 인식의 중요한 요
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교원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연수보다는 개별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수 체제가 필요하다. 교사는 입직 이후 퇴직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을 교직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입직부터 퇴직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연수 체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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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방법 및 절차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연수체제 확립을 위해 우
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전 교원의 역량에 대한 진단이고 역량 진단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야 한다. 또한 역량 진단 결과와 역량 개발 요구를 연계하여 교원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 방안과 연계한 세부 추진 방안은 (1)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반 마련, (2) 맞춤형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세부 추진 방안

(1)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반 구축
(2) 맞춤형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

(1)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반 마련

생애 발달 단계에 관하여는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입직기-성장기-발전기-심화
기의 4단계를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병찬(2007)은 교사의 생애 단계
를 시행착오기(1-2년), 좌절․성장기(2-5년), 발달기(5-10년), 성숙·안정기(10-15년), 회의․
혼란기(15-20년), 소극․냉소기(20-30년), 초월․격리기(30년 이후)의 총 7단계로 구분하는
데, 이렇게 보다 세분화된 생애 단계의 구분은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는 교사의 요구
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개별 교사의 전문성 신장 요구를 파악함에 있어,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김병찬, 2008; 김갑성, 2014 등)에서는 현재의 평가의 영역과 요소 그리
고 세부 지표로는 교사의 전체적인 역량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 측면에
서도 교사가 교직 직무 수행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전문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허주 외 7인(2018)은 ‘교원 역량 진단’을 제안
하고 있다. 교원 역량 진단은 교사 자신이 자신의 전문성(역량)에 대해 자발적이고 자체
적인 진단을 하여 부족한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의 대안적
방안이다. 이러한 교원 역량 진단은 전문가인 교사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교사
가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및 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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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구축

교사의 전 생애에 걸친 연수 및 교원 역량 진단과 더불어 교사가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사 전문성 개발 체제가 필요하다. 즉, 교원 역량 진단을 실시하여
개별 교사가 부족하고 필요한 역량 개발에 대해 교사 개인이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연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한편 교사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역량
개발 프로그램 참여로 신장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직의 전 생애
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교사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연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라) 후속 지원 과제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역량 진단 기준 개발과 진단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야 한다. 진단 절차는 어떠한 단계로 구성되며 진단 시기, 진단 방법 등에 관한 모형을
우선 구안하고, 실행을 위한 지원 과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진단 결과를 인사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기반이 필요하다. 연수를 비롯해서 자격,
평가와 승진, 보상 등과의 연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전문적 발달 단계를 중심
으로 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격과 연수-평가-승진-보상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수의 책임 수준에서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혁신 방안 5: 평가 영역

교원 역량 자기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 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평가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가치는 능률성이다. 모
든 교원의 직무 역량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혁신에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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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혁신에서 주력할 주안점은 교원 개인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 기준
설정과 자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지원함에 있다. 교사 개인이 먼저
자율적으로 역량을 진단하고, 직무 성과 제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2∼3차 단계에서 연
수 등의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역량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직무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교원 평가 영역의 혁신 지향성을 반영하여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
우, 우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업적 평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부각
된다. 이하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는 ‘교원 역량 진단체제 구축’으로, 교원업적
평가의 경우는 ‘직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으로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교원능
력개발평가에서는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는 체계로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교
원 업적평가는 교원의 인사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추진 과정에 논의 기반이
필요하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단기 내에 현행 제도와 연계하여 변화시키는 추진 방법으로 (1) 교원 역량 진단체제
도입, (2) 직무 성과 중심의 교원 업적 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세부 추진 방안

(1) 교원 역량군별 역량 진단 지표 개발 및 자기 진단 체제 도입
(2) 직무 성과 중심의 교원업적 평가체제 구안

(1) 교원 역량군별 역량 진단 지표 개발 및 자기 진단 체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대신할 ‘(가칭) 교원 역량 진단’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및 평가 지표는 현재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을 평가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허주 외 7인, 2018). 또한 교사가 앞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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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허주 외 7인, 2018). 현재의 평가는 보유
및 필요 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수행의 정합성 정도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가칭)교원 역량 진단’으로 변경․도입하고, 기존 평가
영역을 교직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수･학습 역량, 학생 이해 및 지도 역량, 교육공동
체 형성 및 참여 역량, 자기 개발 및 관리 역량 등의 역량군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가
요소는 각 역량군의 세부 역량으로 변경39)하며, 기존 평가 지표는 역량 진단 지표로 변
경․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가칭) 교원 역량 진단의 세부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의
<표 Ⅶ-5>와 같다.

<표 Ⅶ-5> (가칭) 교원 역량군, 세부 역량 및 역량 진단 지표
역 량 군

교수 역량

세부 역량

역량 진단 지표

교과전문 역량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
∙ 교과전문지식

수업 역량

∙ 수업 기획 능력 ∙ 수업 실행 능력(방법적 능력) ∙ 수업 평가 능력

학생 학습
지원 역량

∙ 학생의 학습수준 진단 능력
∙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역량

학생 이해·
공감 역량

∙ 학생 이해 능력(학생의 발달, 가치관, 성향, 문제행동 등)
∙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및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
∙ 학생의 감정 상태나 심리상태에 공감하는 능력

학생 이해 및
심리상담 역량
지도 역량

진로지도 역량

∙ 미래사회의 학생 역량에 대한 이해
∙ 교과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 학습을 지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역량
∙ 학습 동기 촉진 역량

∙ 심리 검사 도구 활용 및 해석 능력
∙ 대화 및 상담 역량

∙ 문제 행동 이해 및 처치 능력

∙ 미래 직업세계에 대한 변화와 흐름에 대한 통찰과 지식
∙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척하도록 지도하는 능력
∙ 진로 컨설팅 능력(진로탐색 및 진로조언 능력)

39) 여기에 제시된 역량 관련 내용은 예시 자료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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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역 량 군

교육공동체
형성 및
참여 역량

세부 역량

역량 진단 지표

생활지도 역량

∙ 학교 생활지도 능력(학교생활에 적응)
∙ 교우 관계 분석 능력(학생 관계성 진단 능력)

소통 및
협업 역량

∙ 대인관계 능력(동료 및 선후배 교사)
∙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능력
∙ 개방적 자세(동료교사 및 학부모)

학습공동체
활동 역량

∙ 교육활동 계획 능력
∙ 교수 학습 동호회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역량

∙ 지역사회 특성 및 요구 이해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학부모와 협력체제(파트너십) 구축

∙ 평생학습 능력
자기 개발 역량 ∙ 변화 적응 능력
∙ 정보 수립 및 활용 능력
자기 개발 및
관리 역량
자기 관리 능력
교직 윤리 및
인성

∙ 신체적/정신적 활력
∙ 회복 탄력성

∙ 학생 갈등 해결 능력

∙ 상호 발전에 대한 공감 및 지식 공유

∙ 자기 주도적 학습 및 탐구
∙ 문제 해결 능력
∙ 문화적 수용력
∙ 여가 관리
∙ 자기성찰 역량

∙ 시간 관리
∙ 스트레스 관리 능력

∙ 교육비전 설정 및 실현 능력 ∙ 교직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
∙ 도덕성
∙ 시민 역량

출처: 김창환 외 8인(2015), pp. 56∼57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상의 역량 진단을 통해, 교원은 현재 자신이 교직 전문가로 갖춰야 할 역량의 보유
유무를 동료 교원의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의
확보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교원 능력개발평가에서 교원의 역할
수행 여부를 단순히 점검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원 자신의 현재 역량 및 잠재 역량을 점
검할 수 있기에 ‘(가칭) 교원 역량 진단’은 교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 기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타인의 의견에 따른 자신의 역량 보유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빠르
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하에서 적극적인 역량 보유 정도 확인 방법은 아닐 수 있다. 만약
교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교사가
역량 강화 노력을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허주 외 7인(2018)
에서 제안한 것처럼 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교사
역량 자가 진단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사 역량 자가 진단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NEIS40)와 연동되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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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허주 외 7인, 2018). 이 시스템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부
족한 역량이 발견될 경우, 교사는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보를 교사의 경력 단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허주 외 7인, 2018). 이 때 진단된 부족 역량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직무 성과 중심의 교원업적 평가체제 구안

직무 성과 중심으로 기존의 근무평가제체를 새롭게 구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이 지원되어야 한다.
첫째, 교원근무성적평정 내용의 차별화, 타당화가 필요하다. 교원근무성적평정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능이라기 보다는 인사 행정 관리 기능이기에 현재 교원능
력개발평가 평가 요소와 중복되는 학습 지도, 생활 지도 관련 평정 내용부터 제거할 필요
가 있다. 이와 함께, 승진 중심 평가로서의 예측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부
장교사)와 관리자(교장, 교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직무 역량을 평정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때, 평정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평정 척도를 가능한 명확히 개발․제시하여
평정자에 따라 달리 평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평정 요소 및 평정 내용에 업무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담임 중심의 초등학교 교원과 교과목 중심의 중고등학교 교원의
역할과 이에 따른 직무 성과가 다르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인문계, 실업계, 특
성화 등 학교 유형에 따라 교사의 직무와 성과에 차이가 있다(이병환, 2004). 따라서 담
임 여부, 부장 여부, 소속 학교 특성 등 업무에 따라 차별화된 평정 요소와 평정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의 평정 요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에 따른 평정 점
수의 차이를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생활 지도
배점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습 지도 배점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
이다. 이는 학교급에 따른 역할 강조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팀 단위의 교원성과상여금평정이나 절대 평가, 지표별 정액제 도입 등 새로운
성과 상여금 평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정수현․장민경, 2018). 학교 성과급의 부활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직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팀 단위의 성과상
여금 평정은 팀 티칭이나 공동 수업 연구 실적 등을 평정 내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사들
40)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교육부가 구축한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체계(2003년 4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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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교원 개인 간 과도한 경쟁 과열을 방지할 수 있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원성과상여금평정으로 인한 교직 내 분열, 갈등, 불화,
반목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후속 지원 과제
(가칭) 전문성 신장 중심의 평가제도 혁신 방안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6) 혁신 방안 6: 승진 영역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승진 영역에 관련 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반영해야 할 가치는 합리성이다.
혁신 과정에서는 교원직 특성을 반영한 순환 보직과 경력 경로제도 운영을 지향한다. 그
리고 혁신의 주안점은 승진 트랙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분리하여 이원화된 트랙
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1급 정교사 이후 모든 교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소수 정원
으로 묶여 있는 학교행정가직(교감과 교장직)으로 승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합리적인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박영숙, 2019: 62).
이러한 혁신 지향성에 부응하여 승진 영역의 혁신 방안은 승진 절차를 전문성 신장이
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원직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합리적 제도로 재설계
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이 방안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이원화와 경력 개발 경로를 통해 전문성 수준을 신장시켜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그 동안 승진제도 영역에서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
한 제도들이 도입․운영되어 왔다.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등이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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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점수 경쟁을 통한 행정가직 “선발 패러다임”을 타파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누구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행정가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타당
한가라는 선발 관련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학교와 구성원의
역할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학교행정가의 경영 전문성 함양을 겨냥한
혁신 방안을 구상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교장 전문성을 직전교육
을 통해 체계적으로 함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긴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 또한
집단 이해관계에 막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생 인구의 특성 변화,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의 변화와 함께 교사직과 행정가직 모두 새로운 요구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승진
제도를 통해 노력하는 교원들이 보상받는 한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리더십 함
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실에 유입되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들 역
시 전문적 역량과 리더십을 단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이나 학교 행정가
들 또한 학교 경영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필요로 한하는 데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학교 행정가들의 자질과 역할이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수준 및 규모, 소재지,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의 교육적 사명과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
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학교교육이 요구하는 일련의 변화들은 학교행정가들에
게 전통적으로 요구되었던 역할 외에도 새로운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가를 확보하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가직 승진 기회를 얻기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지속하는
문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교원 승진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인사제도 문제 중 혁신이 시급한 문제 13개 가운데 승진과 관련된 문제가
4개나 포함되어 있는 점(승진에 대한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정년 연장으로 활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 1급 자격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구조, 승진 임용과 내부 공모 임용에서의 교장 자격 기준의 차이 등)도 승진제
도 혁신의 시급성을 확인시켜준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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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방안

교원 경력 개발 경로 이원화

교원의 경력 개발 경로 이원화는 기존의 단선적 경력 개발 경로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문성 신장 위주의 교장직의 직무 설계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행정가직으로 승진하기 위한 교원들 간의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이로 인한 갈등
야기 및 직무 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선택에 따라 선호하는 트랙에서 전문성
을 체계적으로 신장해 갈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에 유능한 우수
한 인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행정가직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교실 수업
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원이 수업을 지속적
으로 담당하면서 수업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셋째, 교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하
여서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장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한편, 교장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학교 경영을 저해했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행정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일찍부터 교장 트랙을 선택하여 행정가로서
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넷
째, 교사 트랙과 행정가 트랙 내에서 교원들이 각 단계를 따라 상향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며,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때
마다 각종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교원들의 직무 동기와 의
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원의 경력 개발 경로 이원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모든 교원들이 행정가직으로
쏠리는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시키고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추가 재원의 확보이다. 수석교사제 또한 결
국, 수석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수업 경감 혜택, 수당, 수석교사들의 공간 확보 등에 소요
되는 재정이 확충되지 않음으로써 수석교사제의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단선적인 교원
승진 제도에서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위에 선임교사와 같은 하나의 단계를 추가하는
방안도 해당 단계로 승진할 교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될 재원 확보의 불투명성이 제도 운
영을 위한 논의 전개를 제한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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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원 경력 개발 경로 이원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가 그랬던 것처럼 교
원의 중요성과 그들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정부의 공감과 헌신이 천명되는 것이야말로
실행의 조건이라고 하겠다.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생각하는 학교, 배우
는 국가)” “Teach Less, Learn More!(적게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운다)”는 싱가포르가 표
방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육에 헌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
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교원의 경력 개발 경로 이원화 제안이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 학교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장을
포함한 교원 모두의 전문성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이슈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라) 후속 지원 과제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할 경우,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자격 발달 단계
와 연계한 자격 기준(자격 요건 포함)이 필요하고, 학교행정직의 전문 양성 과정 설치도
검토될 수 있다. 전문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양성과 자격, 연수, 평가와 연계･운영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교사직의 경우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수를 지원한다.

7) 혁신 방안 7: 전보 영역
교육 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전보 영역에 관련된 것으로 혁신에서 반영해야 할 핵심 가치는 민주성이다.
혁신 과정에서는 인사 결정에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를 확대함을 지향한다. 그리
고 혁신의 주안점은 현행 순환전보제로 운영되는 전보제도에서 고경력 교사(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교사 개인이 교육 경력과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전보시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를 혁신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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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우리나라의 전보제도는 순환전보제로 운영된다. 이러한 순환전보제는 비교국제학적
관점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예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는 경력 교사
와 신임교사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교에서의 경험을 얻도록 함
으로써 교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편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OECD, 2005: 159; 김갑
성 외 4인, 2010: 111). 현행 교원 순환전보제의 운영에서는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가 중심이며, 교사 전문성 신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권 구현 및 학교 교육력
제고’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순남, 2016). 순환전보제에 대한 교사
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김갑성․주현준, 2013; 박기범 외 6인, 2018; 이효신 외 15
인, 2016)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복 추구’를 지나치게 중시하다보면 순환전보제는 다양한 문제

를 발생시킨다. 먼저 교사 쏠림 현상을 들 수 있다. 경력이 높은 교사들이 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관찰되고 있
고(김영식 외 3인, 2012),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비해 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저경
력 교사 비율이 높은 것도 확인된다(최원석, 2019). 또한, 전보의 공정성과 관련된 끊임
없는 논쟁과 교사 간 경쟁도 문제이다. 기피 지역으로의 전보가 교사의 생활 안정 및 행
복 추구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보 내신 산출 기준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경력, 근무평정, 가산점 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신규교사 및
저경력 교사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며, 많은 점수를 쌓아서 좋은 지역
으로 가기 위한 교사 간 과열 경쟁이 유발된다(김순남 외 5인, 2016, 이효신 외 15인,
2016).

한편, 기피 지역으로 전보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승진 가산점 제도는 진급 희망자
들 간 선호 벽지 학교로 가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경쟁을 낳는다(성준우․허병기, 2015).
이처럼 이유는 다르지만 순환전보제는 교사 간 과열 경쟁을 유발시키고, 신규교사 및 저
경력 교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기능하기 쉽다.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면 20년 이상 근무하며, 최소 4번 이상 전보를 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 전보제도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사 전문성 신장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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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운영 틀이 필요하다. 교사의 희망이나 편의 위주로 운영
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차승은, 2019, 김갑성 외 5인, 2010), 교사직에서의 전
문적 성장과 경력 발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보제도 운영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
요하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추진 방법으로 (1) 교육 활동 및 경력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교사 개인이 전보시기를
선택하여 신청 (2) 전보 컨설팅 지원 및 매뉴얼 개발을 제안한다.

세부 추진 방안

(1) 전보 절차 혁신: 교육 활동 및 경력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교사
개인이 전보시기를 선택
(2) 전보 컨설팅 지원 및 매뉴얼 개발

(1) 전보 절차 혁신: 교육 활동 및 경력 발달 주기를 반영하여 교사 개인이 전보 시기 선택

일반적으로 전보제도는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무
원의 훈련과 능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하며, 행정 조직 및 관리상 변혁이 나타날
때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종수 외 4인, 2001: 526~527). 이러한 관
점에서 교원의 순환전보제는 단순히 교사를 배치하거나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다. 전보제
도에서 중요한 기능은 교육･훈련과 능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간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에는 신규교사부터 고경력의
교사들까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류하는 곳이다. 한 학교에서 만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 전보제가 운영되어야 한다(차승은 외 4인, 2019).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를 고려해야 하고, 경력 발달 주기와 연계하여 전
문성 신장을 촉진시키는 연장선에서 교사가 직접 전보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보시기 선택 방안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
할 수 있다. 하나는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를 고려한 학교 구성 측면이다. 전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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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경력의 교사가 한 학교에 구성되는 것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에, 저경력, 중경력, 또는 고경력 교사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전보의 우선순위를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보 제도에서 드러났던 특정 경력 층의 학교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력에 따른 학교 구성을 고려한 교원의 전보
시기 선택 측면이다. 기존에는 한 학교에 4∼5년 근무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이해와 학교
구성원 경력의 다양성이 일치한다면, 전보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전보 컨설팅 지원 및 매뉴얼 개발

앞서 제안한 전보 시기 선택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이 선택하는 전보
시기가 전체 생애 발달 주기와 연계되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학교에
서 전보시기를 늦추거나 연장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사 개인의 교육 경력과
전문성, 학교 교직원의 구성, 학교의 운영 계획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컨설
팅장학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전보 담당 장학직이 담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교사
개인의 생애 발달 주기와 전문적 발달 요구, 학교 요구 등을 종합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컨설팅 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교내 컨설팅에서는 수석교사
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라) 후속 지원 과제
전보시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전보시기를 구분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연구 기반이 필요하고 전보시기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전보시기에 관하여
는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3년, 7∼8년 등 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둘 것을 제안한다. 이는 신설 학교의 경우나 개축학교, 특색사업
추진학교나 연구학교 등에서는 4∼5년의 획일적 주기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보
주기가 다양할수록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보 주기는 소수 교원에게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원의 발달 요구와 연계하여 합목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혁신 방안: 전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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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혁신에서 반영될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다. 혁신에서는 연공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을
탈피함을 지향한다. 혁신 주안점으로는 전직을 통해 승진과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
됨을 방지하고, 교육전문직 특성에 맞는 전문적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전문 양성 과정을
신설 지원함과 동시에 선발 전형에서 공정성을 제고함을 지향한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본 연구에서 인사제도에서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과 문제를 조사한 결과, 전직에 관
한 문제들이 상위 5위 내에 제시되었다. 특히, ‘특정 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과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의 혁신 시급도가 전체 31개 문제

중 4위와 6위의 매우 높은 순위로 제시되었다.
현행 교육전문직 선발은 서류 전형과 시험 전형으로 구분되며, 시험 전형은 1차(객관
식 필기고사, 논술식), 2차(면접, 현장 평가) 절차로 시행된다(박영숙 외 3인, 2010: 14).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3배수 범위 내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다. 경력평정 점수(70점)와 근무성적평점 점수(100점), 연수 성적 평정 점수(18점),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승진은 명부
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한다(박영숙 외 3인, 2011: 15). 교육전문직에서 교감․교장으
로 재전직하는 경우는 이전 직위에 전직함이 원칙이나 2년 이상 근무한 교육전문직은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고 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직위에 제한 없이 전직
가능하다(박영숙 외 3인, 2010: 15).
전직 영역에서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첫째는 교육전문직의 선발과 관련된 문제로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 보다 시험을
위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김영인 외 10인, 2016), 응시 인원이 많아서 공정성과 객관성
에 치중한 결과일 수 있다.
둘째, 교육전문직이 승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김달효, 2014; 김영인 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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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박영숙 외 3인, 2010; 이준희 외 18인, 2017)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15년 내․외의

승진가산점을 누적해야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 2∼3
년 복무하면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승진 가산점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
기 위한 지름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몇 년 동안 가혹하게 준비하며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있다. 이런 풍토에서 교육청은 업무량을 줄이는 노력이나 적
정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김영인 외 10인, 2016: 117). 한편, 교육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교감 및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면 교육전문직 출신이라는 폐쇄적
우월성, 소영웅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장에 대한 섬김, 공손, 애정이 결핍되어
있는 일부 사례도 보고되는 등 현장 적응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과 관련된 문제이다(강희종, 2010; 이준희 외 16
인, 2017). 교육전문직은 몇 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일반 행정직과
다르게 교육 경험이 있어야 교육행정에서 현장성을 발휘하여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교수·학습 경력 및 학교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많다고 해
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양성 및 연수의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전문직으로서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
하기에 현행 4주 정도의 직무 연수 기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직무연
수 내용 또한 기획 및 관리 기능에 관한 교과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이준희 외 16인, 2017). 또한 교육 내용이 교육정책과 장학행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지도나 수업 장학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희종, 2010).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앞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와 연계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1) 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 선발체계 구축, (2) 순환보직형 장학사와 장기근속형 교육전

문직으로 구분․운영, (3) 교육전문직의 전문 양성과정 신설의 세 가지 추진 방안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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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방안

(1) 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 선발체계 구축
(2) 순환보직형 장학사와 장기근속형 교육전문직으로 구분․운영
(3) 교육전문직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1) 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 선발체계 구축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의 혁신 중 하나의 방안은 필기시험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
니지만 별도로 필기시험 준비에 매진하지 않아도 역량과 정책 감각이 있는 이들을 선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박영숙, 2019: 68). 이와 관련하여 김영인 외 10인(2016)은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에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선발 방식에 정성
평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심층 면접과 토의·토론
시간 확대, 기획 형태의 시험보다 정책 제안 형식의 시험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의 전형
절차를 제시하였다. 내부자 중심의 심사로 인한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심사 위원
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2) 순환보직형 장학사와 장기근속형 교육전문직으로 구분․운영

순환보직형 장학사와 장기근속형 교육전문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은 선행연
구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강희종, 2010; 김영인 외 10인, 2016; 이준희 외 18인, 2017).
순환보직형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근무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하고,
장기근속형 교육전문직 또한 모두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서 승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도
록 유도한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우대 관행 또한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교육전문직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현행 4주 정도의 직무 연수 기간은 교육전문직으로서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함양하기에 매우 부족하므로(이준희 외 16인, 2017) 전문 양성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
고, 임용 전 연수 이외에도 현직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강희종, 2010). 교직환
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직의 역량 개발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의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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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교원직에 비해 교육전문직의 연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관점에
서 연수 기회 확대가 중요하지만, 시․도 지역의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들 교육전문직의 연구력과 정책 기획력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 사례에서
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희망자에 한해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2∼3개월 정도의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원한 점이 부각된다. 역량의 차이와 희망에 따라 기초-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김영인 외 10인, 2016: 162)도 제안된다.
라) 후속 지원 과제
앞서 교육전문직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직무 역량 개발 요구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
다. 학사와 교육연구사의 현직 연구 과정이 구분될 필요가 있고, 직급 단계별 발달 경로
에 따라 난이도와 책임 수준을 반영한 연수 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강희종,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보시기 선택과 관련하여 장학직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과 연계하여 지원 활동을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지원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 혁신 방안 9: 직무설계 영역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은 10개 혁신 영역 중에서 ‘직무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혁신에 반영되는 핵
심 가치는 ‘전략성’이다. 기존 인사 영역에서 직무 설계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에서는 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직무를 재설계하
고 직급별 직무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최근 혁신 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인사 혁신의 혁신 가치인 전략성과 연계하면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이 방안의 혁신 지향성은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교원의 직무를 재설계하고 인사 혁신
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에 있고, 교직의 특수성과 혁신 동향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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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함과 더불어 이를 환류하게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혁신의 주안점은 교직의 특성에 맞는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교원
의 직급별 및 자격종별 직무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업무 분장이
모호해지지 않게 지원함에 둔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혁신 요구 조사 결과, 이 방안에 동의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나타났
고, 혁신 요구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평균이 타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학령 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
화,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 등의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계발하고 지원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김경애 외 5인, 2015: 101),
교사의 역할이 교육과정에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심 학
습을 위한 촉진자(류방란 외 6인, 2018: 185)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해졌으며, 이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원은 교직수행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 내용을 이
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며,
교원을 위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세계 교원 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인 달링 해몬드와 리버만(Linder Darling-Hammond
and Ann Lieberman)은 「세계의 교사교육: 변하는 정책과 실행(Teacher Education around
the World: Changing policies and practices)」(2012)에서 21세기 변화에 부응하여 선

진 각국에서 교사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하기 위한 실천 사례와 교사교육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박영숙, 2012). 교사 교육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한 동향에서 주목
할 만한 공통점은 오늘날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과 핵심 가치를 반영하여 교사직
을 전문직으로 확립하고 있다는 점(미국, 싱가포르, 호주, 홍콩, 네덜란드 등), 예비교사
의 학습을 교실 수업과 연결시키는 전문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교사 평가 기준을 개발하
고 있는 점(미국에서 개발되고 호주에서 틀을 갖추어 가는 추세), 생애 경력 발달 단계를
통해 교수 활동, 멘토링,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리더십 측면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점(싱가포르, 영국 등)이다(박영숙, 2012: 69)
2016년 전후로 교사직에서의 핵심 역량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교사

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제도에서 전략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 기반은 미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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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교원 양성 교육이나 현직교육이 역량 개발 요구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고, 교원의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구안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시급
히 논의해야 하는 것은 교직 내․외의 변화와 교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또는 더욱 강조
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고, 교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혁신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원의 직무를 분석하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연계하여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내용의 체계를 구조
화하고 재설계함으로써 인사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혁신
기반은 교사가 향후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개발
한 역량을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촉진할 것이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세부 추진 방안

(1)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도입
(2) 교원 직급별 및 자격종별 직무 역량체계 구축(직무 재설계)
(3) 교사와 비교과 전담 교사, 학교지원 인력 간의 직무관계 설정

교직 특성을 반영한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직무 재설계를
추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호주41)에서는 신임교원의 임용 조건으로 학
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계층 간 격차, 다문
화, 남녀평등 등에 의한 학생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교사 직무는 담당 교과와 체육 활동 등의 교육 활동 지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교무 행정 업무는 교육행정
직원과 부장교사, 교감,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리자 집단이 담당한다.
(1)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도입

역량 모델을 도입하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적재적소 배치, 역량 유지 개발, 인재 활용

41) 호주 사례는 Ⅴ장 3절 해외 혁신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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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이다. 즉, 예비교사 양성과 자격, 수급 및 정원, 선발
및 채용, 자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상 등의 인사제도 전 영역에 걸쳐 활용될
것이므로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역량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역량 모델 도입․개발을 제안한 박영숙 외 4인(2015)에서는 교원직 역량 모델의 요소와
내용에 관해 다음 면의 <표 Ⅶ-6>과 같이 제안하고, 역량 유형의 구성 방식에 관하여 제시
한 바 있다. 역량 유형은 공통 역량군과 직무 역량군, 전문 역량군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
여 개발한다(박영숙 외 4인, 2015). 공통 역량군은 모든 교원에게 적용되는 핵심 역량이고,
직무 역량군은 자격종별 및 직급별로 요구되는 직무 요건과 특성(직부 부담과 난이도 등)을
반영한 직무 수행 역량을 의미한다(박영숙 외 4인, 2015: 188). 직무 역량군은 직급별(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로 세분화하여 개발할 수 있고, 자격 종별(사서교사, 상담교
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로 세분하여 개발할 수 있다(박영숙 외 4인, 2015: 188).

<표 Ⅶ-6> 교원직의 역량 모델 요소 및 내용(안)
구

분

역량 모델 도입
필요 및 목적

▸도입 필요: 21세기 교육모델 도입, 교직환경 변화, 새로운 교육정책 도입
등으로 인한 직무수행 변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도입 목적: 교직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여 현장 중심의 역량 개발
지원

역량 구성
및 요소

▸ 역량군의 구성
- 공통역량군과 직무역량군, 전문역량군의 세 개 군으로 구성
▸ 역량군의 특징 및 내용
- 공통역량군: 모든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역량
- 직무역량군: 자격종별 및 직급별로 요구되는 직무 요건과 특성(직무 난이도,
직무 부담 등) 을 반영한 직무수행 역량
- 전문역량군: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경력단계별 전문성 심화
역량

역량 개발 절차

▸
▸
▸
▸

역량 개발 주체

▸교원 참여에 의한 자체 개발

역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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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
▸

역량 개발
잠정 역량
전문가 및
역량 사전

정책 계획 수립 후 정책 연구 수행
추출 및 교원 설문조사로 타당화 작업 추진
관련 집단 의견 수렴 후 역량 도출
작성

우수 교원 확보: 양성, 자격, 정원 및 수급, 선발·채용 등
적재적소 배치: 임용, 승진, 평가, 전직, 전보,
역량 유지 개발: 자격, 연수, 평가, 승진, 후생, 복지, 처우, 보상 등
인재 활용: 전직, 전보, 승진, 파견,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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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구

분

역량개발 및
관리체계

주요 내용
▸ 역량 모델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용 관리
▸ 역량 자기 진단 시스템 구축 및 자가 진단 실시
▸ 교육훈련 수요 조사 및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교원 역량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 역량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 근무환경 개선 등

출처: 박영숙(2015), p. 75를 인용한 박영숙 외 4인(2015), p.189.

이는 앞서 제안한 교원의 역량 모델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역량
모델 개발에서는 공통 역량군과 직무 역량군, 전문 역량군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를 설정
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직급별 및 자격종별 직무 실태 조사를 거쳐 직무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등을 반영하여 직무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무 역량 체계 구축에서
는 생애 발달 단계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역량과 경력 단계별 심화 전문 역량을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인사제도의 각 영역(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직, 전보 등)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연결에서는 역량 개발(전문성 신장)이 핵심에 있어
야 한다.
(2) 교원직의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역량 체계 구축(직무 재설계)

직무 재설계 과정에서는 교원의 핵심 역량과 학교 혁신에서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는 지원 방법이 연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업무에서 수업 관련 업무를 핵심에 놓고 수업 준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수업 준비 시간
을 보장하는 등의 지원 방법이 연계되어야 한다.
(3) 교사 직무 관련 법적 기반 마련

역량 모델 개발 후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역량 체계를 확립한 후에는 이러한 직무
역량 체계가 인사제도에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직무 역량 관련 법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학생을 교육한다는 교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제20조의 2(교사의 직무)를 신설하여 교원의 직무 영역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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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노기호, 2013: 36). 다만, 교원의 직무를 세분화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적정 범위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교사에게 공통적
으로 요구될 수 있는 역량군과 직무 역량 유형에 한정하여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교사 직무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교사 직무를 법규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직무 영역(job
domain)과 직무 기준(job standards), 직무 지표(job indicator)에 관한 논의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박영숙, 2013: 71). 직무 영역은 교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됨직한 보편적이
고 핵심적인 것으로 설정된다. 직무 기준은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
는 기본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무 지표란 직무 기준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보여주는 관찰 가능한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직무 영역에 관하여는 선행연구에서 논의
기반이 있으나, 직무 수행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영숙, 2013: 72). 역량
모델이 개발되어 직무 역량 체계가 확립된 후라면 이러한 직무 영역과 직무 기준 등에
관한 내용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 후속 지원 과제
역량 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역량 도출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연구 기반을
통해 역량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의 절차를 거쳐 역량의 타당화 작업
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역량 요소별로 역량 사전을 작성해야 한다(박영숙 외 4인, 2015:
188-189). 인사제도에서 교원 개인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

하다. 역량 모델은 개발되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일
정한 주기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주인중 외 4인, 2010: 325, 박영숙 외 4인, 2015:
44). 교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환류체계를 갖추어 전략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역량 개발(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역량 개
발 전담 관리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박영숙 외 4인, 2015: 190).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되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국가공무
원직에서 운영하는 역량개발관리체계를 교원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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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소속 국가인재개발원에는 역량진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연수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국가인재개발원 홈페이지, 2019). 교원직의 경우도 역량 수준에
대한 자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높다.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특정
직 그룹에 속해 있다. 국가공무원직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인적자원임에
도 교원직의 역량 개발체계에 관하여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교사 개인의 역량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역량 개발 요구와 교육훈련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원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책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는 인사제도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수준의 전담 관리하는 조직은 매우 중요한 지원 요건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역량 개
발)을 중심으로 한 국가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역량개발지원센터’
를 전문출연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역량 중심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하
고 역량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적인 역량 진단 실시와 더불어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역량 개발 수요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숙 외 4인, 2016: 190).

10) 혁신 방안 10: 혁신 기반 영역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 기반 구축 및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가) 혁신 지향성 및 주안점
이 방안이 관련되는 혁신 영역은 혁신 기반이다. 혁신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가치는
체계성이고, 교원 인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법
령을 제·개정함을 지향하고 있다. 혁신 기반 영역은 기존 인사제도에서는 독립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사행정 혁명의 패러다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화
하는 시기이고 국가공무원직의 인사 혁신 모형에서도 혁신 기반이 별도 영역으로 다루어

30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Ⅲ) -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

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혁신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영역에서의 혁신
주안점은 인사제도의 혁신을 단기간에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전
담 조직 등의 관련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나) 문제 진단 및 혁신 요구
인사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을 재정비하여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을 위
한 기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혁신 사례(경기도교육청 사례)에
서는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의 권한 위임, 인사제도 혁신으로 인한 유․불리 파생 등의 문
제로 인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교원 인사제도의 법령과 조직 구성, 교원의 직무 규정에 관한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교
육공무원인 교원의 인사제도는 중앙정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어 모든
교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지역적 상황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규정된 수급, 교육·훈련, 임용, 승진, 전보, 보수, 복지·후생, 징계, 퇴진 등의 전 영역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배분이 모호하고, 향후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권한 위임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므
로 인사제도 혁신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이 필요하며, 이에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은 시급하다. 이 방안에 관한
요구 조사 결과, 동의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 혁신 요구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다) 추진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인사제도 혁신은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구안되었다. 따라서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인사 관리 체계를 어떠한
수단과 절차를 거쳐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탐색하였다. 이하에서는 (1) 전문성 신장을 중
심으로 한 인사 혁신 관리 체계 구축, (2) 인 사 혁신 전담 조직 정비, (3) 인사제도 혁신
관련 법령 제․개정의 3개 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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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방안

(1)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혁신 관리 체계 구축
(2) 인사 혁신 전담 조직 정비
(3) 인사제도 혁신 관련 법령 제․개정

(1)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혁신 관리체계 구축

교원 인사제도는 인사 영역 간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특정 영역의 변화가 타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의 혁신 방안을 10개의 인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혁신 방안
을 제안하였다. 혁신 방안에는 혁신 가치와 혁신 지향성 등이 연계되어 있어 인사 혁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혁신 과정을 체계적인 절차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재정
등이 관련 기반과 추진 기관(주체)간의 역할 분담,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회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의한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박영숙 외 4인, 201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수준의 인사 혁신 관
리 부서를 정하고, 인사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집단 대표로
구성된 인사혁신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교원 인사 혁신 전담 조직 정비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관점을 취하
기는 어려우며,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를 그동안 경험한 바가 있다.
또한 인사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 제도 내에서 임용이나 승진을 준비하는 집단과의 갈
등이 야기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혁신의 방향성을 종합적인 관
점에서 제시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기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원 인사 혁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의 교원 인사 부서를 새롭게 정비하여 혁신을 위한 조직으
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실제로 교원 인사 혁신을 추진했던 경기도교육청
과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인사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우선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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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때 연구 기관, 대학교수, 교육청 내 인사 업무 담당자,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현
안 대응 팀이나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 바가 있다. 또한 인사 혁신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편성하고 정책기획팀이나 추진단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혁신 전담 조
직은 인사제도에 관련되어 있는 주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원하여, 인사제도 혁신 과제
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통해 인사 혁신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할 수 있다.
(3) 인사제도 혁신 관련 법령 제․개정

현행 법령 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대 혁신 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
다. 혁신 방안들의 구현을 위한 논의 기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 측면에서는 비교적
개정이 쉬운 대통령령, 행정 규칙 등을 정비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선정해서 혁신 방안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정성식, 2019: 152).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지만, 영
역별 추진 상황과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영역은 중장기 과제로 접근할 수도 있다.
역량 모델을 도입과 더불어 직무 역량 등에 관한 법 정비가 우선 시급하다.

라) 후속 지원 과제
정책 연구 과제로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관련 법령체계 정
비 연구(가칭)」을 추진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할 내용도 함께 정비
하도록 한다.

4

추진 단계 및 로드맵

본 연구에서의 혁신 방안은 인사 영역별로 제안되고는 있으나, 추진 단계에서는 전문
성 신장을 중심으로 영역 간 연계가 불가피하다. 즉, 교직에서의 생애 발달 주기(단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자격 발달 단계를 설정할 수 없고, 역량 진단과 맞춤형 연수 주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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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 어렵다. 교직에서 교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성 신장은 어떠한 경로와 발달 단계
를 거쳐야 하는지, 인사 영역에서의 지원은 어떠한 모습으로 연계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에 관한 실제 운영 모형이 필요하다.
혁신 지향성을 반영하여 혁신 방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할
영역은 직무 설계 영역이다. 교원직의 역량 모델 도입이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
고, 역량 모델 구안 과정에서 교원직의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영역과 내용을 체계화
한 후 현장 적합성 높게 재설계해야 한다. 교육전문직의 직무 재설계도 추진해야 한다.
직무 재설계 작업과 동시에 생애 발달 단계를 구축하고 이것을 자격 발달 체계와 연수
지원 체계, 평가와 승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의 <표 Ⅶ-6>은 10대 혁신 방안의 추진 시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들 혁신 방안에는 혁신 지향성이 반영되어 있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한 인사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직
의 역량 모델 도입과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체계 확립, 교원직의 생애 주기 설정은
2∼3년 이내로 우선 추진해야 하고, 교원의 생애 주기를 반영하여 자격 발달 단계 설정

과 자격 관리체계 확립, 및 역량 진단 관리 체계 등의 제반 혁신 활동은 중․장기에 걸쳐
자격과 연수, 평가, 승진 등의 영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혁신 영역을 추진 절차별로 제시하면, (1단계) 역량 모델 개발 및 직무 재설계와 혁신
기반 마련(단기) → (2단계) 교원직의 생애 주기를 반영한 자격 발달 체계 확립(자격), 역
량 진단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연수 지원 체제 구축(연수), 생애 주기 반영한 전보 시기
선택(전보), 전직 절차 혁신(전직) 등이다. 수급과 정원 배정 영역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야 할 것이지만, 교육부 에 중․장기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단기에 추진함직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임하는 것은 단기 내 추진이 이상적이지만, 협의 절차 등 교육외적
변수를 감안하여 중․장기로 접근하여 5년 이내에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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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7> 교원 인사제도 혁신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

연도별 추진 시기
10대 혁신 방안

인사
영역

단기 추진
2020

1.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2.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전담교사를 교사 총 정원에서 분리·확보

수급
정원배정

3.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 발달 체계 확립

자격

4.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연수

5. 교원 역량 자기진단체계 구축 및 직무 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평가

6.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의 승진
트랙 이원화

승진

7. 교육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시기
선택제 도입

전보

8.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전직

9.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직무설계

10. 교원 인사 혁신 계획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 기반 구축 및 관련 법령 제·개정

혁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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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추진
20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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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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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

요약 및 정책 제언

요약

본 연구는 3개년(2017~2019년)에 걸쳐 수행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
신 과제⌟의 3차 연도 연구이다. 3개년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제1차 연도(2017년)에는 예비
교사의 교직 입문 단계의 양성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주제로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고, 제2차 연도(2018년)에는 현직 교사의 전문성을 주제로 교사 전
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제3차 연도(2019년)인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교원의 인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교직환경 및 학교교육의 변화로 인한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를 중심으로 현행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인사 혁신 분석 영역은 전문성 신장
을 지원하는 10개 영역(수급, 정원 배정, 자격, 연수, 평가, 승진, 전보, 전직, 직무 재설
계, 인사 혁신 기반)이다. 3개년 연구의 혁신 분석 영역은 [그림 Ⅰ-3] 참조).
연구 내용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②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③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④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⑤ 교원 인사제도 혁신 요구 조사 분석, ⑥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은 ① 문헌 연구, ② 전문가 협의회,
③ 혁신 사례 집필, ④ 빅데이터 분석, ⑤ 정책워크숍, ⑥ 온라인 설문조사, ⑦ 교육정책
포럼 등이었다. 연구 내용별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이장의 분석 결과는 ① 1, 2차 연도 결과 및 선행연구 동향, ②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및 혁신 모형, ③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 기능 및 운영 원칙, ④ 교직환경 변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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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원 인사제도 대응 요구, ⑤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원 인사에 관련된 160
개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인사 영역별로 비중을 살펴본 결과, 160개 자료 중 평가 및
승진 관련 자료가 52개, 자격 및 연수 관련 자료가 41개로 이들 자료가 약 60%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가운데 약 31% 정도가 ‘직무 여건 및 업무 경감’과 ‘수급 및 정원 배정’,
‘전보 및 전직 영역’에 집중되었다. 최근 7년 이내의 동향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00~2012년과 2013~2019년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7년 이내의 연구에서는 ‘평가 및 승진’ 관련 연구의 비중은 다소 감소한 반면, ‘자격 및

연수’와 ‘전보 및 전직’ 관련 연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자격 및 연수의 비중이 증가한 것
은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에서의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그
리고 전보 영역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순환전보에서의 쏠림 현상과 승진 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인사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공무원에서 운영되는 혁신 모형을 살펴본 결
과, 인사행정 패러다임은 현재까지 3단계의 혁명을 거쳐 왔고 앞으로는 제4차 혁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행정 단계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인사행정
에서 전략적 인사 관리를 지향함과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집단별 서비스를 지향하는 특
징을 보인다. 이러한 인사행정 혁명의 변천 과정이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획일적인 인사행정에서 전략적인 인사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인공 지능 기반 개인
별 맞춤형 인사 행정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인사비전 2045」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인
사 혁신 모형을 분석한 결과, 교원 인사제도에서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부각되는 점은
교원직의 역할 변화로부터 요구되는 역량 개발과 직무(일자리) 재설계, 그리고 이를 지원
하는 제반 활동 기반 구축이었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의 운영 원칙으로는 ① 적정 수요와 공급 및 적재적소 배치의 원
칙, ② 전문성 확립의 원칙, ③ 실적주의와 연공서열주의의 적정 배합의 원칙, ④ 공정성
유지의 원칙, ⑤ 구성원의 직무 의욕 제고 원칙이 부각되었다.
넷째, 교직환경 변화는 교원 인사제도에 교원직의 직무 수행(교원의 역할과 인력 구성,
직무 수행 및 역량, 수업 조직 및 학급 편제 운영, 역량 개발 등) 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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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 설계, 수급 계획 및 정원 관리,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지속 신장, 직무 분장, 협력적 생활 문화, 경력 다양화 및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인사제도 측면에서의 대응 요구는 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
화로 집중되고 있으며, 교육 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및 수업 여건 개선 요구, 학교교육
수요 변화와 연계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정원 배정 관리 요구, 전문성 신장 중심의 주기
적 연수 및 역량 진단,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과 연계한 교직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
혁신 등의 요구 등도 부각되고 있다.
다섯째,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① 교직 특성에 맞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교원 인사제도 혁신 영역과 혁신 방안의 연계
를 위해 구조와 논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③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성 신장을 촉진시키는 관련 영역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나.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이장의 분석 결과는 ①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 정책의 지향성, ②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의 성과, ③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정책 지향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원 복지, 교원 연수, 보수, 양성기관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
역의 교원정책을 고루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원 복지와 관련한 업무
부담 완화, 교원 존중, 처우 개선 등이 강조되었고, 학교 현장 중심, 교원 양성 내실화
등의 정책이 주요 키워드로 드러났다. 참여정부의 교원 정책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
성 신장을 중점 정책으로 설정하고, 능력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교원 인사제도 혁신과 교
원 자격·양성제도 개선 추진에 주력하였다(박영숙 외 4인, 2015: 167). 이명박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원능력개발평가로 대표되는 교원 전문성 제고를 중심으로 교원정책을 추
진하였다. 교원 능력개발평가제도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도를 시행하는 데 주력하였고,
교원학습연구년제를 추진하였으며,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
는 데 주력하였다(박영숙 외 4인, 2015: 168). 박근혜 정부에서 다른 정부에 비해 주력하
는 교원정책의 특징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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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학생 수 감소 등)에 주력하였다(박영숙 외 4인, 2015: 169).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학
습공동체 강화 및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역대 정부별 교원 인사 정책의 지향성이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
로 부각 된다. 첫째, 문민정부에서는 교원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였는데, 역대 정
부를 거쳐 오면서 점점 범위와 내용이 간소화,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정
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서 ‘교원 복지(여건 조성)’ 및 ‘교원 전문성(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다.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이장의 분석 결과는 ① 분석 영역 및 모형, ②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현황 및 문제,
③ 교원 인사제도의 SWOT 및 취약점, ④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였다. 교원 인사 영역을 5개 영역 즉 ① 교원 수급 및 정원 배정, ② 교원 자격
및 연수, ③ 교원 평가 및 승진, ④ 교원 전보 및 전직, ⑤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인사
혁신 기반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요 문제와 혁신 요구는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다.
첫째, 교원 수급 및 정원 배정에서는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 취약한 점이 부각되었고, 교원 정원 결정권이 행정안전부에 귀속되어 있어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교육에 필요한 인력
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진단되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비교과전담교사직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 신속하게 확
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정원의 관리와 배정 절차 관련 혁신 요구가 높다.
둘째, 교원 자격 및 연수 영역에서는 자격제도의 경우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요구가 증가
하고는 있으나 방법론적 논의 기반은 미약한 실정이고, 교사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자격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 검증을 위한 갱신 절차도 필요하였다.
연수제도의 경우는 연수 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고 자격 연수는 점수 결과에 의해
승진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요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절차 확립과 더불어 교직 생애 단계에 걸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연수체제 확립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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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원 평가 및 승진 영역에서는 점수 위주의 평정 점수로 운영되는 평가제도가
승진과 연계되어 운영됨으로써 과열 경쟁을 야기하고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
지 않으면 교사직에서의 전문적 역량을 심화시켜갈 수 없는 구조에 있어 혁신 요구는
매우 높다. 승진제도에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에 입직한 교원이 1급 정
교사로 승진한 후 선택할 수 있는 경력 개발 경로가 교감 및 교장직으로 막혀 있어 교사
직에서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요구되었다.
넷째, 교원 전보 및 전직 영역에서는 전보제도의 경우, 현행 순환전보제로 운영되는
전보제도에서 고경력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있어 쏠림 현상 완화 요구가 높았고, 교사 개인의 교육 경력과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하
여 교사가 전보시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보 절차에서의 혁신이 요구되었다. 전직제도
의 경우는 전직을 통해 승진과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전
문직 특성에 맞는 전문적 역량 개발 요구에의 대응 지원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교원 직무 재설계 및 인사 혁신 기반에서는 다양한 교육 정책 추진과 더불어
현장에서 수행하는 교원의 직무가 복잡․다양해지면서 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높았고, 업
무 경감을 위한 행정 지원 요구 또한 높다. 그러나 행정 지원 업무와 교사의 업무의 구
분이 모호하고, 난이도와 곤란도가 높은 업무는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업무
정상화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직무 영역과 내용을 공통 업무와 난이도 및 곤란도 높
은 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직무 재설계 작업 요구가 높았다. 아울러 인사제도
혁신 요구가 있어도 인사 혁신을 위한 조직이 없어 혁신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섯째, 교원 인사제도의 SWOT 진단 결과, 높은 임용 경쟁률과 함께 젊고 유능한 인
력이 교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강점이지만, 입직 후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변화 적응
력 제고를 지원하지 않는 취약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
이다. 다행히 2016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과 공공 분야의 인사 혁신을 추진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에의 관심과 지원이 기대된다. 즉, 행정안전부에
서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 모델 운영과 역량진단센터 운영 사례는 우리의 교원
직에도 공평하게 도입되어야 할 기회 요인으로 부각된다. 다만, 교직구성원들의 구성원
의 규모와 특성에 변화가 있고, 명예퇴직자 증가, 교원의 피로도 증가 등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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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원 인사제도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이장의 분석 결과는 ① 사례 분석 개요, ② 국내 혁신 사례 분석 결과, ③ 국외 혁신
사례 분석 결과, ④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2개 혁신 사례를 분석하였고, 국외 사례로는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의 4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중심에
둔 인사제도 혁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직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내적 동기 부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지원 제도의
필요성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또한 국외 사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자격 체계와 연계
하여 자격체계의 다단계화를 추진하는 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가 주목할
만하였다. 즉, 교사 경력별 전문성 개발 트랙을 전문교사 트랙, 관리자 트랙, 전문가 트랙
의 세 트랙으로 구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는 세 트랙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해서
경력을 발달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수와 전문성 개발 활동에의 참여 등의 활
동을 통해 트랙 간 이동도 허용된다. 이러한 제도는 승진 구조를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보나 전직의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국내의 혁신 요구(방안)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
되며, 교원의 선택에 따라 전문성 개발의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두는 방안은 현재 우리나
라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고려해 볼만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교원 인사제도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고 영역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인사
제도의 혁신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
된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도 유사한 점이 드러났는데 싱가
포르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접근
한 점이 부각되었고, 호주는 교사 전문성 자격 기준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점이 부각되었다. 국내 사례에서는 인사제도 혁신에 필요한 구조적 및 제도적 기
반으로 교육청 내의 혁신 전담 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권한 위임, 및 관련 법령의 제·개
정 요구 등을 제안하고 있다.

318

Ⅷ. 요약 및 정책 제언

마.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2019년 8월 19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는 초․중등학교

교원 1,070명과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사) 256명으로 총 1,326명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 대상은 총 1,060명(교원 854명,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장학관 206명)으로 응답률은 80.0%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원의 근무(수업) 여건에 대한
혁신(35.9%)이었고, 교사 전문성 신장에의 대응이 낮은 영역으로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
(25.6%), 교원 직무 재설계(25.1%), 교원 복지․후생(22.5%), 교원 승진(2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교와 교육청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원 인사제도가 전문성 신장에의 대응력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
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 중인 다양한 업무의 추가 및 복잡한 운영’(교원
57.1%, 교육전문직 44.2%), ‘교원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교원 47.0%, 교육전문직 33.0%), ‘교원직의 전문적 발
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비’(교원 28.2%, 교육전문직 43.7%), ‘교
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교원 20.5%, 교육전문직
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교원과 교육전문직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이 시급한 인사제도 문제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15.9%), 학교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
흡(8.2%),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8.1%),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문제(5.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22개로 제시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는 비교과 전담 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23.2%),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19.6%), 교원 승진 트랙의 이원화(16.4%), 기피 업무 및 업무 난이도를
적용하여 성과급 보상(11.6%), 교원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
축(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에 대해서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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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21.0%), 공정성(12.0%), 전문성(10.9%), 민주성(7.6%), 체계성(7.4%)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넷째, 교원 인사제도의 영역별 혁신 요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영역에서는 ‘현재 교원 정원 관리의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귀속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영역에서는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
조’(67%)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았고, ‘1급 자격 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계 미확립’(57.2%),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족’(52.3%)에 관
한 요구도 높았다. 교원 전보에서는 ‘특정 지역과 학교로 교사가 몰리는 쏠림 현
상’(65.1%), ‘승진 가산점 지역에 대한 과열 경쟁’(64.6%)에 대한 혁신 요구가 높았다. 전
직에서는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으로 남용’(55.2%), ‘교육전문직의 전문 양성과정 부
재’(52.5%), ‘전직 선발 전형의 공정성’(45.8%), ‘교육전문직 직무 연수 부족(45.1%)’에 대
한 혁신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 평가에서는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62.4%)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았고, ‘학교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흡’(51.2%),
‘교원의 전문적 신장 촉진’(50.1%)에 대한 혁신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승진 영역에서는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문제’(60.5%)에 대한 혁신 요구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원 인사 운영 기반에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인사
제도 혁신 기획 미흡, 모든 교원이 공유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부재 등이 문제
로 인식되면서 혁신 기반 조성 요구가 높았다.

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과 방안
연구 내용별로 추출한 인사제도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정립하고 혁신 모형과 10대 혁신 방안을 구안하였다(혁신 모형의 구성 요소
및 관계 그림은 7장의 [그림 Ⅶ-2] 참조). 혁신 모형은 혁신 비전과 전략, 목표, 지향성,
가치, 및 영역 등으로 구성되며, 혁신 요구도가 높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방안
1개를 10개의 인사 영역별로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방안을 개발하였다. 혁신 비전으로

는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전문성 신장 중심의 전략적 교원 인사제도 확립’으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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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혁신 전략으로는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영역 간 연계 추진과 교직 생애에
걸친 교원의 역량 진단 및 맞춤형 개발 지원 등의 5개 전략을 구안하였다.
혁신 목표는 현장에서의 대응 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5개 목표 즉 ① 학교교육 변화와
연계한 교원의 안정 확보 및 정원 관리, ② 교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전문성 유지 및 신
장 지원, ③ 역량 기반 성과 및 보상 지원, ④ 교육 활동 중심 이동 및 교류․활용, ⑤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및 인사제도 혁신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혁신 가치로는
5개 핵심 목표에 핵심 혁신 가치를 2개씩 연계하여 10개의 혁신 가치를 설정하였다. 국가

공무원의 인사제도 혁신 모형에 반영된 핵심 가치를 참조하여 혁신 목표를 구현하는 데
기본적으로 반영됨직하고, 혁신 요구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한 가치들을 반
영하였다. 10개의 혁신 가치에는 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성, ⑩ 체계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대 혁신 방안에는 ①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
전부에서 교육부로 위임 및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② 학생 중심의 학교교육 수요
와 연계하여 확보 요구가 높은 비교과 전담 교사를 총 정원에서 분리·확보, ③ 주기적
연수 및 자격 갱신에 의한 전문성 신장형 자격체계 확립, ④ 퇴직까지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 지원 체계 구축, ⑤ 교원 역량 자기 진단
체계 구축 및 직무 성과 중심 평가체계 확립, ⑥ 1급 정교사 이후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
승진 트랙 이원화, ⑦ 교육 경력 및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전보 시기 선택제 도입,
⑧ 교육전문직 선발 절차 혁신 및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⑨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
역량 모델 개발 및 학교 혁신과 연계한 직무 재설계, ⑩ 교원 인사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 기반 구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이 포함된다.

2

정책 제언

교원 인사 정책은 교원이 높은 전문성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향성을 갖는다. 인사 정책을 구현하는 제도로서의 인사제도는 교원
수급과 배치,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문성 신장과 유지․관리, 직무 역량 평가 및 보
상, 학교 간 이동 및 교류, 직무 분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사 영역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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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운영에서는 모든 교원이 공유하고 지향하는 기본 원칙(원리)과 혁신 지향성들
이 반영된다.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요구에서는 현장 적합성 제고와 전문성 신장 요구가 높다. 특히
교직환경 변화 시기에는 교원직의 직무 유형과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에
더욱 그렇다. 종래에 해오던 방식대로 교사를 양성하고 연수하는 체제로는 대응 변화 요
구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교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과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국가 수준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 인사 정
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높다. 이하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 반영하고 책
임 있게 지원할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한다.

가.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정책과 연계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
국가공무원직의 인사 혁신 모형과 정부 부처 공공 기관에 적용하는 동향을 주목하고,
교육공무원직의 인사 혁신 절차를 준비하고 혁신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 주제로서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국가 수
준에서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기에 대응한 것이다. 교직환경이 변화하는 시기에 전문성 신장을 핵심으
로 한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에 반영된 혁신 가치를 교직 특성을 반영하
여 교원 인사제도 혁신 모형을 제안하였다. 인사 영역별 혁신 지향성을 반영하여 혁신
가치로 10개 즉, ① 자율성, ② 개방성, ③ 책임성, ④ 전문성, ⑤ 능률성, ⑥ 합리성, ⑦
민주성, ⑧ 공정성, ⑨ 전략성, ⑩ 체계성을 반영하였다. 다양한 혁신 가치 중 전문성과
전략성, 체계성, 자율성을 우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성 신장 중심의 10대 인
사제도 혁신 방안을 제언하였다. 국가공무원 인사 혁신 모형에서는 인사제도 혁신 기반
을 단기 내에 구축하게 되어 있다. 부처별 인사 혁신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교육부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정
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322

Ⅷ. 요약 및 정책 제언

나. 국가 수준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사제도 혁신 추진:
(가칭)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수립
국가 수준에서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은 전략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교원 인
사 영역은 광범위하고 영역 간 연계되는 특징이 있어 영역별로 하나씩 지원해 가서는
안 된다. 인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높은데, 「(가
칭),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 혁신 중장기 종합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인사 혁신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원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진단과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토대로 무엇부터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사 혁신 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 영역별 문제 진단과 혁신 요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인사제도에서 혁신이 시급한 영역과 전략적으로 우선 추진할만한 혁신 방안을 영역별로
선정하여 10대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방안은 혁신적인 접근으로 탐색되었
기에 영역별 추진 방안에 대하여는 타당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고 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과정에서 관련 집단 간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슈에
대하여는 관련 집단의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교원과 교원정책 전문가, 시도교
육청 관계자,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은 혁신 절차의 중요 요건이다.
또한, 교원 인사 혁신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영역부터 지원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최근 선행연구 분석과 혁신 요구 조사 분석을 토대로 교원 인사 영역별로 혁신 지향성
과 추진 내용과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교원 인사 영역에서 대응이 가장 시급한 영역에
관하여도 제안하였다. 교원 생애 발달 주기를 반영한 자격 발달 단계 구축이 매우 시급함
을 강조하였고, 교원직의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역량군과 역량 지표 개발도 시급함을 강조
하였다. 이들 역량군과 역량 지표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핵심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생애에 걸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발달 수준을 검증하
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이들 내용의 추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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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지표 등은 직급별 및 자격 종별 직무 내용을 조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집단
의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기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절차이기에 직무 수행 실태 조사와 같은 연구 기반도 필요하다. 국가 수준에서 정책 의지
를 갖고 역할 분담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이러한 정책 필요
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교육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무체계를 확립하고 직무 역량 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부가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다.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 인사제도 재구조화 및 영역 간 연계 강화
국가 수준에서 교원의 전문성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였다면, 교원 인사제
도의 혁신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한 셈이 된다. 교원 전문성 신장에서 발달 단계
별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이 무엇인지 설정하게 되면, 교원 개인은 그 기준에 비추어 자신
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직환경 변화 시기에 교원직의 역량 개발 요구가 높으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까지 교원정책에서는 양성
기관 평가와 시․도교육청의 연수 기관을 평가함으로써 대응하고는 있으나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수 교원을 양성해 내고, 모든 현직 교원의 전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에
는 취약한 구조이다. 양성과 자격, 연수가 연계되어 지원할 필요가 높은데 우선 국가 수
준의 교원 양성 기관 평가와 교원 연수기관 평가, 교장 자격 연수 기관 평가 등에 적용되
는 편람에서부터 현장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양성기관 평
가와 연수기관 평가 등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혁신해야 할 필요와
시급성은 더욱 높아진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대응 혁신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국가 수
준에서 교사 전문성 기준을 개발하여 그 기준에 비추어 교사의 자격 단계별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신장 기준을 정한 후 교원의 자격과 양성 기관의 양성과정,
연수, 평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 전략이 확인된다. 전문성 신장의 관점에서 볼 때,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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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성 기관의 양성과정, 연수, 평가 등을 연계하여 추진한 점은 매우 중요하고 그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 전문성 신장을 지원한 혁신 사례 중 싱가포르의 사례(전문성 개발 모
형)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사의 경력과 발달 요구를 고려하여 3단계(교
사 트랙과 관리자 트랙, 전문가 트랙)로 구분하여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학교 관리자들의 전문성 신장 모두를 촉진한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학교 혁신과 연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
진하였기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호주에서는 AITSL(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교원 전문성 자격 기

준을 개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에서 이러한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는 조직 및 인력
규모 면 등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교원 전문성 검증 및 개발․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설치도 인사 제도 혁신 기반에서는 필수 요건 중의 하나이다.

라. 교육자치 시대에 부응한 교원 인사 권한 위임 및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협의 절차 정례화
교육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 인사제도 혁신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 분권적인 교원
인사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시․
도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위임과 함께
교원 인사제도에서도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분권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교원 수급과 배정 등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의 과
제들이 있다. 총 정원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비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므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의 협의 절차를 정례화 하여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직무 실태 조사와 인력 수요 조사 등에서도 역할 분담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
을 개정하는 등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마. 시․도별 주기적인 교원 직무 실태 조사 분석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유형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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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원직의 직무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직무 환경 실태 조사를
토대로 직무 수행 상 시급하게 대응 지원할 역량의 내용과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
하다.
이들 절차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기적인 조사 결과는 양성과 연수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연도별 교육정책 목표와 전략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교원 직무 실태 조
사 분석」은 시․도별로 주기적으로(매년 혹은 3년 주기)로 조사하여 변화 내용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들 내용이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문 역량에 기반 한 전문성 신장형으로 교원 승진 절차 혁신
기존의 승진 구조와 선발 기제로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승진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승진을 위한 점수 경쟁에서 벗어나 전
문성 신장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트랙을 이원화함을 제
안하였다. 교직사회에서 승진 구조 이원화에 대한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
지만, 전문성 신장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혁신에서는 승진 절차 혁신은 더욱 절실하다.
승진 구조를 혁신하게 되면, 교직 문화 또한 수평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
구조의 혁신에 대한 구성원들 기대가 크다. 교장으로의 승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소 비율
의 교장공모와 초빙제 등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선발 기제는 과거에 축적된 지식
과 경험을 담보로 한 능력 소유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한계를 갖는다. 이제는 교원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과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교사직과 교장직의 승진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교장직도 전문 양성과정을 거쳐 길러내야 할 시점이다.

사.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의 자격 및 직무 연수 재편
교육 자치 관점에서 시․도 지역의 자발성과 협업성에 기반 한 교원 연수 기능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중앙교육연수원 및 17개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
는 자격 및 직무 연수 기능을 교원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재편할 필요가 있다.
집합 연수 의존형에서 단위학교 및 지구별 핵심학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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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원격 연수 및 온-오프라인 병행 등 다양한 연수 방법을
고려하여 현장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의 혁신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평가체제 또한 기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 선다형 평가체제에
서 연수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체제로 보완하고 현업에서의 적용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서울교대 부설초등교육연수원 및 서울대 부설중등교육연수원, 교원대 종합교육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장 자격 연수는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요건을 구비
하고 있는 시․도교육연수원부터 단계적으로 시․도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
토한다.

아.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 수석교사 지도성 강화 및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교직에 입직하는 단계에서 우수한 교사가 들어오므로 대부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무와 역할로 인해 더 좋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지원체계로서의 활동 기반이 미약하다. 전국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어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학습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
성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변화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석 교사는 교육 현
장에서 교사직에서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지향 기준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우대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의 노하우와 교수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전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임과 더불어 학교 조직을 학습 조직화한다는
점에서 교사 전문성 신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된다.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 전문가
로서 학교 혁신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석 교사 개인이 수업에 대한 교육적인
성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
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진교, 2019)42).
또한 수석 교사의 임무가 교사의 교수 활동과 연구 활동의 지원에 있는 만큼, 학교 내
4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141차 KEDI 교육정책 포럼에서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중등수석

교사회 회장이 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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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교사 교수 지원 활동과 장학 담당 장학사의 관내 장학 활동 등에 대한 역할을
수석 교사가 담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역할 분화를 통한 실제 업무(교장, 교감, 장학사의
경우)의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제도적인 정착이 안정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판단된다(서진교,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의 형성 배경과 취지를
살려 수석교사의 수업 지도성을 강화하여 단위학교에서의 교사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단위학교별 학습 조직화 촉진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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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utline
This study is the third year of the “Teacher Policy Innovation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which was
carried out over three years(2017~2019). The purpose of the three-year
study is to present innovation tasks by addressing the demands for
innovation in teacher polic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In the first year(2017), we explored the tasks for innovating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focusing on the field suitability
of the preparatory teacher training phase. In the second year(2018), we
discussed how to build the support system for developing teacher
professionalism based on that of current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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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hird year(2019), this study focused on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Namely, we diagnosed problems of the personnel system and
explored ways of innovation, focusing on the ne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Analysis of teacher's personnel innovation
in this study is made on the areas supporting professional growth based
on job redesign, supply and demand, teacher allocation, qualification,
training, evaluation, promotion, transfer, change of occupational sereies,
and personnel innovation.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① request for the response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② direction and achievement of the teacher's personnel policy in the
past and current governments, ③ problems and innovation demand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④ innovation cases and implication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⑤ survey and analysis of innovation
demand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⑥ direction and measures for
innov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Research methods are
including the following: ① literature research, ② expert consultation, ③
innovation case writing, ④ big data analysis, ⑤ policy workshops, ⑥
online surveys, and ⑦ education policy forums.

Request for the Response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The areas of analysis in this chapter are: ① the first and second year results
and the previous research trends, ② paradigm change and innovation
model of personnel administration, ③ areas, function, and operation principle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④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demand for the response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and ⑤
implications for innovation of the system. For analysis of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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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160 papers or reports published
from 2000 to 2019 were classified by human resources area.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within the last seven years, i.e. which
areas of teacher's personnel were focused on. In recent studies within
seven years, the proportion related to 'evaluation and promotion' has
decreased somewhat, while that related to 'qualification and training' and
'transfer and change' of occupational sereies has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qualifications and training was considered to reflect
the need for site change for capacity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response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the followings were magnified: 'requirement
of job redesign and work normalization', 'requirement for improvement of
teacher working and class conditions focused on educational activities',
'demand for alleviation of supply-demand imbalance and management of
quota allocation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demand for school education',
'requirement of periodic training and competency diagnosis focused o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requirement for innovation of teacher's
personnel system 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teaching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government
employees'.

Direction and Achievement of the teacher's Personnel Policy in the
Past and Current Governments

The areas of analysis in this chapter are: ① orient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policy of the past and current governments, ② achievements of
the teacher's personnel policy of those governments, and ③ implications
for innov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wo implic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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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of the system were highlighted. First,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teacher policy were extensive in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have since tended to be simplified. Second, the policy orientation is focused
on

teacher

welfare(creating

condition)

and

teacher

professionalism

(enhancing capability) rather than various topics.

Problems and Innovation Demand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he areas of analysis in this chapter are: ① area and model of analysis,
②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by area,
③ SWOT and weakness of the system, ④ implications for innova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innovation of the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hat
enhances the professionalism of all teachers, since the current system has
side effects that operate around score-taking centered on promotion and
evaluation, and does not support the development of job competency of
all teachers. Second, the current teacher's personnel system should be
reformed to enhance professionalism by reflecting various innovation
values, including the strategic a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to be
reflected in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hird, in order to innovate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centered on professionalism, the direction
of innovation must be strategically oriented toward inter-regional linkage
of the system. Fourth, in order to innovat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novation foundation with strategic approaches, such as
setting up a dedicated department for innovation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other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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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Cases and Implication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Implications were extracted based on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innovation cases in this chapter.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Gangwon-do Office of Education were analyzed as domestic
cases.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Singapore, Finland, and Australia
were analyzed as foreign ones. A notable commonality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 analysis results is that reform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in

the

human

resources

system

centered

on

the

professionalism and autonomy of teacher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In foreign cases, it was emphasized that the teacher's professionalism
was linked with the qualification system to promote the multi-level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promote professional development, three
professional development models have been developed for teachers'
career to support the management of their career development in
Singapore.
highlighted

In
for

addition,

a

innovation

strategic
of

the

and

systematic

teacher's

approach

personnel

system.

was
In

Singapore, the establishment of innovation plans and its strategic support
ar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while there is a consistent, systematic,
and continuous support focusing on teacher professional qualification
standard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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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nd Analysis of Innovation Demands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326 faculty members at various
schools and human resources officers at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o collect demands from relevant groups on the reform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he survey showed that 1,060 people
responded, with an 80% response rate. The survey period was from
Monday, August 19, 2019 to Friday, August 28, 2019. The research results
are classified as follows: ① demand for response to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② problems of the system and demand for innovation,
and ③ innovation orientation and value of the system.
The most urgent area to respond to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was
innovation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eachers(35.9%). In terms of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teacher supply and demand(25.6%) is in
urgent need of response, followed by teacher job redesign(25.1%), teacher
welfare(22.5%),

and

teacher

promotion(22.1%).

Thes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educational staff.
The main reasons for the low response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to professional development are the 'addition and complex
operation of various affairs enforced in school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olicies'(teacher

57.1%

vs.

educational

profession 44.2%), 'insufficient redesign and normalization of teacher
works to reflect the demand of change in role and duty performance of
teachers'(teacher 47.0% vs. educational profession 33.0%), 'insufficient
qualification criteria and qualification development system to promot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ing jobs'(teacher 28.2% vs. educational
profession 43.7%), and 'lack of mid- to long-term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teacher's personnel innovation centered on teacher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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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teacher 20.5% vs. educational profession 18.0%).
The issues urgent to innovate in response to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are 'the structure of school principals' promotion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addition point evaluation'(15.9%), 'poor ability to secure
teachers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school curriculum operation'
(8.2%), 'lack of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8.1%), and 'problem of experienced teachers or low-level teachers who
focus on specific areas'(5.8%).

Direction and Measures for Innov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In this chapter, based on the implications for innov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presented by the analysis results in the
previous chapters, the direction for innovation of the system was
established to devise the innovation model and 10 innovation measures.
The innovation model consists of innovation vision, innovation strategy,
innovation goal, innovation orientation, innovation value, and innovation
domain. Innovative measures were developed by selecting the core
measures to be urgently pursued in the teacher's personnel areas with
high demand for innovation.
The vision for innovation is to establish the strategic teacher's
personnel system centered on professional development that supports
educational innovation. The innovation strategies devised are as follows:
① to secure teachers and promote their professionalism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the demand for school innovation, ② to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eacher's personnel areas centered on professional
development, ③ to pursue the innovation value and orientation of the
teacher's personnel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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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 ④ to assist teacher competency diagnosis and customized
development

throughout

the

teaching

career,

and

⑤

to

eliminate

problems and causes in the teacher's personnel areas where response is
urgent.
The innovation values seem to be basically reflected for implementation
of the five innovation strategies mentioned above by referring to the core
values reflected in the innovation model of the national government
human resources system. Reflecting the values perceived by respondents
in the innovation demand survey of this study, 10 innovation values are
established by linking two key innovation values to the five innovation
strategies as follows: ① autonomy, ② openness, ③ accountability, ④
professionalism, ⑤ efficiency, ⑥ rationality, ⑦ democracy, ⑧ fairness, ⑨
strategy, and ⑩ systemicity.
Ten innovation measures are suggested: ① to delegate the authority to
determine and manage teachers' quota from the curren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establish the

mid-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forecast system, ②

to secure the dedicated teachers who are not in charge of the curriculum
but highly demanding, separately from the total quota in conjunction
with the demand for student-oriented school education, ③ to establish
the qualification development system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by periodic training and qualification renewal, ④ to establish the
teachers' job competency diagnosis and tailored training support system
reflecting the life development stage until retirement, ⑤ to establish
self-diagnosis

system of

teacher

competency and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job performance, ⑥ to dualize the promotion track with
teaching position and school administrative position after securing the
first-class teacher qualification, ⑦ to introduce the customized transfer
timing system that reflects educational experience and life cycle, ⑧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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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e process for selecting an educational profession and establish a
new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⑨ to develop teachers' competency
model reflecting teaching characteristics and redesign job in connection
with school innovation, and ⑩ to establish an innovation foundation for
the reform pla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eacher's personnel and
to enact and revise laws related to human resources.

Key words: change in teaching environment, teacher policy innovation,
professionalism development, teacher's perso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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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배경(목적)과 연구 참여에 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읽어 보신 후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3개년 중 3년차 연구로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교원에게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취약점을 진단하여 혁신 방향을 탐색합니다.
교원 인사제도 영역 가운데 교원의 확보(수급과 정원 배정), 교원의 전문성 개발 및 유지(연
수, 자격), 교원 이동 및 교류(전직, 전보), 역량 기반의 성과 및 보상(승진, 평가), 혁신 기반
(직무설계, 인사 기획 전략 등)에서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각급학교 교원 1,070명과 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교원 인사담
당 장학사(장학관) 25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원의 경우는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00명, 중학교 320명, 고등학교 150명, 직급별로는
교사 856명 교감․교장 214명이 참여하십니다.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시 지역 교육청 58명, 도 지역 교육청 198명, 직급별로는 장학사 152명,
장학관 104명이 참여하십니다.
3. 연구 참여자의 역할
귀하에게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설문 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응답에 참여하시게 되면, 응답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무기명으로 작성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설문조사 기간 동안 1회 응답에 참여하시게 되며,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5. 연구 참여 여부의 선택 및 중단

본 연구의 설문 응답에 참여 여부는 귀하의 자발적 의지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하고 싶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설문 도중 중단하셔도 됩니다.
참여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6. 연구 참여자에 대한 혜택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별 조사 담당자 162명에게 모바일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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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참여자 보호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8.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및 비밀의 보장
본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박영숙(연구책
임자, 043-5309-443)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 간 보존･사용되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 및 조사 자료는 분석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사용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조사 자료는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래의 동의 여부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9. 연구 관련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연구책임자) ☎(043) 5309-443, yspark@kedi.re.kr
신연재(연구원) ☎ (043) 5309-387, shinyj@kedi.re.kr, FAX: 043-5309-399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전화번호: 043-530-9215

귀하께서는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비동의 하실 경우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나는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
하였습니다.
▪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 동의

□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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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사항

1. 소속 기관: _____ 1) 각급학교

______ 2) 교육청

2. 각급 학교 교원 경우
2-1. 학교 소재 지역: _____ 1)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_____ 2) 중․소도시
2-2. 학교급: _____ 1) 초등학교

_____ 3) 읍․면 지역

_____ 2) 중학교

2-3. 학교 규모: _____ 1) 12학급 이하

_____ 2) 13학급∼24학급

_____ 3) 25학급∼36학급
2-4. 직급(직위): _____ 1) 교사

_____ 3) 고등학교

_____ 4) 37학급 이상

_____ 2) 부장교사 _____ 3) 수석교사

_____ 4) 교감

_____ 5) 교장

2-5 교육경력: _____ 1) 10년 미만

_____ 2) 10년 이상∼15년 미만

_____ 3) 15년 이상∼20년 미만

_____ 4) 20년 이상∼25년 미만

_____ 5) 25년 이상∼30년 미만

_____ 6) 30년 이상

2-6. 성별: _____ 1) 여

_____ 2) 남

2-7 교과담당여부: _____ 1) 교과담당
_____ 2) 비교과담당(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3. 교육청 교육전문직인 경우
3-1. 교육청 지역: _____ 1) 시 지역

_____ 2) 도 지역

3-2. 소속 부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과 혹은 팀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3-3. 직급: _____ 1) 장학사

_____ 2) 장학관

3-4 교육경력: _____ 1) 10년 미만

_____ 2) 10년 이상∼15년 미만

_____ 3) 15년 이상∼20년 미만

_____ 4) 20년 이상∼25년 미만

_____ 5) 25년 이상∼30년 미만

_____ 6) 30년 이상

3-5. 교육전문직 경력: _____ 1) 5년 미만

_____ 2) 5년 이상∼10년 미만

_____ 3) 10년 이상∼15년 미만 _____ 4) 15년 이상
3-6 교원직과 교육전문직간 전직 회수: ______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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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
다음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인사제도의 대응 요구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표시하여 주시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에게는 전문성 개발과 변화 적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특히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행 교원 인사제도의‘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개발’기능이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도에 표 하여 주십시오.
_____ 1) 매우 적합하다.

______ 2) 적합한 편이다.

_____ 3)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______ 4) 전혀 적합하지 않다.

_____ 5) 잘 모르겠다.
2. 최근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의 업무 보고(2018년 12월 18일자)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 목표로 ①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② 교육과정․교과서․평가 혁신, ③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④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역량 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의 정책 추진은 교원 확보와 역량 개발 등 교원 인사제도에서의
대응을 요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행 교원 인사제도에서 대응 요구는 높은데 대응력이
낮은 인사제도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인사제도 영역 가운데 대응력이
낮은 인사 영역 2개를 골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대응력이 낮은
인사 영역

교원 인사제도 영역
1) 예비교사 양성

2) 신규교사 선발 및 채용

3) 교사 수급 및 정원 관리

4) 교원 자격 관리

5) 교원 연수 지원

6) 교원 전보

7) 교원 전직

8) 교원 평가

9) 교원 승진

10) 교원 근무(수업)
여건

11) 교원 직무 재설계
(업무 정상화)

12) 교원 복지․후생

1순위: _______
2순위: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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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 및 혁신 요구
다음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교원 인사제도의 문제를 영역별로 제시한 것입
니다. 문항별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이 필요한 정도를
보기 를 참조하여 [동의 수준]과 [혁신 요구]에 해당 점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보 기 】

1점

5점

[동의 수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혁신 요구] 혁신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혁신이 매우 필요하다.

1.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주요 문제

동의 수준

혁신 요구

1-1 학교교육 과정 운영 변화와 연계한 교사 확보 기능 미흡
1-2 정원 배정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기능 미흡
1-3 과대 규모 학교 정원 배정 기준의 비합리성
1-4.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귀속된 구조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관련
주요 문제

2-1 신규교사 연수 내용 및 형태의 현장 적합성 부족
2-2 1급 자격연수 후 퇴직까지 주기적인 교원 연수체제 미확립
2-3 자격 연수 결과가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운영 구조
2-4 교원의 역량 진단 체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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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전보 관련
주요 문제

동의 수준

혁신 요구

동의 수준

혁신 요구

동의 수준

혁신 요구

3-1 경력이 높은 교사 혹은 저경력 교사가 특정 지역(학교)에
몰리는 쏠림 현상
3-2 승진 가산점이 적용되는 지역(학교)으로의 과열 경쟁
3-3 다수 교사 전보 이동에 따른 학년 초 학교교육운영 계획
수립 제한
3-4 교원의 경력 발달 요구와 무관한 전보 주기

4. 교원 전직 관련
주요 문제

4-1 전직이 승진 및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남용
4-2 전직 선발 전형의 공정성 미흡
4-3 교육전문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양성과정 부재
4-4 교육전문직의 직무 연수 부족

5. 교원 평가 관련
주요 문제

5-1 학교 변화(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역량 진단
기능 미흡
5-2. 교원의 전문적 신장 촉진 기능 미흡
5-3. 교원 평가제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
(평정 요소의 비구체성, 평정 방식 등)
5-4 교원 평가 결과 피드백 부족 및 맞춤형 연수 지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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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승진 관련
주요 문제

동의 수준

혁신 요구

동의 수준

혁신 요구

6-1 가산점 평정 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교장 승진 구조
6-2 승진 임용과 내부 공모 임용에서의 교장 자격 기준의
차이(자격 유무 등)
6-3 정년 연장으로 활용되는 교장 승진 임용 구조
(승진 임용 중임 8년 공모 교장 4년 활용 등)
6-4 승진 임용 교장과 공모 임용 교장의 최대 임용 적용 차이
(승진 임용은 중임 가능, 공모 교장은 단임 등)
6-5. 교장 전문 양성 과정 부재
6-6. 교원의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미흡

7. 교원 인사 운영 기반
주요 문제

7-1 교원의 직무 영역과 내용을 기술하는 직무기술서 부재
7-2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 역량 모델 부재
(직급별 역량군 및 핵심 역량지표 등)
7-3 교원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인사제도 혁신 기획 미흡
7-4 모든 교원이 공유하는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부재
7-5.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미비

8. 혁신이 가장 시급한 문제 및 이유
※ 상기한 1-7번 인사 영역 중 대응 혁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의 주요 문제
1개를 골라 혁신이 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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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행 교원 인사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성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거나
____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교원직의 전문적 성장 저해 원인

1순위

2순위

1) 교원직의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자격 기준 및 자격 발달 체계 미비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퇴직까지 자격 갱신 없이 유효한 자격제도 등)
2)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직의 역량 모델 부재
(직급별 핵심 역량군 및 핵심 역량지표 부재, 교원 역량 진단 기능 부재
등)
3) 교원 연수제도 운영의 부적합성
(1정 자격연수 이후 주기적 연수 기회, 연수 프로그램 및 방식의 현장
적합성 등)
4) 교원 평가제도와 연수제도의 연계 미흡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원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미구축 등)
5) 교원의 역할 및 직무 수행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교원 업무(직무) 재설계
및 업무 정상화 기능 미흡(교원 업무와 행정 업무 구분 불명확 등)
6)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학교에 들어와 시행 중인 다양한 업무(사업)의
추가 및 복잡한 운영(업무 과중, 등)
7) 교원 전문성 신장 중심의 인사 혁신 중장기 계획 및 전략 부재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최근 선생님들이 기피하시는 업무 유형 중 다른 인력이 전담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경우나 선생님들과 공유
한 경험 사례 가운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예: 성적 증
명 서류 처리 등).
기피 업무 유형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피 업무 유형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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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및 혁신 가치
1.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
1-1. 다음은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지향성을 인사
영역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최저 1점에서
최고 점수 5점을 기준으로 동의 수준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교원 확보 및 정원 배정 관련

동의 수준

1) 학생 수 증감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를 반영한 학교 배정 기준 개발
2) 비교과교사(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총 정원에서 제외하여 정원
외로 확보
3) 국가 수준의 교원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 구축
4) 교원 정원 결정(관리) 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교원 연수 및 전문성 유지·개발

동의 수준

5) 교원직의 생애 발달 단계를 반영한 전문성 개발 지원체계 구축
6) 교원의 자격 갱신을 통한 전문성 신장 촉진형으로 자격체계 개편
7)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재구성
8) 10년 주기의 연수 기회 보장
교원 전보․전직 관련

동의 수준

9)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원 인력 운영
10) 교원의 경력 발달 주기와 연계한 맞춤형 전보제도 운영
11) 교육전문직원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12)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개선(정성평가 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 요소 도입)
교원 평가 및 승진 관련
13) 교원 역량 자기 진단체제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연수 지원체제 확립
14) 비율 할당에 의한 상대 평정 방식 폐지 및 전문 자격 단계별 인증 기준에 의한
절대평가제 도입(예: 대학교수 승진)
15) 교원 승진 트랙 이원화(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운영)
16) 내부형 공모 교장 비율 확대(지역간 비율 차이 해소)
17) 성과급은 기피업무 및 업무 난이도(곤란도) 적용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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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제도 혁신 기반 관련

동의 수준

18) 역량 지표 및 업무 혁신 요구를 반영한 교원 직무 재설계
19) 교직 특성을 반영한 직급별 교원 역량 모델 개발․운영
(예: 국가공무원, 대학교수직의 역량 모델)
20) 교육부의 교원 인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위임
21) 교원 인사 혁신 기획 및 전담 조직 정비
22) 교원 인사 관련 법령 제․개정

1-2. 상기 1-1번에 제시된 1)∼22)의 22개 혁신 지향성 중 우선적으로 중점․적용되어야 할
혁신 지향성 2개를 골라 해당 번호를 _____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혁신 지향성 1순위: ______________________
2) 혁신 지향성 2순위: ______________________

2.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가치
※ 2016년 이후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과 공공 부문 인적자원에 대한 인사
제도 혁신을 추진하면서 구성원이 공유할만한 혁신 가치를 중심으로 혁신 단계
별로 혁신 가치와 혁신 지수를 적용하여 부처별 및 기관별 혁신 수준을 진단하
는 동향이 파악됩니다. 다음의 국가공무원의 인사혁신에 관한 [참고] 내용을 참
조하시어 문항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참고 1]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의 개념, 방향, 단계

인사혁신의 개념
정부의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람과 문화
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

인사혁신의 방향
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공공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축,
② 국민 신뢰 향상 및 국민 행복 실현,
③ 정부 혁신에 있어 전략적 역할 강화

인사혁신의 단계
① 제도 혁신 단계(단기), ② 사람 혁신 단계(중기), ③ 문화 혁신 단계(장기)
(※ 출처: 박성민외 5인(2017), 「인사혁신론: 이론과 실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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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의 인사 혁신 단계별(제도 혁신, 사람 혁신, 문화
혁신) 혁신 지수와 연계하여 현행 교원 인사제도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교직 특
성에 맞는 혁신 지향성과 관련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_ 1) 찬성한다.

______ 2) 반대한다.

2-2. 다음은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의 단계별로 적용되는 혁신 가치와 지향성을 교원 인사제
도에 맞게 보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교원 인사제도를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단기 내에 혁신하고자 할 경우, 혁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혁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점 반영되는 우선순위대로 2개를 골라 1순위와 2
순위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혁신 가치

혁신 지향성

1) 전략성

교직의 특수성과 최근 혁신 동향을 반영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의 전략적인 교원 인사관리 체계 수립 및 환류체계 구축

2) 체계성

교원 인사관리 및 혁신 전담 조직 설립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인사혁신 활동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3) 다양성

교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입직 기회 확대

4) 개방성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활용을 위한 민간 조직
및 비영리 조직, 국제기구와의 쌍방향 인사 교류 확대

5) 합리성

교원 연수의 양적 및 질적 우수성 담보, 교원직 직무 특성을 고
려한 순환보직 및 경력 경로제도 운영

6) 유연성

다양한 연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변화에의 신속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연수(교육) 프로그
램의 다양화

7) 전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개발․유지하고 퇴직까지 직무수행
에 필요한 전문 역량 진단 및 개발 체계 구축

8) 공정성

평가 및 승진에서 연공서열 및 보직 우선 관행 탈피

9) 경쟁성

직무와 성과 중심 평가 보상 체계 확립

10) 자율성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율성 부여 수준, 권한 위임, 및 민영화

11) 능률성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 및 직무 만족도

12) 책임성

전문가로서의 직무 수행 및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 등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주인 의식

13) 신뢰

학교 내․외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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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치

혁신 지향성

14) 협력

학교교육 운영 과정에서 교원간 상호 협력 활동 및 협업 증진

15) 민주성

학교교육 운영 및 인사제도 운영 관련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교원 참여

1순위

2순위

2-3. 상기한 2-2번에서 1순위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다음의 성과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시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골라 1순위와 2순위 해당 칸에 표
하여 주십시오.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대성과

1순위

2순위

1) 학교교육 수요 변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원의 안정적 확보
2) 교원의 역할 및 직무 변화를 반영한 교원직의 직무 분석 및 재설계
3) 지역 간 및 학교 간 교원 교류․활용 촉진 및 격차 해소
4) 학생 중심의 교원 맞춤형 직무 역량 개발 및 전문성 성장
5) 역량 기반의 개인별 성과 진단 및 보상체계 확립
6) 교원 자격의 전문성 및 공신력 제고
7) 1급 정교사 이후 과열 승진 경쟁 완화
8) 교육활동 중심의 교원 근무 여건 조성 및 업무 정상화
9) 교원 인사 혁신의 비전 및 가치 공유

4.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 방향에 관하여 제언해주실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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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141차 KEDI 교육정책포럼 일정표

1. 주제: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과제
2. 일시 및 장소: 2019. 10. 2(수), 14:00 ~ 17:00/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21층)
3. 공동주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4. 일정표
시 간

일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인사말

정

사회 이동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장 겸 한국교육행정학회장)
홍창남(한국교원교육학회장)

[제1부] 주제발표
14:10~15:10

주제발표 1 교원 인사제도 혁신에 관한 요구 조사 결과
허 주(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전문성 신장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향과 과제
박영숙(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5:10~15:20

휴

식

[제2부] 혁신 사례 및 토론 발표
좌 장
1. 경기도교육청 혁신 사례
15:20~16:30

2. 미국과 싱가포르 혁신 사례

이인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국가교육회의 파견)
김희규(신라대학교 교수)

3. 토론발표 1

박남기(한국교육행정학회 수석부회장,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4. 토론발표 2

정성식(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이리동남초등학교 교사)

16:30~17: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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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남(한국교원교육학회장)

부 록

[부록 3]

교원 인사제도 선행연구 목록(2000∼2019년)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수급, 정원배정, 배치 관련
1

권순형․안병현

초등교원 수급 예측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및 타당화

2018

학술 논문

2

임성범 외 2인

초· 중등학교의 지역단위 적정 교원인력 배정방안

2018

학술논문

3

이광현․김기수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체계 연구

2015

학술논문

4

김기수 외 6인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체계 구축 연구

2014

KEDI 연구

5

이광현

초등교사 수급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적정 양성 규모 연구

2014

학술논문

6

박현정 외 4인

2014-2025년 초․중등교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교원
의 적정배치방안

2013

교육부

7

이영 외 2인

초․중등 장래 학생 수 및 교원 수 추정에 기반 한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2013

학술논문

8

정바울 외 5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인력 수급 연구

2013

KEDI 연구

9

천세영․김병윤

교원 수급 정책의 진단과 과제

2012

학술논문

10

김병윤

중등 교원정원 결정을 위한 지역군집모형 개발

2012

학술논문

11

김병윤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산정의 결정요인 분석

2011

학술논문

12

이영 외 5인

2011

교과부연구

13

김이경․한유경

2007

학술논문

14

박영숙 외 5인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재검토 및 보완 연구

2007

KEDI 연구

15

박영숙 외 6인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7

KEDI 연구

16

박영숙 외 4인

각급학교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2003

KEDI 연구

17

조동섭외 4인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및 안정적인 충원방안 연구

2002

2011-2020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및 교원양성기
관 규모 적정화․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주요국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 관리
주체와 배치를 중심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주: 자료 유형 중 학술논문은 학회 및 대학교 연구소 게재 논문을 의미하고, 교육청 논문은 시도교육청 소속 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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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선발, 신규채용 관련
1

권동택

임용 고시 운영 문제와 개선 방향

2017

학술논문

2

박영숙 외 7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 (Ⅰ):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2017

KEDI 연구

3

오대영․김경희

교원 보수·충원제도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2016

학술논문

4

유병렬 외 4인

교원 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 임용제도의 현
장 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

2012

교육부

5

정미경 외 4인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2011

KEDI 연구

6

박영숙 외 2인

선진 교원 충원 전략 및 지원과제 개발 연구

2009

KEDI 연구

자격, 연수, 역량개발, 전문성 개발 관련
1

허주․이동엽

교사의 전문성 개발 활동 유형이 ‘전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2019

학술논문

2

허주 외 8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I):
교사전문성 개발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18

KEDI 연구

3

박창언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 재교육의 문제

2017

학술논문

4

김희규․주영효

중등 교장의 자격연수 직무역량 요구 분석

2017

학술논문

5

홍후조

지능정보사회 대비 교원의 핵심 역량 도출 및 교
원 연수 분류체계 개발

2017

교육부

6

김희규 외 3인

교직 생애단계별 연수체계 확립 방안 연구

2016

교육부

7

박영숙 외 7인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2016

KEDI 연구

8

손성호

교사 생애주기별 핵심 역량 모델링 및 역량 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6

박사논문

9

정제영 외 5인

초등 신임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2016

학술논문

10

곽영순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
한 교사 전문성 탐색

2015

학술논문

11

박경진

수석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석사논문

12

박상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서의 교직의 전문성

2015

학술논문

13

백지연 외 2인

중등교사 역량 모델 개발

2015

학술논문

14

장환영 외 4인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5

동국대교원정
책중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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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15

정미경 외 3인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 연구

2015

KEDI 연구

16

정제영․이희숙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2015

학술논문

17

김희규․주영효

신규교사 직무 역량 실태 분석

2014

학술논문

18

정제영 외 5인

중등 신임교사의 직무 역량 요구도 분석

2014

학술논문

19

우영옥

수석교사제의 정책 변동 분석

2014

박사논문

20

유재환

학교장 직무 역량 설정과 승진 구조와의 연계성 분석

2014

학술논문

21

김정원 외 3인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3

KEDI 연구

22

김정원 외 4인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3

KEDI 연구

23

김정원 외 3인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 연구

2012

KEDI 연구

24

조동섭 외 4인

2010년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평가 및 직무설계 방
안 연구

2011

교육청 연구

25

황준성 외 5인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

2011

KEDI 연구

26

김이경 외 3명

미국과 영국의 교장 직전교육 사례 비교 분석

2009

학술논문

27

김현욱 외 2인

주요국의 학교장 연수 프로그램 비교 연구

2009

학술논문

28

서경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2009

학술논문

29

박영숙 외 3인

수석교사 시범운영 평가 연구

2009

KEDI 연구

30

전제상․박영숙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실태분석과 대안 탐색:
요구조사를 중심으로

2009

학술논문

31

이윤식 외 6인

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평가 및 법제화 방
안 연구

2009

교육청연구

32

김병찬

1급 정교사 자격연수제도의 명(明)과 암(暗): 1급 정
교사 자격연수 과정 사례 연구

2008

학술논문

33

박영숙 외 3인

국가 수준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 연구

2007

KEDI 연구

34

정성수 외 2인

미국과 영국의 교장 양성 및 자격 프로그램 분석

2007

학술논문

35

김혜숙 외 4인

교원 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

2006

교육인적자원부

36

김혜숙외 4인

수석교사제 도입에 관한 기초 정책 연구

2004

교육인적자원부

37

김이경외 4인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방안 연구

2004

KEDI 연구

38

박상철

교원 자격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2004

KEDI 연구

39

주삼환

한국과 미국의 학교장 양성과 전문직적 능력개발에
관한 비교연구

2004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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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40

박영숙

자격 및 승진체제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

2001

학술논문

41

정태범

교장의 양성 체제

2000

학술논문

평가, 승진, 교장 임용, 교장공모제 관련
1

정병영․이재용

승진 준비 주인 초등학교 교무부장교사의
근무스트레스에 관한 체험 분석

2018

학술논문

2

안아라

초등학교 여성 교사의 관리자 경력 전환에 관한 내
러티브 연구

2018

박사학위

3

엄문영

교원 승진제도에 대한 교사들 경험이야기: 행동적
의사결정론의 관점에서

2018

학술논문

4

이광현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학술논문

5

정수현․장민경

교원업적평가에 대한 초등교사의 경험 및 인식 연구

2018

학술논문

6

전수빈․이효정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과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2018

학술논문

7

전수빈 외 3인

교장공모제 쟁점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2018

학술논문

8

신현석 외 3인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
용제도 변화 분석

2018

학술논문

9

이광현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2018

학술논문

10

이정연 외 2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진단과 개선방향

2017

교육청 연구

11

이효정 외 3인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7

동국대교원정책
중점연구소

12

박균열

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을 통한 교장공모제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

2017

학술논문

13

김지선․김지영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
선방안 연구

2016

학술논문

14

최선옥 외 2인

교원승진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16

교육청연구

15

양민석․정동옥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와 학교장의 특성 분석

2015

학술논문

16

권정현 외 2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의 교장공모
제 제한 요인 분석

2015

학술논문

17

김달효

새로운 교장임용제도로서 ‘교장보직공모제’의 가능
성 탐색

2015

학술논문

18

김희규․주영효

교원평가제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탐색

2014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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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19

김희규․주영효

근무성적평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가 교원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에 미치는 영향

2014

학술논문

20

이상신

초등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관리자점수와 교
원 인사이동의 관계

2014

학술논문

21

박인심 외 3인

교장공모제 쟁점에 대한 학교구성원 집단 간 인식 비교

2013

학술논문

22

김은영․장덕호

공모제 교장의 권력기반과 관리효과성의 관계에 관
한 연구: 서울시 초등학교 임명제 교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2

학술논문

23

김이경 외 3인

교장공모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2012

교과부

24

이광현․김민조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

학술논문

25

이광수․김명수

교장공모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2012

학술논문

26

이효정 외 4인

교장공모제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12

동국대교원정책
중점연구소

27

임미라․신상명

교장공모제에 대한 미시 정치적 분석

2012

학술논문

28

주창범․강소랑

교장공모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

2012

학술논문

29

고전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2011

학술논문

30

김혜진 외 2인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

2011

학술논문

31

박수정․황은희

교장공모제 학교의 학업성취도와 특성 분석

2011

학술논문

32

이광현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의 학교조직 효과 분석

2011

학술논문

33

전제상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교원연수지원 요구 분석

2010

학술논문

34

김갑성 외 5인

교원 관련 평가 시스템 재정립 방안 연구

2010

KEDI 연구

35

백혜선․김성봉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으로서 조례제정
방안 연구

2010

학술논문

36

이광수․김도기

Kingdon 모형을 적용한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분석.

2010

학술논문

37

강일국

승진준비과정에 나타난 중등교원의 행동 특징 연구

2009

학술논문

38

전제상

다원적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가능성 및 방안 탐색

2009

학술논문

39

박재윤 외 2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
계 구체화 방안 연구

2009

KEDI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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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

40

강일국․문희경

승진 준비 과정에 나타난 중등교원의 행동 특징
연구

2009

학술논문

41

나민주 외 4인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2009

학술논문

42

박균열

정책논변모형에 의한 교장공모제의 분석과 정책적
함의

2009

학술논문

43

전제상

다원적 교원평가제의 일원화 가능성 및 방안 탐색

2009

학술논문

44

김태완

교원 양성 및 임용 다양화 방안 연구

2008

교육과학기술부

45

이동성

조직문화 접근을 통한 한국과 OECD 5 개국의 교
장임용제도 비교분석

2006

학술논문

46

정진곤

‘이데올로기론' 적 관점에서 본 교장임용제 논쟁의
분석

2006

학술논문

47

김명수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2004

학술논문

48

서정화․송영식

교원 다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2004

학술논문

49

박상완

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 정립을 위한 교장임용
제도 개혁

2004

학술논문

50

신상명

교사평가 방안의 합리성 논의

2004

학술논문

51

김이경 외 5인

교사평가 시스템 연구

2004

KEDI 연구

52

박덕규․조성희

교원의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 방안

2000

학술논문

전직, 전보 관련
1

차승은 외 4인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T.a.P.(Transtfer after
Posting)형 교사전보제 모형 탐색

2019

학술논문

2

최원석

초등학교 간 저경력교사의 쏠림현상 분석

2019

학술논문

3

박기범 외 6인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한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8

교육청연구

4

박기범 외 7인

서울공립 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5

김순남․이병환

교원순환전보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2018

학술논문

6

민성희

교원전보제도의 운영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

2018

석사논문

7

박기범 외 7명

서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전보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8

김순남외 2인

교원 순환전보제의 논리 탐색

2017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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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번

연구자

제목

연도

자료 유형

9

이효신 외 16명

서울 공립 중등 교사 전보 배치 개선 방안 연구

2016

교육청연구

10

성준우․허병기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
들의 교직생활에 관한 사례 연구

2015

학술논문

11

김달효

교육전문직 선발의 쟁점에 관한 분석: 장학사 선발
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2014

학술논문

12

김갑성․주현준

중등교원 전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3

학술논문

13

김영식 외 3인

단위학교 간 교사자원 배분과 교사 쏠림 현상 분석

2012

학술논문

14

전제상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비교 분석

2012

학술논문

15

박영숙 외 3인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2

KEDI 연구

16

김갑성 외 3인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사 전보제도 비교 연구

2010

학술논문

직무, 근무여건, 스트레스, 업무경감, 보수 관련
1

정병영․이재용

승진 준비 중인 초등학교 교무부장교사의 근무 스트
레스에 관한 체험분석

2018

학술논문

2

신묘철

교원업무경감 정책변동 요인 분석

2017

박사논문

3

김경회

한국과 일본의초·중등 교원 보수 비교 연구

2016

학술논문

4

김요진․이희숙

교사 직무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2016

학술논문

5

최혜숙․이윤식

교감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탐색

2015

학술논문

6

양승실 외 6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 방안 연구

2014

KEDI 연구

7

임지윤․도승이

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교사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

2014

학술논문

8

박영숙 외 4인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사 수업 지원 방안
연구

2012

KEDI 연구

9

신현석 외 2인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형과 정책방안
의 전략적 탐색

2012

학술논문

10

한유경 외 3인

교원 직무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006

교육부

11

위미숙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2005

학술논문

12

박영숙

초ㆍ중등 교원의 적정수업시수 산출 기준 및
설정방안

2004

학술논문

13

조동섭․윤명구

교사들의 여가생활의 현실과 필요

2004

학술논문

14

장내찬

교사의 직무동기 유발에 미치는 내ㆍ외적 보상 요인
의 영향

2004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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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제상 외 4인

우수교원 유인체제 마련을 위한 보수제도 혁신 방안
연구

2003

교육인적자원부

16

박덕규 외 3인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설정 연구

2002

KEDI 연구

17

박영숙

교원 성과급 보수제도 운영 요건 탐색

2002

학술논문

인사제도, 인사 혁신, 교원정책 관련
1

이준희 외 16인

교육중심 교원인사제도 방안 연구

2017

교육청연구

2

김성천 외 2인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2017

학술논문

3

김영인 외 10인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
안 연구: 교원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2016

교육청연구

4

박영숙 외 5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

2015

KEDI 연구

5

유희균․엄기형

한국 교원 정책연구의 최근 주제 동향 분석

2014

학술논문

6

조동섭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발전방향

2013

학술논문

7

김이경 외 3인

저출산 및 학교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
초 자료 조사․정책 연구

2006

KEDI 연구

8

이종재 외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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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4]

교원 자격연수의 표준교육과정 개정 내용(2019)
<부표 1>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기본
역량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성찰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인문학 소양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생애 주기 자기 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
을 이해하고, 교사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변화 대응

미래 사회 변화와
세계 주요국 교육
교육정책 및 교육
교육 혁신 사례
민주 시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사
리더십

주제(예시)

교육
동향
현안

영역 소계

수업

전문
역량

생활지도

교육
공동체
참여

5~15

10~15

소통

연수 기관 자율 편성

(자율)

비율(%)

15~20
30~50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는 역량
- 교육과정 이해, 교수-학습
설계, 학습자 특성 이해, 수업
재구성, 학생 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
과정 중심 평가
수업 혁신
학습 부진 학생 지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생활
및 진로에 관해 상담·지도하는
역량
- 학생 상담, 생활 지도, 진로
지도, 학생 공감

학생 상담
진학·진로 지도
학교 폭력 예방
학생 자살 예방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 안전교육

10~15

 민주적 학교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
-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학교업
무, 지역사회 참여

학급 담임 업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학생 인권 존중
교육 법규 이해

10~15

연수 기관 자율 편성

15~20

(자율)
영역 소계

15~20

50~70

주: *는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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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성찰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
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인문학 소양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생애 주기 자기 관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석교사
리더십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수석교사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변화 대응

미래 사회 변화와 교육
세계 주요국 교육 동향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안
교육 혁신 사례
민주시민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10~15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기본
역량

(자율)
영역 소계

30~50
교육과정 재구성 연구
수업 혁신 연구
초임교사 멘토링 연구
학습 환경 조성 연구
학습부진학생 지도 연구
다문화교육 연구
교내 학습공동체 조직 및 운영

15~20

수업 지원

교사들의 수업 개선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수업 컨설팅, 수업 혁신 지원,
수업 분석 및 평가, 연구 수업,
교내 장학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교내 수업 개선 컨설팅
교외 수업 개선 컨설팅
학년별 수업 지원
교과별 수업 지원

15~20

생활지도
지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활동에 대한 컨설팅
역량
- 생활지도 컨설팅, 생활·진로
지도 지원, 생활지도 분석 및
평가

학생 생활지도·상담 지원
생활지도 컨설팅
*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 안전 교육

5~10

연수기관 자율 편성

15~20

전문
역량

(자율)
영역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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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교수직 전문가로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지도, 장학 등에
관해 연구 개발하는 역량
- 교육과정 연구, 학습자 특성
연구, 교재 연구, 수업 연구,
연수, 학습공동체

교육 연구

*는 필수과목

비율(%)

50~70

부 록

<부표 3> 교감·원감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기본
역량

핵심역량

정의 및 역량 요소

성찰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 활
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인문학 소양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생애 주기 자기관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교감으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변화 대응

미래 사회 변화와
세계 주요국 교육
교육정책 및 교육
교육 혁신 사례
민주 시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0~15

교감
리더십

주제(예시)

교육
동향
현안

소통

연수 기관 자율 편성

(자율)
영역 소계

교무 운영

교육 지원
전문
역량

업무 조정
및
갈등 관리

비율(%)

15~20
30~50

학교장을 보좌하여 학교 업무를
운영하는 역량
- 학교 행정·회계 이해, 업무
절차 이해, 행정 업무 조정,
교육법 이해

학교교육계획 관리
학교 행정 업무 시스템
학교 운영 관련 법규
학교 재무·회계
교무행정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학교 업무 분장

15~20

교내 장학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하는 역량
- 교육과정 운영, 교내 장학,
연수 지원, 다문화·인성 교육,
수업 혁신, 교수-학습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 수업 관리
자율 장학 및 교내 연수
학생 인권 존중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 안전 교육

10~15

다양한 학내 조직을 관리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
하는 역량
- 조직 관리, 인사 관리, 갈등
관리,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원 인사·복무 관리
학교 계약직 및 교육 공무직 관리
교내 위원회 관리
교직원 갈등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학교 민원 예방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10~15

연수 기관 자율 편성

15~20

(자율)
영역 소계

50~70

*는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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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교장·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

핵심역량

성찰

기본
역량

교장
리더십

정의 및 역량 요소

주제(예시)

교원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소양과
자질을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
- 교육 철학, 교직 윤리, 자기
관리, 교직 생애 관리, 교직관
미래 사회 비전 및 국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교장으로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 세계 교육 동향, 교육 정책,
교육 현안, 변화 대응

인문학 소양
교육관, 사회관, 교직관
생애 주기 자기관리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5~15

미래 사회 변화와
세계 주요국 교육
교육정책 및 교육
교육 혁신 사례
민주 시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10~15

교육
동향
현안

소통

연수 기관 자율 편성

(자율)
영역 소계

전문
역량

30~50

교육 기획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교육 혁신 전략 및 성과를 관리
하는 역량
- 교육 혁신, 학교교육 계획,
성과 관리, 학교문화 구축

15~20

조직·인사
관리

학내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고,
학내 제반 상황과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역량
- 인사 관리, 조직 관리, 갈등 관리,
분쟁 조정

교직원 인사 관리
학교 조직 관리
동기 부여 및 조직 혁신
학내 갈등 관리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
강화 교육

10~15

학교 경영

학교의 최고 대표자로서 학교
업무를 통할하고 학교 경영을
혁신하는 역량
- 시설 관리, 재무·회계 관리,
교육법 이해

학교 사무 관리
학교 시설·설비 관리
학교 재무·회계 관리
학교 운영 관련 법규
학부모 학교 운영 참여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안전교육

10~15

연수 기관 자율 편성

15~20

영역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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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학교교육 비전 및 목표 관리
국내외 학교교육 혁신 사례
수업 혁신 지원 사례
다문화 교육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인권 존중
*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역량강화
교육
*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자율)

*는 필수과목

비율(%)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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