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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학교 운영 특징과 교사 역할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교원 정책 혁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교사에게는 학생의 역할을 지원하는 코칭과 컨설턴트 등의 역할
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교사 역할과 교사상을 재정립하고, 교원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시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제시하는 과제
이다. 제1차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의 혁신 영역은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이 큰 힘이 되었다. 혁신 이슈 진단과 혁신 과제 탐색
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주요국 혁신 사례 집필과 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급학교 교원과 교원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원교육학회 관계자,
교원정책 전문가 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의 검토와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전문
가님들과 심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하고, 사려 깊게 책임을 다하여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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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이슈와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년도의
연구 목적과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년도(2017년)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
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룬다. 제2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현직 교원
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맞춤
형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인사제도의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마지막 3차년도(2019년)에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원의
배정 및 활용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1차년도(2017년)인 본 연구에서 접근한 연구 문제는 다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환
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역량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직환경의 변
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주요국의 혁신 사례와 혁신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한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내용은 무엇이고, 관련 집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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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추출, 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⑥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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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은 ① 문헌 연구, ② 전문가 협의회, ③ 주요국 혁신 사례 집필, ④ 설문조사(1차:
전문가 E-mail 조사, 2차: 혁신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 ⑤ 정책포럼, ⑥ 정부 관계자 실무
협의 등이었다. 연구 절차는 세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개관한 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요구가 높아 논의가 부각되는 혁신 이슈를 진단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주요국 혁신 사례 분석과
혁신 과제에 관한 집단별 요구를 수렴하는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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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개관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와 연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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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동향에서 부각된 점은 개혁의 동력으로 교사의 전문성(역량)이 중시
되고, 학생의 핵심 역량을 교사가 길러낼 수 있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사
교육에서의 대응 혁신이 시급해졌다는 점이다.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이 주
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학생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원하
는 교사의 코칭과 컨설턴트 등의 다양한 역할이 부각되었다. 현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생활 조직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부각되었다. 이들 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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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①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②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분석
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를 위해서는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영역 분류체
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원 정책의 영역 분류에 관하여는 인적자원 관리
관점과 역량 개발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교원 정책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인적자원 관리
관점을 전통적인 접근으로 보았고, 역량 개발의 관점은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 관점에서
교원 정책을 새롭게 구안해야 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보았다.
혁신의 개념과 특징 분석에서는 혁신 개념을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혁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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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정립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요구가
높아 집중적으로 분석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6개 즉,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
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정하였다. 혁신 이슈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의 다섯 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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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양성체제 혁신의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혁신 이슈에 관한 주요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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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원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한 혁신 이슈로는 ①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기준
강화, ②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③ 면접 전형 방식 변화, ④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
방지, ⑤ 선발 시기 조정(수시 전형으로 전환 등)이 진단되었다.
둘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에 관한 이슈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정보 기술 활용 역량 개발, ③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④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통합, ⑤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⑥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⑦ 교수진 역량 개발, ⑧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 학습 및 활동
촉진, ⑨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 강화 등이 진단되었다.
셋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에 관한 혁신 이슈로는 ① 실습 기간 확대, ② 실습 학교
확보, ③ 실습 전담 교수 및 교사의 질, ④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⑤ 실습학교의 실습
환경, ⑥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구축 등이 진단되었다. 넷째, 교사 양성대
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 혁신에 관하여는 ① 양성 기관 간 통합･조정, ② 유능한 인력의 학교교
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③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④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⑤ 양성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⑥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 등이
진단되었다.
다섯째, 신규교사 임용 및 채용 혁신에 관하여는 ①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②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③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에 절대 평가 도입 등), ④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⑤ 임용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 ⑥ 인턴교사제도 도입
등으로 진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장 채용 혁신에 관하여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 ②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③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④ 교장 임명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⑤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등으로 진단되었다.


분석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의 5개국이었다. 이들 국가의 혁신 동향
을 교원 양성 분야와 신규 채용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혁신
정책은 해당 정책의 과거 형태, 변천 과정 등 정책 추진 배경 요인과 함께 국가의 규모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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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정책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 체제의 부적절성, 교원 양성 기관에 유입되는 인재의 경쟁력 저하,
이론에 치우친 교원 양성 행태,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의 괴리, 교원 양성과 신규 채용
간의 단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신규 채용 운영 방식 등의 공통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원 양성 기관, 일선 학교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혁신
적 자구책을 활발하게 구상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 특징으로는, 교원 양성 체제의 종합대학화와 대학원 수준으로의 이동, 초등과 중등
양성 기능의 통합,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실천 위주 프로그램으로 개편, 교양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 간 연계를 위한 실습 및 협력 학교 제도 강화, 교직으로 유입되는 인재의 선발 및 채용의
개방화 및 유연화, 신규채용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선발 방법 혁신 등으로 제시되었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하여 진단된 혁신 이슈 내용과 본 연구에서 탐색하여 제안한
혁신 과제(안)에 관하여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혁신 요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관련 집단은
각급학교 교원과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교원 정책전문가 등 총 1,340명
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응답 전용 웹사이트(URL)을 만들어 응답
자가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약 2주간이었다. 조사 응답률은 671명이 응답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영역은 일반사항 영역 외에 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혁신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지향해
야 할 혁신 가치는 전문성이었으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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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규교사의 채용 및 임용고사의 경우 혁신이 시급한 정도가 두 번째로 높았다. 신규교
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직(현장)적합성이었으
며,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로 나타났다.
셋째, 교장 양성 및 채용의 경우 특히 교장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현장 적합도가 매우
낮았으며, 혁신 필요도와 혁신 시급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장 양성 및 채용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는 자격 취득에 관해서는 전문성, 채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공정성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의 전환이었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한 혁신의 시각과 전략을 제시
하고, 혁신 영역별로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혁신 전략은 ① 혁신 요구를 토대로 한 혁신
이슈 진단, ② 새로운 혁신 가치 창출 및 혁신 장애 요인 제거, ③ 지속 가능한 혁신 관리
체계 구축, ④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였고, 혁신 지향성으로는
①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②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③ 양성기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④ 현장 수요 변화와 연계한 교원 양성 및 채용
계획 수립, ⑤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및 채용 혁신 등의 관점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교원 정책 혁신에 관한 현장 및 국가 수준의 변화 요구와 지향성을 토대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제4장에서 진단된 혁신 이슈와 대응하는 관점으로 양성 정책 영역
에서는 ①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사 양성체제 혁신의 네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채용 정책
영역에서는 ①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 ② 교장 채용 혁신의 두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혁신 과제는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거나 혁신 이슈로 부각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을 반영하여 혁신 영역별로 단기 과제 2개와
장기 과제 2개씩을 선정하여, 총 22개 과제(단기 과제 11개 과제, 중･장기 과제 11개)를 제안하
였다. 혁신 과제를 혁신 영역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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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이 제시하였다.
둘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를 제시하였다. 단기 과제로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와 ②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현장 친화형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고, 중･장
기 과제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체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1개,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교원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
로는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운영과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 채용 계획
합리화와 ②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 고사 제도로 전환과 ② 교원 양성과 임용 시험의 연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와
중･장기 과제 2개였다. 단기 과제로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와 ② 특정 기피 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와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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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I)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Ⅰ. 서론

1.
2.
3.
4.
5.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문제 및 내용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용어 정의 및 분석 모형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Ⅰ.

1
.
최근 교직에서는 21세기 핵심 역량과 교육생태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
는 교육지원체제가 구축 중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혁신
방안이 개발 중에 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보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단순히 과학
기술의 변화를 넘어 변화의 속도와 범위와 깊이, 시스템 변화 측면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을 비롯한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가 사회 전반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2016).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교직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전망해볼 때 교원의 역할과 역량에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사회의 교사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활동보다는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독립적 학습이 강조될 것이므로 교사에게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이거나 연구
기반 역량을 갖춘 멘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생과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관리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또한,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사들에게는 중점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높은 역량들이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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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개발 요구가 높은 미래 핵심 역량에 관하여 슈밥은 상황 맥락적
지능, 정서 지능, 영감 지능 신체 지능 등을 강조하였고(슈밥 지음, 송경진 옮김; 251-256),
김승환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 소통 능력, 인성(시민 의식/직업 윤리)을 비롯한 자기 관리
능력과 창의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김승환, 2016; 10).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
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유형에 관한 연구(박영숙외 4인, 2015b: 11)에서는 소통 역량과
이해 역량, 분석 및 조사 역량, 수업 지원 역량에 대한 개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박영숙외 4인, 2015 b; 11).
교육부에서는 21세기 학생의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역량 중심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5년도에 확정･발표하였고, 지능정
보사회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교육방향을 발표
(2016. 12.)한 바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역량을 제시하고 교과별로 연계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교육부, 2015. 9. 23.) 교육부의 지능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중･장기 교육 방향에서 제시된 중점 추진 전략 가운데 교사 역량 개발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내용으로 ‘초･중등 온라인 강좌 개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권한 확대’와 ‘신임 교원의 역량 강화’, ‘인성, 예술, 체육교육 활성화’, ‘초･중･고 및 대학
SW 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 단어는 학생 역량 중심의 교육이고 이를 추진하는
정책의 주요 전략은 교실에서의 교사 수업 개선 지원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확산으로
제시된다. 송해덕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습
자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예로써 거꾸로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중심 수업, 사례 기반 학습, 과제학습, 주제
중심 접근, 현상 중심 학습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등의 적용을 강조한다(송해덕, 2017).
학생 역량에 기반을 둔 이들 유형의 새로운 교육 방법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방법
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이해를 촉진하고 적극 참여를 유발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경우, 양성 과정에서 이들 새로운 수업 방법을 시도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원 양성과정과 양성제도 운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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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핵심 교육정책 중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원
양성과정 역시 유기적으로 변화할 필요를 부각시킨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6년에 전면
도입되었고, 금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학교급에 도입된다. 이들 핵심 교육정책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현행 교원양성체제가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권순달,
2016; 김용, 2016; 김희규, 2016).
아울러 초･중등 교육 개혁과 교육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관하여 수행
된 본원의 2편의 연구 결과[「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 영역」(정미경외 6인,
2016),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김흥주 외 7인, 2016)]
에서도 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교원 양성체제의 혁신을 제안하고 있어 교원 양성체제의 혁신
과제는 시의성 높은 과제임이 확인된다. 특히, 초･중등교육 개혁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과
다른 모습의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 학습 속도 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에 맞추어 교과 지도, 코칭, 프로젝트 수업 등의 관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 재정립을 전망하였다. 학교장의 경우는 변화 촉진자로서의 전문화된 리더십 개발
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교사와 학교행정가의 양성 과정의 변화를 전망하였다(정미경 외 6인,
2016: 158∼160). 이밖에 교원양성제도와 임용제도의 획기적 개편도 제안되었는데, 양성대학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학생 중심으로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
다(김흥주외 7인, 2016: 204-205).
금년 들어 4차 산업혁명(혹은 지능정보사회)가 전 사회적으로 화두어가 되었고, 각 분야에서
대응 정책을 수립 중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크게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변화의 측면에서 부각된다. 속도가 산술적 증가가 아닌 기하 급수적 증가로 나타나면서 분야들
간의 연계 및 융합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융합교육의 지원이 시급해진다. 또한 디지털 혁명에
기초한 시스템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 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찬 2016: 103-106). 교직환경의 변화 전망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향후 교직은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사회 전반
에 요구되는 총체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평균적 인간이 아닌 영역 간을 넘나들며
협력하는 괴짜(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교직환경을 둘러싼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시스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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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되며,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연계한 교원 정책의 대응이 불가피하다. 교육체제의 총체적
변화와 연계하여 교원 정책에서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지 미래 학교에서 요구하
는 교사 역할과 역량 등과 연계하여 탐색할 필요가 높다. 교원 정책의 향후 대응을 위한 접근에
서는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 정책 중 어느 분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인지 취약점을 진단하고,
지능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개될 미래 학교의 운영에서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 개발을 준비할 필요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미래 학교에서 교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 변화를 중심으로 교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영역과 취약점을 진단하
고, 교원정책에서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혁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관련 집단의 요구와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3개년에 걸쳐 탐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에 관한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와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년도의 연구 목적과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년도(2017년)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추
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룬다.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교원 양성대학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현장 적합성 높게 양성하고 있는가? 예비교사의 선발 및 채용 절차는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
고 있는가? 의 관점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1차년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혁신 이슈(안)로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
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과정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이다.
제2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교직에 입직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인사제도 운영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과제
를 탐색한다. 국가 수준에서 학생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교사에게도 학생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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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바,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현직 교원의
교육･훈련과 승진 및 평가 등의 인사제도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혁신 이슈
를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제3차 년도(2019년) 연구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원
의 배정 및 활용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및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맞춤형 중심
의 교육이 구현되면서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단위학교에서의 교원
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바, 교원의 수급 및 배치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에
적합한가의 관점으로 혁신 이슈를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3개년 연구
영역과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Ⅰ-1>과 같다.

❙표 Ⅰ-1❙ 교원 정책 혁신 과제 연구의 3개년 연구 목표
구 분

연구 영역

연구 목표

제1차년도(2017년)

입직 전 예비교사의
양성, 선발, 및 채용

예비교사 양성, 선발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혁신 과제 제시

제2차년도(2018년)

현직 교원의
교육 및 인사관리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과제 제시

제3차년도(2019년)

단위학교 교원 배정
및 근무여건

교원 수급 및 배치 정책의
혁신 이슈 진단 및 과제 제시

2
.
제1차년도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양성대
학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우수 인력을 적합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양성하고 있는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신규 교사를 적합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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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으로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를 진단하고 관련 집단의 요구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역량
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교직환경 변화가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직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주요국의 혁신 사례와 혁신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혁신 요구가 높은 혁신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 집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본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3개년(2017년∼2019년)에 걸쳐
추진한다. 3개년에 걸쳐 탐색되는 교원 정책 분석 영역은 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자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수(보상), 수급, 정원, 배치, 복지 및 처우,
교사 문화, 근무 여건 등 교원의 입직단계(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입직 후
교원의 인사제도, 학교단위의 교원의 근무여건을 결정짓는 교원 수급, 정원, 배치 기준 등이다
1차 년도(2017년)에는 교직환경 변화로 인한 교사상 변화 분석과 교원 정책 혁신 분석 모형
을 정립한 후 교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예비교사 교원 선발 → 양성 → 자격
취득 → 채용의 절차로 이어지는 교원 양성 및 채용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행 관련 교원 정책(교원 양성, 자격, 선발, 신규채용)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구하
여 제시한다.
2차 년도(2018년)에는 현직 교원의 역량에게 초점을 맞추고 교직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맞춤형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원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한다. 3차 년도(2019년)에는 미래 학교
현황의 수요 변화로 인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므로 미래 학교 운영에 적합한 학교별 교원
의 배정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수급 및 배치 계획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과
과제를 탐색한다. 마지막 3차년도에서는 1, 2차년의 연구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교원 정책의
혁신 과제를 종합하여 제시한다.

8

Ⅰ. 서론

3개년에 걸쳐 연구에서 접근하는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Ⅰ-1] 과
같다.

1차년도(2017년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
연구
초점

➡

예비교사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기
위하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양성, 신규교사
임용 및 채용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차년도(2018년도)
역량 중심의 교원
인사제도 혁신
현직 교원의 역량
중심의 교원 연수 및
인사제도 구축



연구
문제

연구
내용

혁신
이슈
(예시)

➡



3차년도(2019년도)
단위학교 중심의 교원
수급 및 배치 혁신
미래 학교운영에
적합한 학교별
교원 수급, 배치 및 활용



학생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있어
학생 역량을 지도할 수 있게
기대되는 교원의 역량개발이 ➡
요구되는 바,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심으로
교원의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

미래 학교 현장의 수요
변화로 인한 교원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는 바,
학교별 교원의 수급 및
배치 계획이 적합한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② 교직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
정책의 이슈 진단
④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⑤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조사
⑥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사의 역할 및
역량 분석
② 역량 중심의 교원
정책혁신 동향 및 지향성
③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④ 교원 연수 및 인사제도
➡
혁신 이슈
⑤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조사
⑥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①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수급 및 배치 관계
② 교원 수급 및 배치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혁신 이슈 진단
③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④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
및 이슈 조사
⑤ 혁신 방향과 과제 탐색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

① 직무 역량 체계 혁신
(교원 역량 모델 도입 및
직급별 역량 지표 개발)
② 역량 중심의 연수체계 혁신
(중앙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연수운영체계
혁신)
➡
③ 교원 직무수행 평가혁신
(직무 성과 및 실적
빅데이터 활용)
④ 생애 발달 중심의 성장
맞춤형 연수 및 자격 취득
⑤ 교원 승진체계 혁신 등

① 교원 정원 산출 기준
및 모형 혁신
② 학교급별 및 직급별
교원 배치 기준 혁신
③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④ 비교수직 배치 기준
혁신
⑤ 학교 회계직 배치 기준
혁신 등

➡

➡

❙그림 Ⅰ-1❙ 3개년의 연구 문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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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년도(2017년도)에 수행할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개관
- 교직환경 변화, 미래 학교 변화, 학교 혁신, 교원 역할 및 역량, 교원 정책,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연구 등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지향성
- 21세기 학습 모델에 의한 교수･학습 전략 변화 등

미래 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 미래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 4차원 교육역량 등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

2)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3)

분석 기준 및 방법
- 문제 분석 기준: 현황 및 문제, 현장적합성
- 혁신 이슈 분석 기준: 미래 학교 운영 지원 대비 취약성이 부각되어 혁신 요구가 높은
내용, 혁신이 시급한 내용, 논의 과정에 쟁점 요소가 있어 관련 집단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내용 등

혁신 이슈(예시)
- 예비교사 선발 과정 혁신, 교사 양성 교육과정 혁신, 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실습 혁신,
신규교사 임용고사 혁신, 교장 자격 취득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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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슈 진단 방법 및 절차
- 진단 방법: 선행연구, 전문가 E-mail 조사, 혁신 이슈별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등
- 진단 절차: 혁신 이슈별 선행연구 분석(분석 기준: 현황, 문제 및 이슈, 혁신 요구)
⇀ 혁신 이슈 종합 및 관련 혁신 요구 내용 종합 ⇀ 혁신 이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 ⇀ 혁신 이슈의 시급도 및 중요도 진단을 위한 현장 교원 및 교원 정책
전문가 대상 E-mail 설문조사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

4)

사례 대상국 및 선정 기준
- 사례 대상국: 5개국(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 선정 기준: 5장의 <표 Ⅴ-1> 참조.

분석 영역 및 내용
- 분석 영역: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신규교사 채용
- 분석 내용: 분석 영역의 혁신 이슈별 사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5)

요구 조사 내용, 방법 및 절차
- 조사 내용: 혁신 이슈(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
교육실습,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교장 채용)별 혁신 과제(중요도 및 우선순위),
혁신 과제에 관한 지원 요구(중요도 및 우선순위), 혁신 과제의 실행 요건 등
-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및 표집 규모: 총 1,340명
∙ 초･중등학교 교원 1,090명과 교원 양성 기관 교수 204명,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책 담당자 68명으로 구성, 교원은 모집단의 1%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로 구성하고 교원 양성 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초･중등학교
표집 규모의 25%로 표집, 1차 설문조사 대상 포함(조사 대상별 표집 규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6장 <표 Ⅵ-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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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분석: 문항별 빈도 및 응답률, 집단별 차이 등
- 교직환경 변화 요인,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 등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영역
및 이유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 등

결과 종합 및 혁신 방향 탐색에 주는 시사점

6)

혁신 방향

교원 양성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혁신 과제
- 문제 배경: 상황 및 원인, 장애 요인, 혁신 가치 등
- 정책 내용: 목표, 추진 내용, 전략 및 방법, 기대효과 및 교직에 미치는 영향 등
- 행･재정 지원 요건: 선결 요건, 추진체계, 추진 시기, 법 개정 여부 등

교원 채용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혁신 과제
- 신규 교사 채용 관련
- 교장 채용 관련

정책 제언: 교원 정책 관련 주제별 혁신 제언 등

12

Ⅰ. 서론

3
.
1)
교직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교육 변화, 학교혁신, 교사 역할 및 역량, 교원
양성 교육과정, 예비교사 선발 및 임용, 교사 양성 대학 신입생 선발, 교사 채용, 교장 임용
및 채용, 외국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사례 등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문헌 유형에는 국내･외 정부 부처 간행물, 연구 보고서, 정책포럼 및 토론회 자료집, 학술대회
자료집, 학회 논문, 단행본, 통계자료, 교육법규 및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2)
연구 착수 단계에서 3개년 연구 설계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3회 실시하
였고, 연구 중반 무렵에는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에 관한 현장 적합성과 혁신 이슈, 해외 교원
정책 동향과 혁신 사례, 국내 양성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협의
회를 10회 이상 실시하였다. 연구 하반기인 제3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3)
주요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집필을 해당국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였다. 사례
대상국은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5개국이었다. 미국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
수업 능력 검증을 강화하고 인턴십을 통한 학교현장 체험을 강화한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
고, 싱가포르는 학생 핵심 역량 중심의 교사 양성과정 서례와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일본은 교원양성체제가 개방제로 운영되어 교사로서 교과 및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해 교직대학원제도가 창설된 점 등의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고, 핀란드는 석사학위 수준
으로 연구 기반 교사교육 모형으로 혁신하고 종합대학 내에서 이론과 내용 지식은 일반대학이
담당하고 전문교육은 교사교육 대학이 담당하는 협업 체계 운영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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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호주는 교사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전문적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양성 기관과 협력
학교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양성 기관 인증 표준을 설정･운영한 점 등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선정 세부 기준은 제5장 <표 Ⅴ-1> 참조).
집필 기간은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4개국은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다. 미국
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시기에 의뢰하였으나 집필자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집필자를 변경하였
다. 집필 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였다. 집필 주제는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
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었고, 분석 내용은 ① 초･중등 예비교사 선발 및 양성제도 현황,
②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 현황, ③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④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4)

(

E-mail

,

)

설문조사는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이슈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한 E-mail 설문조사
였다. 2차 설문조사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요구 수렴을 위하여 전국의
각급학교 교원, 양성대학 교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 1,34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다음의 <표 Ⅰ-2>는 전문가 E-mail 설문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개요를 제시한 것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관한 개요는 6장 요구
조사의 <표 Ⅵ-1>에 제시하였다.
❙표 Ⅰ-2❙ 혁신 이슈 선정을 위한 전문가 E-mail 설문조사 개요
구 분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간
3.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4. 조사 대상 및 규모

5. 조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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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 및 혁신 이슈 선정
2017. 8. 1(화) ∼ 8. 7(월)
조사 영역: 3개 영역(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필요, 혁신 가치 및 혁신 이슈 등)
조사 문항 수: 13문항
조사지 제목: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조사지
(조사지는 [부록 1] 참조)
조사 대상: 본 연구 전문가 협의, 교육정책포럼 등에 참여한 협력진,
한국교원교육학회 학교현장 소속 회원 등
조사 규모: 40명(교사 양성 대학 20명, 각급학교 교원 12명,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8명)
조사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 절차: 조사 대상자 개별 메일로 조사지를 전달하고 응답 후 회신처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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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은 전문가 E-mail 조사의 경우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였고, 온라인 설문조사
는 9월 7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이었다. 조사지는 각 1종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조사’와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였다. 전국 규모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은 ① 일반 문항, ②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 요구, ④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총 문항 수는 35문항이었다. 일반 문항의 조사 변인은 ① 소속 기관, ② 교원 학교급, ③ 교원
직급, ④ 양성대학 유형(학교급), ⑤ 지역이었다. 다음의 <표 Ⅰ-3>은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
과 내용, 문항수를 제시한 것이다(설문조사 내용의 하위 문항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6장의
<표 Ⅵ-3> 참조).

❙표 Ⅰ-3❙ 온라인 설문조사의 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
Ⅰ. 일반 문항

Ⅱ. 교직환경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Ⅲ.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
혁신요구

Ⅳ.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과제

조사 내용

문항수

응답 방식

(1) 소속기관, (2) 교원 학교급, (3) 교원 직급,
(4) 양성대학 유형, (5) 양성대학 교수 직급, (6) 지역

6개

선택형

(1)
(2)
(3)
(4)

10개

선택형

(5)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

1개

개방형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요구
(7개 하위 문항)
(2)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

8개

선택형

(3)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1개

개방형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핵심가치
(1, 2 순위 선택)
(2)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 과제 선정
동의(1, 2순위 선택)

8개

선택형

(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에의 제언

1개

개방형

교직환경변화 요인(1, 2순위 선택)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1, 2순위 선택)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7개 하위 문항)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교원 양성 및 채용관련 영역

전체 문항 수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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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의 대상자 수는 총 1,340명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은 모집단의 1%인 1,090
명, 교원 양성대학 교수는 초･중등학교 표집의 25%인 204명, 교원 집행기관인 교육부 및 시･
도교육청 교원 정책 담당자는 6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집 규모 및 표집 비율에 관한 상세 내용
은 6장의 <표 Ⅵ-2> 참조).
5)
교육정책포럼은 KEDI 기관 차원의 교육정책포럼의 형태로 2회 실시하였고 한국교원교육학
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1회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는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로 정하였고, 2회 교육정책포럼의 주제는 혁신 과제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
하기 위하여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로 정하였다.
다음의 <표 Ⅰ-4>는 교육정책포럼의 일시 및 장소, 포럼 주제, 발표 주제를 제시한 것이다.
2차 교육정책포럼에는 주제 발표 외에 혁신 사례 발표로 강원대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혁신 사례
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채용 혁신 사례를 함께 구성하였다. 포럼에는 현장 교원과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원 정책 전문가, 교원교육학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에
참여하였다
❙표 Ⅰ-4❙ 교육정책포럼 일시 및 발표 주제
구분

일시 및 장소

포럼 주제

1차

6. 30(금)
14:00∼17:3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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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금)
14:00∼17:30
The･K 호텔
본관 해금B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발표 주제
주제 1

교사 양성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주제 2

신규교사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주제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주제 2

주요국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주제 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사례
발표 1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 사례

사례
발표 2

시･도교육청의 교원 채용 혁신 사례

Ⅰ. 서론

.
본 연구 추진 과정에는 연구 계획 심의와 중간 보고 심의, 최종 보고서 심의를 거친다. 연구
내용 관련 활동 내용과 연구 방법과 시기를 연계하여 제시하면 [그림 Ⅰ-2]와 같다.

(계획 수립)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추진 시기

연구 실행계획서
작성 및 심의



문헌 분석
계획서 심의 및 보완
전문가 협의,
교육부 정책협의

1∼2월



자료 수집 및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

2∼4월



전문가 협의
설문조사

4∼6월중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진단



전문가 협의
전문가 E-mail 조사
정책 포럼(1차)

5∼6월중


주요국의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추출




전문가 협의,
사례 집필

5∼7월중

중간보고서 작성·심의



전문가 협의, 심의회

6월중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

7∼9월중



전문가 협의회
정책포럼, 정책협의회

9∼10월중



자체심의, 평가본제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전망 및 교사 역할 분석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정립


(중간 보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탐색

보고서 작성･심의･제출
(결과 보고)

보고서 평가
보고서 인쇄

보고서 평가
보고서 교정 및 인쇄

9∼10월중
10. 31. 제출
11월중
12월중

❙그림 Ⅰ-2❙ 연구 단계별 활동 내용, 방법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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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년에 걸쳐 탐색되는 본 연구의 교원 정책 영역은 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자격, 연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수(보상), 수급, 정원, 배치, 복지 및 처우,
교사 문화, 근무 여건 등 교원의 입직단계(예비교사 선발,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입
직 후 교원의 인사제도, 학교단위의 교원의 근무여건을 결정짓는 교원 수급, 정원, 배치 기준
등이다.
금년도(1차년도)에는 교사 입직 단계인 예비교사 선발과 양성대학에서의 양성과정, 신규
교사 채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교원 정책의 분석 영역은 선발, 양성, 채용으로 제한된
다. 양성 과정은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이 관련되므로 혁신 이슈로 부각될 경우 자격
표시과목제도와 연계 분석될 수 있다. 선발 영역에서는 예비교사 선발로 교사로 제한하고,
채용 영역에서는 신규 교사와 교장을 포함하여 다룬다. 교사의 경우는 국가 수준에서의 임용
고사로 제한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혁신 이슈 진단을 위한 1차 설문조사인 경우 한국교원교육학
회 임원 및 교원 정책연구의 전문가 풀로 제한하고(학교급별, 직급별, 소속기관별로 배분),
혁신 과제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온라인설문조사의 경우 전국 국･공･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정규 교사와 학교행정가(교감, 교장), 교사 양성기관에서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대
학교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책 담당자로 제한한다. 설문조사 대상학교는 전국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제
한하며, 교사 양성기관은 초등교사 양성과정과 중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기관으로 교육대
학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18

Ⅰ. 서론

5
.
1)
본 연구에서 혁신의 개념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립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의 혁신 과제란 혁신 요구가 높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장애 요인으로 우선 버려야 할 문제, 현장의 변화 요구와 차이가 심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었
던 난제 등에 관하여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정립한다.

2)
교원 양성 정책은 양성대학별 양성과정의 편성･운영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사 자격증
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정책지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일련의 추진 활동을 의미한다.

3)
교원 채용 정책은 양성대학을 통해 배출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임용전형절차를 거쳐 단위학
교에 적합한 인재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정책 지향성을 갖고 지원하는 일련의 추진
활동을 의미한다.

.
분석 모형은 크게 세 단계의 분석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관련되는 분석 영역을 중심
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를 전망하고 교사 역할을 분석하는
활동이 추진된다.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21세기 이후 교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교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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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고 교사의 역할과 역량 변화 내용에 관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델과 트릴링과 같은 글로벌미래교육선구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4차원
교육역량을 중심으로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한다. 아울러 교원 정책에서 교원
양성과 채용의 기능 분석을 토대로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 혁신 영역을 탐색하고 혁신 영역
별로 혁신 이슈를 분석할 기준을 설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요구가 높아
논의가 부각되는 혁신 이슈를 선정한다. 혁신 이슈로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
성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의 6가지로 구분하여
주요 문제와 혁신 이슈로 부각되는 내용을 분석한다. 이 단계에서는 혁신 이슈별로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혁신 이슈 선정을 위해 전문가 E-mail 조사를 실시하며, 현장 적합성 진
단을 위해 정책포럼을 실시하며, 혁신 과제에 관한 요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수행된다. 주요국의 혁신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이슈와 도전 과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고, 혁신 과제에 관한 집단별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정책포럼을 실시한다([그림
Ⅰ-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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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전망 및 교사 역할 분석
1. 교직환경 변화, 미래교육, 학교혁신
(선행연구)
① 선행연구 동향
② 21세기 학교교육 변화 지향성
③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교사 역량
④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 4차원 교육역량
⑤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
(문헌분석+전문가협의회)

2.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

① 교원 정책의 영역 분류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기능
③ 혁신의 개념, 특징, 및 성공 요건
④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영역
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분석 기준
(문헌 분석)

[2단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 및 혁신 이슈 선정
3. 문제 및 현장 적합성 진단


4. 혁신 요구 조사
정책 포럼/전문가
E-mail 조사

6개 혁신 분석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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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① 교사 양성정책의
현장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② 신규교사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진단과
혁신 방향
③ 혁신 사례
(전문가 협의,
정책포럼, 전문가
E-mail 조사)


혁신 이슈 선정 및 혁신 방향 정립

조사 방법·규모
온라인설문조사

➡

조사 결과 분석

① 혁신 시급한
교원 양성 및
(1,340명)
채용정책 영역
✚
각급학교 교원, 양
및 이유
성대학 교수, 교육
② 혁신 가치
부 및 시·도교육청
③ 혁신 과제
교원 정책담당자,
동의 수준
교원 정책전문가 등
④ 소속 기관별
차이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

6. 혁신 과제

주요국 사례 + 정책포럼

① 혁신 사례 및 시사점
② 혁신 과제 우선 순위
(사례집필, 전문가 협의 등)



➡


① 기본 방향
② 단기 및 중･장기 과제
③ 추진 로드맵
(전문가 협의 및 정책 협의 등)

❙그림 Ⅰ-3❙ 연구의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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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1. 선행연구 개관
2. 21세기 교육모델 및 학교교육 변화
3.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교사 역할 및
교사 역량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
4차원 교육 역량
5.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Ⅱ.

교직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면서 교육체제 전반에서 변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와 연계한 학교교육 변화를 전망하고 교사에
게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 변화에 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별
로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 요구가 시급해짐을 감안하여 글로벌미래교육선구자들에 의해 새롭
게 개발·보급 중인 4차원 교육모델을 분석하고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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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와 학회 및 기관 차원의 주제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자료는 2010년 이후 연구 보고서가 대부분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논의가 활발해진 작년과 금년도에 학회 차원에서 발표된 주제발표 논문들이 본 연구의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가 높아 포함하여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① 교직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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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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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시스템과 학교운영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의 <표
Ⅱ-1>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직환경, 미래교육, 학교혁신을 주제로 연구한 선행연구를 정리
하여 제시한 것이다. 2010년 이후 동향을 살펴보면, 2011∼2013년에는 21세기 미래 인재 양성
을 위한 핵심 역량과 학습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교육체제를 새롭게 구안하는 연구(최상덕외
5인, 2011; 최상덕외 2012; 최상덕 외 5인; 2013)와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 교육
체제 개선 방안 연구(정미경외 4인, 2013)가 수행되었으며, 이후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행
정 추진체계와 학교혁신 방향과 과제 등이 제시되었다(김성열, 2015; 박남기, 2015). 또한
학생의 창의･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글로벌 개혁 동향 분석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김태준외 4인,
2014).
2016년 이후엔 교육개혁의 방향과 혁신 영역(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강태중
외 3인, 2016; 정미경외 6인, 2016 등)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방안이
제시되었다(김흥주외 7인, 2016). 특히, 금년도엔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망하고 교육개혁의 과제를 탐색하는 학계의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안종배, 2017; 유창완, 2017; 이찬승, 2017; 장덕호, 2017 등). 논문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김신복, 2017)를 비롯하여 교육정책 결정 구조(김용일, 2017), 새로운
학력관(성열관, 2017), 교육의 도전 과제와 교육 이념의 방향(장수명외 3인, 2017), 교육체제
의 변화(류성창, 2017), 미래교육의 방향과 혁신 과제(이찬승, 2017), 미래 초･중학교 교과교
육의 변화 방향(유창완, 2017), 새정부 학교교육의 개혁 과제(이찬승, 2017), 학교교육체제의
변화 방향과 과제(장덕호, 2017), 학교교육 혁신의 특징과 방향(박남기, 2015 등으로 제시되
었다(<표 Ⅱ-1> 참조).
❙표 Ⅱ-1❙ 교직환경 변화 및 학교 혁신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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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주요 내용

김대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 담론: 교육과정 재구성을
중심으로

2017

- 교육과정 재구성 담론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성

김신복

미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행정

2017

- 교육관련 환경 변화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 미래교육의 과업과 패러다임 변화
- 한국 교육행정의 기조와 개혁 방안

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연구제목

김용일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17

-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정책 차원의 과제
- 교육정책 결정 구조의 민주주의 확립 과제

김진숙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전망

2017

-

류성창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할 미래 인재상
및 교육체제의 변화 전망

2017

- 지능정보사회의 전망
- 학교교육과정의 문제와 과제

성열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력관과
교육받은 인간상 모색

2017

- 새로운 학력관, 능력주의 딜레마
- 신학력관과 핵심 역량의 전제
- 선발과 발달의 딜레마

신나민

4차 산업혁명과 교수방법의 미래
전망

2017

-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수 방법

안종배

4차 산업혁명시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 제언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특성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 특성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교육 방향

유창완

미래 교육 비전 및 교과교육의 방향

2017

- 미래사회와 학교교육 방향에 대한 예측
-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과 비전
- 미래 초･중학교 교과 교육의 변화 방향 및 과제

이찬승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과
새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2017

-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과 함의
- 미래 학교교육의 조망과 시급한 현안과제
- 새정부 학교교육의 개혁과제와 방향

장덕호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학교교육체제 변화

2017

- 학교교육체제의 문제
- 미래의 인재와 미래 학교교육의 가치
- 학교교육체제 변화의 방향과 과제

미래 경제체제와 교육(행정)이념의
탐색: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대면하는 시민시대의 교육

2017

- 기술변화와 시장경제체제
- 불평등과 불확실성 시대의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래 교육의 도전적 과제들과 교육이념의 방향

정제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과 인재 양성

2017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육적 함의
- 학교 시스템 혁신 방안

조상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철학적 성창

2017

- 제4차 산업혁명
-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현준

사회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의
교육리더십

2017

- 사회와 교육의 관계
- 교육리더와 교육리더십
- 미래의 교육리더십

장수명외
3인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예측
4차 산업혁명과 학교의 역할 변화
글로벌 학습 트렌드
미래교육 방향 및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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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연구제목

한석수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한국교육의
전망과 과제

2017

-

강태중외
3인

2016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교육 발전 전략 구상

2016

- 교육의 맥락에서 ‘지능정보사회’가 지니는
의미와 실체, 지능정보사회와 교육의 관련 탐색
- 교육 발전의 비전과 전략 제시

김흥주외
7인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체제 재구조화 연구

2016

- 교육생태계 관점으로 본 한국교육의 문제
- 교육체제 재구조화 사례 분석
- 교육체제 재구조화 방안

박삼철

“21세기 기술(21st Century
Skills)”교육을 위한 미국과
호주의 학교혁신 사례 탐색

2016

- 미국(MC2중등학교)과 호주(IBPP)의 학교혁신
사례 분석에 기반한 학교교육 혁신의 특징 및
방향 탐색

박종필

미국의 미래학교가 학교 및
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 SOF를 중심으로

2016

- 미국의 미래학교 접근형태 및SOF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방식, 평가 탐색
- 우리나라의 학교 및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 제시

윤종혁

OECD '교육2030 미래 교육과
역량’을 위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2016

- OECD 교육2030 사업 현황 분석 및 가능성과
한계 제시
- OECD 교육2030 사업 참여계획 및 정책 제언

정미경외
6인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
초･중등교육 영역

2016

- 미래사회 전망
- 한국교육의 현황 진단
- 한국교육의 미래 비전 설계와 혁신 영역 탐색

김경애외
5인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2015

-

김성열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행정 추진체계

2015

- 교육혁신 학교의 특성
- 학교단위 교육혁신 촉진 전략 및
교육행정체제 구축 방향

김성훈

21세기 교원 정책연구의 방향 :
창의력 신장을 중심으로

2015

- 21세기 교육에서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와
창의력의 재개념화
- 창의력 교육을 위한 교원 정책 방향 제시

2015

-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개혁
- 학교교육 혁신 ‘제4의 길’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현주소
- 교육개혁 새 패러다임

박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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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연도

주요 내용
4차산업혁명과 교육,
미래교육의 변화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중등교육 혁신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등교육 혁신 방안

학생 수 감소 현황과 대응
미래사회 트렌드와 교육의 변화
미래교육 시나리오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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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연구제목

연도

주요 내용

최상덕외
5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I)

2015

- 미래 핵심 역량 교육의 실태 및 현황
- 국내외 사례 분석
- 미래 핵심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 ‘한국형’ 미래 핵심 역량 학교교육 모형
- 10대 정책 과제

김태준외
4인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I):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제비교

2014

-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와 창의인성교육 동향
-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가별 사례 분석

교사주도 학교개혁 운동의
등장

2014

- 교사주도 학교개혁 운동의 배경과 계기 및
전개 과정 분석

2013

- 한국의 초･중등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
현황과 문제점
- 초･중등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 초･중등 교육내용, 방법, 평가체제 개선 사례
분석

2013

- 핵심역량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변화 및
대입제도 진단
-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해외 사례
- 21세기 핵심 역량 교육 및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

2012

- 국내외 교육혁신정책 동향 및 한국교육의
교육환경 변화 전망 제시
- 2013~2017년 10대 교육 핵심정책과제
선정세부 추진과제 제안

2011

-

정진화

정미경외
4인

초･중등굥규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최상덕외
5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최상덕외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 2013~2017년 핵심 교육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최상덕외
5인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21세기 교육환경의 변화와 미래 사회 전망
창의적 인재 양성 정책의 국내외 동향
창의적 인재양성 교육현황의 진단 및 요구 분석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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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의 역할 변화 및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다양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창의･인성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3년 무렵부터는 다음의 <표 Ⅱ-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학생 특성 변화에 대응하여 교사와 학생의 소통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추진되었고(김정원외 4인, 2013), 2014∼2015년도에는 학교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교원의 역
량 강화를 위한 연구 노력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규교사, 중등교사, 학교장의 직무 역량을 탐색
하고 설정하는 연구들이 부각되었다(정제영외 5인, 2014; 유재환, 2014; 김희규･주영효,
2014; 백지연외 2인, 2015). 아울러 학교교육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과 직무 역량이 심층적으로 탐색되었고(곽영순, 2015 등), 교원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교원
정책의 취약점이 진단되고 지원 과제가 제시되었다(박영숙외 4인, 2015 등).
2015년은 5. 31교육개혁이 이루어진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교육개혁 이후 교원의 위상
변화가 진단되었는데, 무엇보다 학교교육 혁신 주체로서 교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고(최의창, 2015),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탐색되는(정제영･이희숙,
2015)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6년도는 역량 모델링의 관점과 생애 주기별
핵심 역량을 토대로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제시되었고(손성호, 2016), 중등학교
교사의 생애 단계별 직무 역량 분석이 이루어졌으며(김희규외 2인, 2016), 역량 기반 교육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역량 기반 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최수진, 2017). 한편, 학생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급학
교 교원의 연수자료 들이 개발되어 지원되었다(정광희외 6인, 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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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교원 역할 및 역량 변화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연도

주요 내용

최수진

역량 기반 교육의 실행
모습과 선결과제

2017

-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의 특징
- 역량 기반 교육의 실행: 고등학교 사례

김희규외
2인

중등학교 교사의 생애
단계별 직무역량 분석

2016

- 교사 생애 단계별 직무역량 실태 분석
- 교원 연수 및 교원양성 정책 개선을 위한
- 시사점 제시

문은경외
2인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2016

- 교원 핵심역량 규명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 예비교사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제시

손성호

교사 생애주기별 핵심역량 모델링
및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연구

2016

- 교사의 생애주기별 핵심역량과 행동 지표
- 교사의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정제영외
5인

초등 신임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2016

- 초등 신임교사 및 미래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의 우선순위 분석
- 직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탐색

정광희외
6인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V): 고등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자료
개발

2016

- 고교 인성교육 현황과 과제
- 인성교육 연수현황과 요구 분석
- 인성교육 연수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

곽영순

미래 학교교육 변화 및
교육과정 재구성에 필요한
교사 전문성 탐색

2015

- 학교교육의 변화 전망 및 미래학교에서 요청되는
교사 전문성 탐색

김경애

EPP모델을 활용한 초등
교사들의 핵심역량 분석에
관한 연구

2015

- EPP모델에 따른 초등교사 핵심역량 분석 및
직무영역별 핵심역량 확인

박수정·
김미정

교원 역량 강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중심으로

2015

- 교원 역량 강화 유형 및 방안에 대한 요구 인식
분석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제시

박영숙외
6인

학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연구

2016

-

2015

-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직무수행 변화 및
역량 개발 연구 동향 분석
- 역량 개발 관점에서 본 교원 정책의 성과 및
취약점 진단
-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제시

박영숙외
4인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진단과 과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선행연구 동향 및 운영 요건
교사학습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성과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및 지원 요구 조사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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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백지연외
2인

32

제목
중등교사 역량모델 개발

연도

주요 내용

2015

- 중등교사 역량 도출 및 역량별 행동 지표 정의

유성상

글로벌 사회에서 교사의
역할과 교사 양성의 방향

2015

- 글로벌교사양성거점대학(GTU)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 구체적 이슈 및 한계 제시
- 글로벌 사회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량 및 교원양성기관의 정책적 변화
방향 제시

정제영·
이희숙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
및 영향요인 탐색

2015

- 교원의 전문성 계발 노력 실태와 교원의 전문성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최의창

학교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교원의 위상: 성과, 한계
그리고 과제

2015

- 5. 31 교육개혁 이후 교원의 위상 변화와 특징
- 교원 위상 변화의 성과와 한계
- 학교교육 혁신 주체로서의 교원 위상 제고 방안

김영미

교사 유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2014

- 교사의 유능성 척도 개발, 척도의 적용 및
신뢰도/타당도 분석

2014

- 신규교사 직무 역량 영역별 분석 및
중요도·수행도 분석
- 신규교사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
제시

김희규·
주영효

신규교사 직무 역량 실태 분석

유재환

학교장 직무 역량 설정과 승진
구조와의 연계성 분석 :
전라북도 중등교사를 중심으로

2014

- 학교장의 핵심 직무 역량 및 전라북도
- 교육청 중등교사의 승진구조 분석
- 학교장의 핵심 직무 역량과 현행 승진 구조 간의
연계성 탐색

정제영외
5인

중등 신임교사의 직무 역량
요구도 분석

2014

- 중등 신임교사 및 미래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의 우선순위 분석
- 직무 역량 강화에 주는 시사점 제시

조명희외
2인

사범대학 재학생의 교수역량 :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2014

- 사범대학 재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교수역량 탐색
및 교수역량 모형 도출

김정원외
4인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연구

2013

-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수준 실태
- 교사 주도 학생 사례 연구 실행
- 교사의 학생 이해 및 소통 역량 강화 방안

윤세정

교사의 역량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 : 초등교원 양성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3

- 교사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수행 수준,
교사의 직무 수행 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대학
교육과정 기여도 분석
-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 요구
우선순위 분석

곽병선외
6인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2012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분석
-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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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제목

연도

주요 내용

김동원

중등 학교장의 핵심 역량 지표
개발 및 역량 수준 분석

2012

- 핵심 역량 지표 개발
- 역량에 대한 배경 변인별 인식 정도, 역량 간
상관관계, 현재와 미래 역량의 차이 비교 분석

백순근
외 2인

계층분석과정(AHP)을 이용한
중등교사 교수역량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

2012

- 계층분석과정(AHP)을 통한 중등교사의 이론적
교수역량과 실천적 교수역량 간 상대적 중요도와 각
하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

박용호
외 3인

중등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2012

- 직무역량모델 도출 및 역량 모델에 대한 요구와
우선순위 분석

이대용·
김석우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2012

- 초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도/신뢰도 분석

정영수외
3인

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2012

- 교원의 업무량 및 업무가동률, 교원의 배경변인에
따른 업무량 차이 분석
- 교원 업무량 기준,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
보조인력 지원 기준안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교육개혁 및 학교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교원 정책에서의 대응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10년 이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2011∼2015년까지 교원 수급에서의 대응 연구가 중점적으
로 추진되었다(이영외 5인, 2011; 천세영･김병윤, 2012; 이영외 2인, 2013; 정바울외, 2013;
이광현, 2014; 김기수, 2014 등). 또한 미래학교 변화에 대응하여 교원 인사제도 전반에서의
혁신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조동섭, 2013),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들이 수행(김영인외, 2016)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원 정책의 영역 재구성을 시도한 연구(유희균･엄기형; 2014)와 교원
정책의 정책 결정과정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굿 거버넌스로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박균열외
2인, 2013)가 추진되었고, 국가 수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하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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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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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을 전망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교원 정책
의 방향과 과제가 탐색(신현석, 2017)되었고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이 제시되었다(손찬희,
2017). 한국교원교육학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의 교원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김병찬,
2017),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원 정책의 과제가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박상완, 2017;
김이경, 2017)되기도 하였다.
❙표 Ⅱ-3❙ 교원 정책 혁신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34

제목

연도

주요 내용

김병찬

4차 산업혁명과 교원 정책의
미래 전망(주제발표)

2017

- 4차 산업혁명 사회의 특징과 교육
- 4차 산업형명 사회에서 교직 전망
-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교원 정책의 과제

김이경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등 교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주제발표)

2017

- 시대가 요구하는 중등 교육의 역할 변화
- 중등 교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상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초등교원
정책의 쟁점과 과제(주제발표)

2017

- 초등 교원 정책 논의의 배경
- 초등 교원 정책의 주요 쟁점
- 초등 교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

손찬희

고교학점제 도입의 쟁점과 방안
탐색

2017

- 학점제 도입 관련 정책적 논의
- 학점제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 학점제 도입 방안 탐색

신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7

- 교원 정책의 조건에 대한 이해
- 정부 교원 정책의 설정 과정
- 새 정부 교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탐색

김영인외
10인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 교원
승진제도를 중심으로

2016

- 미래학교 전망과 국내외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
분석
- 경기도교육청 승진제도 실태 분석
-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김은영외
8인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2016

-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및 성과 분석
- 자유학기제 초･중･고 확대 모형
- 자유학기제 중･장기 추진 전략 및 방안

이덕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과 과제

2016

-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과제 및 개선 방안

정미경외
3인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개선 방안 연구

2015

- 융합형 교육을 위한 교사양성교육 실태
- 융합형 교육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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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이광현·
김기수

제목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연구

연도

주요 내용

2015

- 미국의 연방정부,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분석
- 한국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 주는 시사점 제시

김기수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2014

- 교원 수급 전망과 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전망체계의 기본 방향과 모형, 전망체계
구축 전략)

유희균·
엄기형

한국 교원 정책연구의
최근 주제 동향 분석

2014

- 교원 정책의 영역 재구성을 통한 분석 준거 설정
및 주제 동향 분석

이광현

초등교사 수급 추계에 따른
초등교원 적정 양성 규모 연구

2014

- 초등학생 수 추계, 초등교사 수 추계, 퇴직 교사
수 추계를 통한 신규 채용 초등 교사 수요 산출
및 초등교사양성기관의 입학 정원 재조정 제시

정미경외
4인

초･중등학교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4

-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
-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균열 외
2인

교원 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 정책 평가

2013

-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 및 교원 정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 과정과 결과 평가
- 교원 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성과
문제점, 교원 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
제시

이영 외
2인

초중등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추정에 기반한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2013

- 시나리오 분석법에 의한 장래 학생수 및 교원수
예측
- 교원수급정책의 방향 설정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정바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

2013

- 학교 인력 구성 및 구조 실태 탐색, 효율적인
학교 인력 구조 제안

조동섭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인사제도의 발전 방향

2013

-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 및 교원인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

천세영·
김병윤

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2012

- 교원 수급 정책의 점검과 분석
- 교원수급정책 과제 개선 방안 제시

이영외
5인

2011~2020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및 교원
양성기관 규모 적정화･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2011

- 2011~2020 중･장기 교원 수급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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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환경 변화 가운데 교원 양성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다. 다음의 <표 Ⅱ-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교직환경 변화를 전망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 탐색되었고(정미경외, 3인, 2010), 2014년에
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양성대학에서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16년에는
교원 양성 과정의 개선 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다(김희규, 2016).
양성 정책 측면에서는 2012년 이후 우리의 양성제도와 외국과 비교하는 관점으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외국와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성제도의 취약점이 진단되었고,
양성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한혜정, 2012; 이광수외 2인, 2012;
양성관, 2013; 류팅팅･박창언, 2013; 김병찬, 2013; 남경희, 2014; 정바울, 2016; 김이경･
김지혜, 2016 등). 또한, 미래교육 변화와 연계하여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김
정원외, 2012)가 추진되었고, 양성 기관 평가와 연계한 양성체제의 개선이 탐색되고, 교육전문
대학원 설치･운영 방안이 제시되었다(김병찬, 2011; 강승규, 2012; 홍창남, 2017 등).
금년에는 4찬 산업혁명과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 양성정책의 혁신 요구와 부응하여 미래지
향적인 교원양성 방향이 탐색되었고, 교원양성체제의 개혁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공교육 혁신
과제로 1수업 2교사제의 도입 방향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김병찬, 2017; 김왕준,
2017; 이병기, 2017; 전제상, 2017; 허주, 2017).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의 운영 사례로 사범대학에서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교육과정
의 혁신을 지향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남수경외 14인, 2017; 정제영외 14
인,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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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제목

연도

주요 내용

권동택

교원임용 시험 운영의
문제와 개선 방향

2017

- 교사 임용 시험의 의의와 주요 내용
- 교사 임용 시험의 본질적 및 구조적 문제 제기
- 교사 임용 시험의 기본 전제와 개선 방향

김병찬

한국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향과 과제(주제발표)

2017

-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분석
- 한국 교원양성체제의 특징
-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향

김왕준

제4차 산업혁명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미래 전망(주제발표)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지능정보사회)의 삶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학교교육의 목표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목표)

남수경외
14인

2016년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 운영(강원대학교)

2017

- 교원 양성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선의 중요성
- 교원 양성대학 교직이론-교과교육 연계 및
융합의 필요성
-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사범대 교육과정 재구성

박남기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원
양성체제 개혁 방향

2017

- 체제공학적 복합계가 교원양성체제 개혁에 주는
시사점
- 현행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이해
- 미래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량
- 초중등교원양성체제 개혁 방향

박창언

교직과정 운영 및 교원
재교육의 문제

2017

- 교사교육의 단계와 전문성
- 교직과정 운영의 문제
- 교원 재교육의 문제

이병기

미래지향적 교원양성 방안
(주제발표)

2017

- 미래교육의 특징과 교원양성 교육
- 미래지향형 교원양성의 방향

전제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원교육
개혁으로서 교원양성제도의 개혁
(주제발표)

2017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
- 교원양성제도의 개혁과 선행연구의 결과
- 교원양성제도 개혁의 방향

정제영외
14인

2016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운영(이화여자대학교)

2017

-

허주

공교육 혁신을 위한 1 수업 2
교사제 도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2017

- 1수업 2교사제 개념 및 운영 현황
- 1수업 2교사제 인식 조사
- 1수업 2교사제의 쟁점 및 현장 적용 조건 탐색

창의성의 개념 및 선행연구
현장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선
창의교육 성과의 공유 및 확산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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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38

제목

연도

주요 내용

홍창남

교원 양성기관평가의
발전 방향

2017

- 주기별 교원양성기관평가 특징 비교
-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대한 대학관계자 의견 수렴
- 교원양성기관평가 개선 방안

김이경

교사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주요국의 교원양성 개선 사례

2016

- 교사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새로운 트렌드
- 선진국의 교원양성 개선 사례

김이경·
김지혜

아일랜드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 사례 분석 및 시사점

2016

- 아일랜드 교원양성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현황
분석, 아일랜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 분석
-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김희규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양성과정
개선 방향과 과제

2016

- 현황 및 운영 실태
- 교원양성과정 개선 방향

박수정 외
4인

교사의 인성, 실무능력,
중학생 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2016

- 교사의 인성, 실무능력, 중학교 지도 능력의
개념 정립 및 교사양성교육의 실태와 요구 분석
-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구체적 방안 제시

정바울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의 비판적 재조명 :
교사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
및 한국 교사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6

- 티치 포 아메리카로 형상화되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지형과 전략
- 티치 포 아메리카가 한국교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

박수정외
4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연구

2015

- 교원 양성 현황
-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김상무

독일 교원양성교육 개혁
동향 연구

2015

- 독일 교원양성제도의 특징과 교원양성교육의
개혁 동향
- 교육실습을 강화한 개혁 사례 분석
- 한국의 교원양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탐색

강태중외
5인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개선
방안 연구

2014

-

김태훈·
이태호

사범대학 재학생의 예비 교사
인증 영역 및 하위요소에 대한
중요도 인식 분석

2014

- 사범대학 인증 영역 및 요소에 대한 학과별/학년별
재학생 중요도인식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

남경희

일본의 교원양성 정책 동향과
과제 고찰

2014

- 일본 교원양성제도의 현황과 2006년의
교원양성개혁 방안 및 실천
- 2012년의 교원양성개혁 방안 제시

교원양성기관의 미래와 교원 핵심 역량
3주기 평가 성찰과 대안 모색
3주기 평가지표 계량적 분석
4주기 평가지표를 위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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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제목

연도

주요 내용

이원희·
이지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양성 대학의 대처 방안

2014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주요 내용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양성기관의
대처 방안 제시

강현석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2013

- 한국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에 대한 문제 구명
- 문제에 대한 반성 및 미래의 교육실습 방안 제시

김병찬

핀란드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2013

- 핀란드 교사양성교육의 특징 분석
- 우리나라 교사양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제시

김운종

중등학교 신규교원 선발제도의
개선방안 탐색

2013

- 신규교원 임용 시험제도의 변천, 신규교원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류팅팅·
박창언

한국과 중국 중등교사 양성제도의
비교

2013

- 한국과 중국의 중등교사 양성의 변천에 대한
경과 탐색
- 한국과 중국의 교사 자격제도 및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비교

신종호·
최효식

학습컨설팅의 관점에서 본
교원양성 및 교사교육의 방향

2013

- 핵심 교사역량으로서의 학습컨설팅의 개념 정의,
학습컨설팅 역량 증진을 위한 교원 양성 및
교사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조화 방향 제시

양성관

미국의 대안적 교사양성 사례분석
: 보스턴 수련교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3

- 미국의 교원양성 동향 탐색 및 보스턴 수련교사
프로그램 분석
- 우리나라 교사양성 과정에의 시사점 도출

오세희외
4인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방향
연구

2013

- 1~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개관 및 성과
-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모형 구축

조영달

한국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성찰과
지향 : 해체와 재구성의 논리와
윤리

2013

- 교사양성교육의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논리와
윤리 탐색

강승규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방향

2012

- 좋은 교사상이 지닌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교원양성기관 평가 지표 설정

김정원외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 연구

2012

-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제시

유병렬외
4인

교원양성기관 학생 선발 및
교원임용제도의 현장적합성 제고
방안 연구

2012

- 교원양성기관의 학생 선발제도 개선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
- 교원임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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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연구자

제목

이광수 외
2인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강현석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정미재·
정제영

교육실습이 예비교사의 역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도

주요 내용

2012

-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구조 및 내용 탐색
- 핀란드 교원양성과정의 특징 및 시사점 도출

2013

- 한국의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에 대한 문제 구명
- 문제에 대한 반성 및 미래의 교육실습 방안
제시

2012

-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 핵심적인 역량에 대한
기대 분석 및 교육실습 환경 변인 분석,
교육실습 환경이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에 미친
영향 제시

한혜정

미국 뉴욕 주 교원 임용 중등
교수 역량 지필평가가 우리나라
교원 임용 시험에 주는 시사점
탐색

2012

- 미국 뉴욕 주 중등 교수역량 지필평가 문제
원형에 대한 내용 분석
- 우리나라 교원임용시험 교육학 논술형 문항
출제와 관련된 시사점 제시

김병찬

교원 양성 기관 평가와 연계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 방안

2011

-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의 특징 및 개선 방향
- 교원양성기관평가 및 평가 결과 활용 방안
-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정미경외
3인

교사 선발방식 개선 방안 연구

2011

- 교사 선발 방식의 현황과 문제
- 신규교사의 핵심 역량
- 교사 선발 방식 개선 방안

2010

- 주요국 교원 양성 교육과정 사례
- 교사 직무와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평가
-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요구
-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정미경외
4인

2

21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1)

과거 20세기에서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글로벌 미래교육의 선구자
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학습 스킬과 학생의 학습을 지도할 새로운 21세기형
학습 모델을 구안하여 세계적으로 보급한 바 있다. 21세기 학습 모델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제109차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발표한 박영숙(2017), pp. 67∼77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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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함께 구안하여 교사 연수 등에 보급하였는데 오늘날 선도적으로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에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기제로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기술 지원이 이루
어졌다. 미국 등의 각국에서 미래학교(The School of the Future) 모형이 등장하였고, 학습의
본질에 기초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상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도 21세기 학습 모델을
적용하면서부터였다.
21세기 학습 모델을 전 지구적으로 적용하기 시점이 2000년대 초반 이후였으므로 21세기
학습 모델을 적용한 지 십 수 년이 지났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을 전망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교육 분야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글로벌 미래교육 선구자들이 앞서 준비한 교육 분야의 대응 동향은 우리에게 중요
한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21세기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했던 글로벌
미래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육모델을 구안하여 보급 중인 ‘새로운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
의 내용과 하그리브스 등이 제시한 ‘학교교육 제4의 길’을 소개하고 향후 학교교육의 변화 및
발전을 위해 교원 측면에서 사전 준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기술한다.

. 21
21세기 초 지식기반경제사회를 맞이할 무렵, 버니 트릴링(Bernie Trilling)과 촬스 파델
(Charles Fadel)을 비롯한 글로벌 미래교육의 선구자들은 “21세기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
가?”, “21세기 학생에게 요구하는 핵심 스킬은 무엇인가?”와 같은 초미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21세기의 학습 모델’을 개발하여 전 세계 교육자에게 전파한 바 있다. 이들은 2002년
교육자와, 기업, 정부와 공동 노력체인 ‘21세기 스킬 파트너십(P21, 21st Century Skill
Partnership)’이란 국제 단체를 설립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21세기 학습이 실현되도록 지원하였다.
21세기 학습 모델은 2006년 12월 타임(Time) 커버스토리 ‘21세기에 대비하여 학생을 교육
시키는 방법’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21세기 스킬 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21세기 핵심 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스킬(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로 출간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교육개발
원이 번역하여 2012년에 출판되어 보급되었다.
21세기 학습 모델에서는 21세기형 생활을 위한 새로운 네 가지 학습 방식으로 ① 지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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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의 활용, ③ 디지털 생활 방식, ④ 학습 탐구간의 융합이 강조되었다. 당대의 미래교육
선구자들은 20세기 학습에서 21세기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1세기 교육 방법과 평가,
교원 전문성 개발, 학습 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체제의 틀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학교교
육 시스템의 전환을 유도한 바 있다([그림 Ⅱ-1] 참조).
21세기 학습 모델을 선도적으로 실행한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21세기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평가 전략과 교사 준비 프로그램 등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시도했었다.
중점 전략으로는 ① 국제적으로 엄격하고 적절한 교육과정 기준(내용과 학습 스킬, 기술적 도구
활용 스킬 포함), ② 균형 잡힌 평가 전략, ③ 연구 기반 교수 방법(instructional practices),
④ 병행 책무성 시스템, ⑤ 제휴 교사 준비 프로그램, ⑥ 21세기 리더십 지속적 개발, ⑦ 유치
원 프로그램 강조 ⑧ 모든 교실에서 기술 도구 통합이 제시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
172-173). 새로운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평가와 교사 양성 등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지원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Ⅱ-1❙ 21세기 학습체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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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학습 모델에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학습 스킬로는 21세기 생활에 기본으로 요구되
는 ‘3R’스킬[읽기(Reading), 쓰기(‘Riting), 수리(’Rithmetic) 능력]과 C로 시작되는 7개의
학습 스킬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7개 학습 스킬은 ① 비판적(Critical)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② 창의성(Creativity) 및 혁신, ③ 협력(Collaboration), 팀워크, 리더십, ④ 다문화적
(Cross-cultural) 이해, ⑤ 의사소통(Communication), 정보, 미디어 활용 능력, ⑥ 컴퓨터
(Computing) 활용 및 정보 통신 기술 활용 능력, ⑦ 직업(Career) 및 자기 주도 학습이다(한국
교육개발원 역, 2012: 231-232). 이들 7C는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할 정도로 정책 연구 등에
소개된 바 있다.
21세기 학습 모델 중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중점 적용된 교수･학습 전략 가운데 우리에게
도 익숙한 프로젝트 학습법이 있어 소개한다. 이른바 ‘21세기 프로젝트 학습 자전거 모형’으로,
구성 요소는 다음의 [그림 Ⅱ-2]와 같다. 학생과 교사의 공동 운영이 주요 특징이며, 질문과
평가, 학습 자료와 도구, 학습 속도 등을 조합하여 학생 바퀴와 교사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학생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는 교사의 정교한 수업 준비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수업에 임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준비와 훈련이 핵심 운영 요건 중의
하나였다.

❙그림 Ⅱ-2❙ 21세기 프로젝트 학습 자전거 모형의 운영 요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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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학생과 상호 작용하며 교실 변화를 최전선에서 선도
해야 하는 교사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교사 정보 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 보급하였고, 신임 교사와 현직 교사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이 혁신적으로 지원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 190-191). 21세기 학습 모델과
프로젝트 자전거 모형을 교사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프로그램이 갖는 6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주목할 만하다. 공통적인 특징에는 교사
의 전문성 개발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된 점과 문제 해결에 다른 교사로부터의 모델링,
코칭, 멘토링, 협력 등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이 포함된다(한국교육개발원 역, 2012:
193).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최전선에서 현장 교실의 변화를 선도해야 할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수업 지원을 위해 21세기 스킬 파트너 십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네트워크를 지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 2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학교라는 개념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래학교에서는 학
습과 학교 운영의 모든 장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 변화의 동반자로
서의 학생,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등 학생의 역할이 확대되고(Hargreaves
& Shirley, 2012). 학생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원하는 교사의 다양한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그리브스와 셜리(Hargreaves & Shirley)는 2012년 「학교교육 제 4의 길: 학교교육 변화
의 역사와 미래 방향(The Fourth Way)(이찬승･김은영 공역, 2015)」라는 저서에서 1960년
이후 지난 40여년에 걸쳐 변화해 온 학교교육의 길을 제 1의 길(1960∼1970년), 제2의 길
(1980년대), 제3의 길(1990년대∼2000년대)로 구분하여 3개 변화 노선의 장･단점을 다음의
<표 Ⅱ-5>와 같이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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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학교교육의 변화 및 혁신 과정
구 분

운영 특징

유지할 것

버릴 것

제1의 길

1945∼1970년대 중반
복지 중심의 국가의 풍부한 지원과 교사
재량에 의지하여 운영
일관성, 통일성이 결여된 혁신

감화, 혁신, 자율성

비일관성, 전문직
자격화

(과도기)

1970년대 중반∼1980년 후반
시장 경쟁 도입 후 혼란과 모순의 시기

지역 차에 무관한
공통 기준

교사, 관리자,
공동체 등의 약화

제2의 길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국가 주도의 교육표준화 지향 및 교사
자율성 상실
학업성취도 목표 설정

긴급성, 일관성 있고
공정성 실현을 위한
통합교육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표준화

제3의 길

1990년 후반~2000년대 후반
중앙 집권의 길,
균형적 접근으로 통합적 사고 지향
(위로부터의 리더십과 아래로부터의
권익신장, 책무성과 자율성 등)

균형과 통합성, 대중의
참여, 재정적 재투자,
과학적 판단 근거,
전문가 네트워크

지속적인 독재성,
부과된 목표,
데이터 집착,
상호작용의 거품

출처: 유지할 것과 버릴 것은 이찬승･김은영 공역 (2015), p. 127.을 참조하고, 운영 특징은 책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표 Ⅱ-6❙ 학교교육 제4의 길의 지향성, 개혁 동력, 촉매
구

분

특징

주요 내용

지 향 성

개혁의 목표와 파트너 십을
지원하는 여섯 개의 기둥

①
②
③
④
⑤
⑥

영감을 주고 통합을 이끄는 비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성취를 위한 투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변화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사려 깊은 교수･학습

개혁 동력

교원 전문성의 세 가지 원칙

① 질 높은 교사
②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원단체
③ 활발한 학습공동체

통합 촉매

학교교육 통합 제고를 위한
4가지 촉매

①
②
③
④

지속가능한 리더십
통합적인 네트워크
책무성에 우선하는 책임감
다양성의 존중

출처: 이찬승･김은영 공역(2015), p. 177, p. 207,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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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길에 관하여는 제4의 길로 제시하면서 제4의 길의 지향성
과 개혁의 동력에 관하여 상기한 <표 Ⅱ-6>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제4의 길에서는 학교교육이
걸어갈 새로운 지향성이 제시된다. 개혁의 목표와 파트너 십을 떠받치는 ‘여섯 개의 기둥’과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교사 전문성의 세 가지 원칙’, 그리고 학교교육 전체의 통합성을 높여
줄 ‘네 가지 촉매’가 제시된다. 여섯 개의 기둥은 ① 영감을 주고 통합을 이끄는 비전, ②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③ 성취를 위한 투자, ④ 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⑤ 변화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⑥ 사려 깊은 교수･학습을 의미한다. 개혁의 동력이 되는 교사 전문성의
세 가지 원칙으로는 ① 질 높은 교사, ②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원단체, ③ 활발한 학습공동체가
제시되고, 학교교육 전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4가지 촉매로는 ① 지속 가능한 리더십과 ② 통합
적인 네트워크, ③ 책무성에 우선하는 책임감, ④ 다양성의 존중이 제시된다(<표 Ⅱ-6> 참조).
제4의 길에서 개혁의 동력으로 부각된 교사 전문성 원칙에서는 학습공동체에 주목할 필요가
높다.

3

,

교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교원 정책 구안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미래 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전망이다. 미래학교 논의를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 정의,
교사의 역할 및 교사상에 대한 점검과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
을 제시하고, 미래 학교에서 부각되는 교사의 역할과 교사상에 관하여 기술한다.

.
미래학교의 운영과 특징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초반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들은 제각기 미래학교의 운영과 특징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래학교에 관한 전망에서는 전망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의 개연성 차원의 논의와 바람
직한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의 규범적 논의가 결합되어 제시되곤 한다. 어느 누구도
미래학교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바람직한 미래학교의 상을 도출하는 것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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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라고 해도 미래학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미래학교의 모습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미래학교 연구로는 OECD(2001)의 미래학교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 이것은 OECD
산하 교육연구혁신센터에서 2020년의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
로 현상 유지, 재구조화, 그리고 학교 해체라는 주제 중심으로 미래학교에 대한 6가지 시나리오
① 관료제주의적 학교 체제 유지, ② 교사 이직-해체, ③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④
집중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⑤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 ⑥ 시장 모델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OECD 미래학교 시나리오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하여 이찬승(2016)은 이러한
여섯 가지 모델 가운데 시나리오 1, 4, 6이 한국의 미래학교 전망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공교육의 민영화나 민간 위탁을 통한 공급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시장 모델의 심화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의 학교교육체제가 오랫동안 입시 준비 중심 조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습과
지식이 축적, 공유되는 시나리오 4와 같은 집중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모델로 변화되기에도
요원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찬승(2016)은 한국 미래학교 모델은 국가의
공교육과 평생학습체제의 진화를 통해 학교가 학습 조직 및 네트워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이고 이 방향으로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벨기에의 학습 및 재설계 연구소(Learning and redesign lab)(2014)에서 제시한 ‘2030
미래학교’ 모델은 ‘학습공원(The learning park)'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미래학교의 모습이 소
개된다(이찬승, 2016). 이찬승(2016)은 우리의 학교를 학습공원과 같은 미래학교로 탈바꿈시
킬 때만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역설하면서, 학습 공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 203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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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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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family)’

.

.

이와 같은 학습 공원의 핵심 두 축은 ‘지역 기반 협력 공동체’와 전통적인 교사 대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도 담당 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학습 공원은 협동적 조직으로 구성･운영
되며 지역이 처한 환경과 긴밀히 연계 운영된다. 학습 공원에 관여하는 학부모, 지역사회 단체,
기업, 정부, 교직원 등은 학습 공원의 조합원 또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헌신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이찬승, 2016). 즉, 학습 공원 접근에서는 교육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하는 공동 사업이
라는 접근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지방 분권화 촉진과 중앙 정부의 역할과 권한
축소, 그리고 학교경영에 관한 학교장의 인식과 역할 인식의 전환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공원에서 교사들은 팀으로 조직되어 학습 촉진자, 프로젝트 관리자 겸 코치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사 팀은 ‘학습 가족’이란 단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이는 무학년제로 운영된다. 학습 공원의 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교장과 교감이라는 명칭 대신 코디네이터라고 불린다. 이들은 학습 공원 내 작은 학교들과 긴밀
히 소통하며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 학습 공원 코디네이터
들은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학습 공원들과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학습 공원을 관리한다.
이와 더불어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에서의 큰 변화를 야기할 주요 동인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형상화되는 테크놀로지의 혁신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광범위한 학문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창의성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을 실현하기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학습 경험 융합, 교과 간 학문간 융합, 형식교육과 비형
식 교육의 융합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학습 모색은 기존의 학교 체제에 큰 도전을 초래할
것이다(김진숙, 2016).
비교적 단순한 학습 내용이나 반복, 연습 활동 등은 인공 지능 로봇과 디지털 기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간 교사와 기계 사이
의 과감한 역할의 재분배를 시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로봇과 인공 지능에 의해 인간 교사가
대체될지 모른다는 시대착오적 두려움과 거부감이 초래되기도 하지만, 인간 교사와 테크놀로지
가 파트너 십을 이루어 코 티칭(co-teaching)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교사는 비판적 능력, 창의력, 정서적 능력, 개척자적 소양과 같이 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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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인간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내용의 학습 추구에 전념하는 방향으로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미래학교의 운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학교는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이찬승, 2016). 미래학교에서
는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에 착안하여 학교의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학교의 교육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학교에서는 학습과 학교 운영의 모든
장면에서 학생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학생 참여는 의사 결정자로서의 학
생, 학교 변화의 동반자로서의 학생,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등의 원칙하에
학생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책임감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Hargreaves & Shirley, 2012). 그리고 교사는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학습과 협력 소위 딥 러닝과 딥 협력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게 될 것이다.

.
앞절에서 살펴본 미래학교 논의는 기존의 교사의 역할 및 교사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미래학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상을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생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박남기,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
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각 인간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
하는 자주적인 사람”을 말한다. 창의적인 사람은 “기초 능력의 바탕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
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양 있는 사람은 “문화적 소양
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양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
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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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반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① 자기 관리 역량, ② 지식 정보 처리 역량, ③ 생활 조직
역량, ④ 창의적 사고 역량, ⑤ 심리적 감성 역량, ⑥ 의사소통 역량, ⑦ 공동체 역량 등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역시도 이러한 인간상과 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박남기, 2015). 하지만 교사는 이러한 교육자로서 학생의 모범이자 롤 모델
차원에서의 인간상 이외에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상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박남기, 2015).
이와 관련하여 미래학교에 요구되는 교사상에 대해 Hargreaves와 Shirley(2012)는 도덕적
목적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우선, 교사가 아동의 삶과 학습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높은 도덕성을 함양한
사람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목적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들은 성공
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높은 기대와 신념과 갖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념하에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각종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라는 사명감까지 갖춘 사람을 뜻한다. 특히, 경제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와 미래학교의 다소 암울한 전망 속에서 교사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정의를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미덕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도덕
적이고 이타적인 인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Hargreaves, 2003).
한편, 교실 내 학생들의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는 미래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높여야 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이행 과정에서 세계
주의적 정체성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협력을 구축하고
파트너 십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Hargreaves, 2003: 115).

.
미래학교에 대한 전망과 교사상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과 정책 입안가들은 미래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제안하였다. 박남기(2015)는 미래교육을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동기 부여 역량이다. 그는 향후 교사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로 “경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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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및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학생들의 무기력감 및 학습 의욕 급감, 이기심 증가, 분노 조절
장애 등의 정신 질환 비율 증가 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면서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학습 동기 부여’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교육 장면에
서도 인공 지능 기술이나 온라인 교육에 의해 교육의 양상이 달라지더라도, 기계성에 대비되는
인성(기계로 대체되기 어려운 인간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그는 학생들이 학습 의욕과 동기를 갖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도 터득하고 있을 때는
‘기계 교사’를 통해 배울 수 있지만 동기가 부족하거나 공부법을 터득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한계
가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을 활용
해 학습을 돕고,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등의 역할은 오직 인간 교사만이 할 수 있으며, 미래학교
의 교사는 기계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미래사회에는 도시 집중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불안 요인이 증가하며, 갈등도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갈등 해결 역량과 상담 등의 학생지도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시민 정신을 함양하여 훌륭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주 시민 역량과 차이를 인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로 길러낼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미래학교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인사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그리브스는 지식사회와 글로벌 세계로의 재편, 그리고 스마트 기술 혁명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선도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이를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하그리브스, 2003: 115).
•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학습과 헌신, 그리고 인격을 증진시킨다.
• 타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상호 작용을 지속적인 유대와
관계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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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주의적 정체성을 개발한다.
• 계속적인 전문적･개인적 발전에 전념한다.
• 협동적인 집단 활동을 하고 학습을 한다.
• 학부모 및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 정서적인 이해를 형성한다.
• 일관성과 안전성을 유지한다.
•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확립한다.

하그리브스는 미래학교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에 대해서 미래학교로의 이행과 적응을 촉진하
기 위한 촉매제로서의 교사 역량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경쟁, 무자비한 시장주의와 민영화의
확대, 공동체의 해체와 몰락,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의 회귀로 대표하는 위험에 처한 미래사회
의 한계와 과도한 소비주의의 유혹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이를 위해 학생에
게 인격과 공동체, 인도주의와 민주주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서적 역량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역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Hargreaves,
2003: 116).
또한 하그리브스는 셜리와 함께 쓴 ｢학교교육 제4의 길｣이라는 저서에서 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교원의 역량에 관해서도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제시해 주었다
(2012). 그들은 제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화 기술과 교육 논의에서 흔히 제시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조하며,
융·복합 수업을 하고, 또 맞춤형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개발해야 한다는 역량 기반(competency-based)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
가 그들은 미래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역량을 추가하고 강화
하려는 접근 ‘그 이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원 역량 개발에 관해서는 교사와 테크놀로지 사이의 관계부터 새롭게 재정립하는 근본
적인 변화 차원에서의 새 틀을 짤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즈하오(Zhao)와 동료들(2015)
은 무엇보다 교사와 테크놀로지의 사이의 대결적 또는 인간 중심(우위)의 종속적 관계 설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로봇과 인공 지능 기기가 인간 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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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제는 그 설득력이나 타당성
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착오적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인간교사와 테크놀로지가 파트너 십을 이루어 코 티칭(co-teaching)을 추구할 수 있다는 관점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
.
,

,
‘

,
’(

)
Langworthy, 2014; Zhao et al., 2015

4

4

(Fullan &
, 2017).

, 4

21세기 초 21세기 학습 모델이 세계적으로 보급된 후 10여년이 지났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교육 분야의 대응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글로벌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자들[버니 트릴링, 촬스 파델, 마야 비알릭(Maya Bialik)]은 미래 인재 양성을 새로운
교육의 틀과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세계의 교육자들을 위한 확산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새로운 교육 모델은 ‘4차원 교육과 4차원 미래 역량’으로 부각된다. 특히, 촬스 파델은
‘21세기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초미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비영리기
관인 교육과정재설계센터(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CCR, http://curriculumredesign.
org.)를 버니 트릴링 등과 함께 창립하고, 2015년 ‘21세기 교육에서 가르쳐야 내용과 역량’에
대한 32개 국제 기구의 탐구 결과 비교와 더불어 4차원의 공통 핵심 역량을 추출하였다.
이후 전 세계 교육자들에게 미래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Four–
Dimensional Education)｣을 발간하여 보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번역되어 보급되
었다.
새로운 4차원 교육 모델은 21세기 초에 보급된 21세기 학습 모델의 업그레이드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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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스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의 분류 체계가 다르고 근본적으로
나라마다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21세기 교육 역량에
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구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OECD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프로젝트’와의 협업을 통해 전 세계 32개 프레임워크(특히, OECD 혁신 스킬과 OECD
DeSeCo, Eu 생애교육 핵심 역량, P21.org 등)를 비교･분석하고, 공통 프레임을 구안한 후
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다음의 <표 Ⅱ-3>은 교육과정재설계센터에서 21세기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역량에
관한 국제기구의 교육 역량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공통적인 차원으
로 재분류하여 4차원 교육 역량을 구안하였다(파델･비알릭･트릴링 공저, 이미소 역, 2017:
100-101). 새로운 4차원 교육역량은 다음의 [그림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과 스킬,
인성, 메타학습을 의미한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킬은 우리가 아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인성은 우리가 행동하고 세계에 참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메타학습은 반영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제시된다.
지능정보기술로 연결된 오늘 날, OECD 등의 글로벌 대응 동향에서는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주목된다. 글로벌 동향에서는 세계와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지
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습자
의 생애 발달과 연계하여 세계인으로서 길러야 할 역량을 중심으로 생애에 걸쳐 배워야 할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받는다.
❙표 Ⅱ-7❙ 국제기구에서 분석한 21세기 교육 역량 프레임워크 비교
CCR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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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혁신 스킬

교과목
기반스킬

OECD
DeSeCo

상호작용
도구 사용

EU 생애교육
핵심역량

외국어 의사
소통, 수학·
과학·기술·
디지털 역량,
기업가 정신

휴렛재단
심화학습 역량

학문적 내용

P21.org
수학, 과학,
언어-영어,
언어-세계어,
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정부 및
시민학, 예술,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ATC215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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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CCR

OECD
혁신 스킬

OECD
DeSeCo

스킬

사고 및
창의력
스킬

인성

행동 및
사회성 스킬,
자주적
사회성
행동
및 정서
스킬

메타
학습

EU 생애교육
핵심역량

P21.org

ATC215

비판적 사고
및 복잡한
문제 해결,
타인과 협업,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의적,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창의적 및 혁신,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의사소통, 협업
(팀워크)

사회적･시민적
역량
주도적 정신
문화적 인식
및 표현

학구적 마음
가짐

유연성 및 적응성,
이니셔티브 및
자기주도, 사회적
및 문화간 스킬,
생산성 및 신뢰성,
리더십 및 책임감

삶과 직업,
지역과 세계의
시민 의식,
문화의식과
문화 역량,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감

학습방법
학습

학습방법
학습

비판적 반추

학습방법 학습
메타인지

이질적 집단
모국어 의사
내에서의
소통
상호 작용

반영능력

휴렛재단
심화학습 역량

출처: 이미소 역(2016), p. 100.

❙그림 Ⅱ-3❙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 역량
출처: 이미소 역(201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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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교육 부문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Anereas Schlicher)는 오늘날의 교육에
관하여 “오늘날의 교육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며 모호한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믿을 수 있는 나침반과 길을 찾는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라 언급하고,
오늘날의 학교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미소 역, 2016: 14-15). 또한 슐라이
어는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직면하는 딜레마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딜레마 극복과 교사의
역량 개발에 주는 시사가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높다.

,
,
.

,
(

,

, 2016: 17-18).

한편, 하그리브스와 셜리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맹목적이고 열렬한 기대와 지지로 인해 간과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에 주목한다. 그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창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체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디지털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깊이 있는 학습과 끈기 있는 학습이 감소하는 양상을
극복하여 균형 잡힌 학습 역량을 함양하도록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하그리브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는 테크놀로지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협력, 소위, 딥 협력(딥 러닝과 대응되는 차원에서의) 역량을 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심리학자 터클(Turkle, 2012)은 “함께 그러나 외로운: 왜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더 기대하고 서로에게는 덜 기대하는가?”라는 통찰력 있는 책의 인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의 쓰나미와 맹목적인 낙관주의 속에서 학
생들이 스마트 폰을 통한 즉각적 문자 메시지 중심의 소통에 빠지게 되면서 인간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갖고 있는 풍부한 소양과 깊은 상호 작용이 상실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소통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기보다는 기기에 매여지게할 뿐”이라고 하였다(Hargreaves & Shirley, 2012:
41). 따라서 교사는 때로 온라인과 디지털 매트릭스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온라인을 잠시 멈추고 오프라인에서의 학습공동체(학급 또는 학교)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을

56

Ⅱ.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및 교사 역할 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온-오프라인을 주체적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정바울, 2017).

5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육 시스템과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직환경
변화와 미래학교 운영, 교사의 역할 및 역량 변화가 교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직환경, 미래 교육, 학교 혁신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주제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과 학습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교육체제를 새롭게 구안하려는 연구가 추진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
여 초･중등교육체제 개선 방안을 비롯한 교육혁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역할 변화 및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신규교사, 중등교사, 학교장의 직무 역량을 탐색하고 설정하려는 노력이 부각되고, 생
애 단계별 직무 역량 분석이 이루어진 점도 괄목할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생애 단계별 직무
역량 분석과 더불어 교원 정책에서는 교원직의 핵심 역량을 규명하여 역량 중심으로 교원 정책
을 새롭게 재분류하자는 관점이 제기되었는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등의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양성 측면에서는 2012년 이후 우리의 양성제도와 외국과
비교하는 관점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금년도에는 교원 정책 혁신 요구와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교원 양성 방향이 탐색되어 제시되었고, 공교육 혁신 요구에 부응하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강원대 사범대를 비롯한 양성대학에서 교육과정의 혁신 성과
를 중심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 시기에 ‘21세기 학습 모델’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새로
운 교수･학습 전략을 구안하여 적용하였고, 국가별로 교육 개혁의 동인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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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다시 새로운 교육 모델
이 탐색되고 있고, 글로벌 미래교육 선구자들에 의해 구안된 ‘4차원 교육 모델, 4차원 미래역
량’은 국가별로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 수준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에서 교원 정책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량은 단순히 부가적인 연수나 최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
만으로는 개발되기 어렵다. 미래학교 체제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을 재구조화하고,
교사의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교육 거버
넌스의 재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Hargreaves & Full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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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이 장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 영역과 기준을 제시한다.
양성 정책 영역의 분석 영역은 혁신 이슈와 연계하여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
제 혁신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교원 채용 정책 관련 영역은 ①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② 교장 채용 혁신의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① 교원 정책의 영역
및 분류,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기능, ③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④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과 분석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
교원은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가 인적 자원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는 바, 교원 인력에 관하여도 교육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영역별로 관리되어 왔다.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은 ‘교육을 담당할 교사 및 직원
등 인적 자원을 확보･교육･배치･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근무 조건을 확립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련의 행정지원 활동’이다(서정화 외 5인, 2012; 14).
인적자원 관리의 영역은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유지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고 영역별로 관리
요소들이 세분화되어 있다([그림 Ⅲ-1] 참조). 교원 정책 또한 이들 관리 요소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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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및 체계화되어 왔다. 교원 정책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교원을 위한 정책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교원에 관한 정책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교원의 수급
과 양성, 자격, 임용, 연수, 승진, 평가 등의 인사 관리 영역들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교원을
위한 정책으로는 교직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근무 여건과 보수, 후생･복지,
사기 등의 교직 생활 조건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된다(박영숙외 4인, 2015: 163).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의 유지·보존

모집, 선발, 배치, 안내 등

평가(근평), 교육·훈련, 승진(보직),
전보, 전직 등

근무조건 및 복지 편익 관리, 보수,
사기 및 인관관계 관리, 단체활동 등

❙그림 Ⅲ-1❙ 인적자원 관리의 영역 및 요소
출처: 서정화외 5인(2011), p. 20.

교원 정책은 교직환경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추진되므로 어느 영역 및 요소로 편중되
어 지원될 수 없고, 영역 내 요소 간 및 영역 간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되고 지원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교직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학교교육의 변화 지향성을 반영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영역 간 연계가 강화되고 교원 정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수립･지원된다.
20세기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세기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정부가 교원 정책을 종합적
으로 추진했던 사례가 있어 제시한다. 이른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
방안’이다(이하에서는 교종안으로 기술). 교종안은 교직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
을 위해 교원 정책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2000년 시안이 수립되고, 1년여에 걸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2001년 7월에 공표되었다. 교종안에서는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원의
신장이란 두 개의 변화 지향성을 갖고 총 32개의 정책 과제가 선정･제시되었는데, 교원의 사기진
작 관련 과제는 13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련 과제는 19개가 제시되었다([그림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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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교원 정책 영역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1), p. 4.

교종안의 교원 정책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교원 인력의 형성과 채용, 교원 인력의 배분･활
용･동기 부여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교원 인력의 형성 영역에서는 유치･선발, 양성, 자격 부여
가 관련되고, 채용 절차를 거쳐 교직에 들어온 교원에 관하여는 직무수행･평가, 승진, 연수를
통해 지원된다. 교종안의 교원 정책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원 정책 영역별로 교원
정책에 대한 기대 요구의 관점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로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과 변화
지향성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유치･선발 영역에서
‘우수학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와 ‘교직 적격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 것인가? 가
제시되었고, 양성 영역에서는 ‘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현장 적합
성이 높은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격 부여에서는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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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와 ‘교사 자격증의 신뢰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제시되었다.

.
최근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변화 적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변화 요구가
높다. 이러한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 변화 지향성을 교직환경 변화 적응 관리의 관점에서
교원 정책을 새롭게 구안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생
의 핵심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바, 교원에서도 학생 핵심 역량과 연계하여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원 정책의 재구조
화가 불가피하다.
교원 정책의 영역의 재구조화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역량 모델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
가 높다. 정부의 역량 모델은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재 적소의 인사 배치의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능력주의, 성과주의 인사 관리의 정착을 위해 2000년대 후반부에 개발･도입되
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에는 역량 모델의 구조와 활용
에 관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역량 모델에서는 직급별로 역랑 군과 핵심 역량이 설정되어 있고,
역량 교육을 위해 개인의 역량을 진단 한 후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역량 개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토론과 실습 중심의 다양한 전략적
방법이 적용된다. 전략적 방법으로는 집단 토론 등 정책 실습, 동료 및 촉진자 피드백(FT:
Feedback of Facilitator), 역량 이론 교육 실시, 자기 개발 계획서 작성이 포함된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 2017). 고위공무원의 역량 군으로는 사고와 업무 관계가
제시되고 역량 명으로는 ① 문제 인식, ② 전략적 사고, ③ 성과 지향, ④ 변화 관리, ⑤ 고객
만족, ⑥ 조정 통합의 6개 영역으로 제시된다.
정부의 역량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교직에서도 교원직의 역량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할 경우,
교원의 양성과 자격, 임용, 배치, 승진, 전직,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등 교원 정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에 관하여 박영숙외 4인(2015) 연구에서는 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교원 정책의 지향
성과 관련 정책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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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 Ⅲ-3]은 역량 개발 모델 영역별로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교원 정책 영역과 분석 준거를 제시한 것이다. 역량 개발 영역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적정 규모의 인력 구성과 구성원 전체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경력 발달 단계별로 역량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직급별 및 자격종별 역량 모델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역량 활용 영역에서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확보된 인력을
보직 임용을 통해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역량 관리 영역에서는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사기 진작에 주안점을 둔다(박영숙외 4인, 2015;
164).

역량 영역

정책 목표

교원 정책 영역

적정규모의 인력 구성
구성원 전체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 개발
경력발달/직무발달별
역량체계 구축
직급별 및 자격종별,
역량 모델 개발 등

역량 개발
영역

➡

수급, 정원,
양성, 자격,
연수, 학습문화

➡

역량 활용
영역

인재 적재 적소 배치
우수 인력 유인
성과 제고 및 보상

역량 관리
영역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직무부담경감
근무조건 등

분석 준거

임용,
승진,
전직,
보상,

배치,
평가
전보
보수

①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교원
정책의 지향성 및 성과
② 외국사례 분석에서 제시된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요구
③ 교육부 교원 정책 관련 업무
④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 정책의 주요 성과
⑤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 정책 영역별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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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3❙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본 교원 정책의 목표 및 영역
출처: 박영숙외 4인(2015), p.164.

역량 개발 및 역량 활용, 및 역량 관리와 연계된 교원 정책 영역을 분류하면, 역량 개발
측면에 관련된 교원 정책 영역에는 수급, 정원, 양성, 자격, 연수, 문화(학습 문화;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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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촉진하는 학습 동아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등의 영역이 포함되고, 역량 활용
측면에 관련된 교원 정책 영역에는 임용, 배치, 승진, 평가, 전직, 전보, 보상, 보수 등이 해당
되며, 역량 관리체계 측면에는 수업시수, 근무여건, 후생, 복지, 신분, 처우, 사기, 복무, 교
권, 교원단체 등의 영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제시된다(박영숙외 4인, 2015: 164).

2

현행 교사는 국가 수준에서 임용고사를 실시하여 임용 후보군을 선발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임용 절차를 거쳐 단위학교에 배정된다. 예비교사가 양성되어 시·도교육청에 채용되어 단위학
교에 배정하기까지의 교사의 공급 및 충원 구조는 다음의 [그림 Ⅲ-4]와 같다.

❙그림 Ⅲ-4❙ 교사가 양성되어 현장에 채용되기까지의 경로
출처: 박영숙외 2인(2009),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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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채용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양성대학의 입학 정원과 시･도별 채용
규모를 결정한다. 양성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양성과정을 운영한 후 자격증을 부여하여
임용 후보자 군을 배출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별로 공개 임용 모집을 통해 임용 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합격자를 선발한다. 임용합격자를 단위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신규채용 절차는
마무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 양성 대학에 입학한 후 양성 과정을 거쳐 학교에 배정되기까
지 교직 입직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교직 입직 과정에 관련되는 정책 영역에는 수급
영역도 연계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양성과 채용 정책에 초점을 두고 혁신 영역을 설정하고 분석
한다. 다음의 <표 Ⅲ-1>은 양성 정책과 신규채용 정책에서 담당하는 기능과 정책 지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양성 정책에서는 양성 교육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게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제고를 지향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 현장과 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성 기관 평가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한다. 신규채용 정책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교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선발함을 지향한다.
❙표 Ⅲ-1❙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기능 및 정책 지향성
정책 영역

기 능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양성대학의

양성

양성과정 편성･운영
현장 직무 수행에의 적응력 제고
단위학교 및 지역 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신규채용

전문 인력 충원
교직 인･적성 및 수업실기 능력 확인

정책 지향성 및 요건
양성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양성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교육과정
공개 모집 및 전형절차의 신뢰도 제고
수업실기 능력평가 실시
임용 방법의 다양화

출처: 박영숙외 2인(2009), p. 13. 의 내용 중 양성과 신규채용 정책 부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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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혁신에 관한 고전적 정의는 에버렛 로저스(Everett M. Rogers)의 저서 「혁신의 확산
(Diffusion of Innovation)]」에 제시된 것이 대표적이다(고원용 옮김, 2008: 32). 로저스는
혁신에 관하여 “혁신이란, 개인이나 그것을 수용할 단위가 새롭다고 인식한 아이디어나 방법이
나 물건이다.”로 정의했다. 로저스는‘혁신 확산 이론’을 창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혁신
의 확산 속도와 적응 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고, 사람에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제안)을 채택하고 적응하는 것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저스의 혁신에 관한 접근 관점에
서는 혁신이라 함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발명 이상으로 강조되고, 혁신은 서비스, 아이디
어, 이데올로기, 사회적 혁신, 과정, 사업 전략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원용 옮
김, 2009: 66). 로저스의 혁신 유형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는 교수･
학습 모형, 새로운 학습 모델 등은 ‘과정’ 혁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밥 메트칼프(Bob Mecalfe)는 “발명은 꽃이고, 혁신은 잡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혁신은 잡초처럼 널리 퍼지고 살아남아야 함을 강조하였다(고원용 옮김, 2009: 65). 메트칼프
는 인터넷의 뼈대인 이더넷의 발명자이고 3Com의 창시자로 유명하다. 메트칼프에 의하면, 여
러 혁신들은 홀씨와 같아 싹이 터서 자라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면, 휴먼
상태로 들어갔다가 조건이 맞을 때 되살아난다고 설명한다. 메트칼프의 접근에서는 혁신에는
시간과 조건과 인식(공감) 등의 조건이 필요함이 확인된다.
한편, 국내 학자의 경우, 안영진(2014)은 ‘혁신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
하는 것을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독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고,
주현준(2017)은 ‘혁신은 새롭게 바꾸는 행위라는 면에서 변화 관리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구성원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주현준, 2017: 990-100).
이들 학자들의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혁신 개념은 ‘교직환경 변화 요구와 연계하여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고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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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정립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혁신 과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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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하
는 것으로 정립한다.
인사혁신처에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역량 평가에도 혁신 관리 관련 개념이 반영되어 있
다. 혁신 개념은 새로운 환경 변화 이해, 변화에 개방적, 개인과 조직의 변화 상황에의 적응,
특정한 문제 대한 원인 파악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 문제 해결 등의 개념
적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인사혁신처 역량역량진단센터, 2017). 문재인 정부는 금년 10월
11일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지향하며 혁신 성장을 전략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
한다.”면서 “혁신 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곽재원, 2017).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의 영역은 ① 혁신 생태계 조성, ② 혁신 거점 구축, ③ 혁신 인프라
강화, ④ 규제 재설계의 네 개로 구조화되고, 각 영역별로 혁신 전략과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영역에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그
림 Ⅲ-3] 참조). 정부의 혁신 성장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혁신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각 부처 간 협업에 의한 다양한 혁신 작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 구축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10월)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11월)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10월)

제조업 부흥전략(12월)

한국형 창작활동 공간 구축 방안(10월)

투자유치제도(외투, 유턴, 지방이전)
개편 방안(12월)

(가칭) 판교창조경재밸리 활성화 방안(11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책(12월)

혁신창업 종합대책(모태펀드 활성화 포함, 10월)

혁신 인프라 강화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12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 계획(12월)

규제 재설계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12월)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1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기본 구상(12월)

규제 샌드 박스 시범사업 추진(2018년)

❙그림 Ⅲ-5❙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추진 계획
출처: 네이버 새벽하늘 블로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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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은 선견 지명과 기회 주의의 결합이다. 기회 주의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
에 알맞은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또한 미래에 혁신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기간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원용, 2009: 73). 혁신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데
로저스(Rogers)는 어떤 것을 혁신이라고 주장하려면 <표 Ⅲ-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가지
기준 즉, ① 상대적인 이점, ② 관찰 가능성, ③ 시험가능성, ④ 단순성, ⑤ 적합성 측면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원용 옮김, 2009: 32).
❙표 Ⅲ-2❙ 혁신의 특징
혁신 요소
상대적인 이점
(relative advantage)

혁신이 이전의 것(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함
혁신의 본질은 상대적 이점의 어떠한 형태(사회적, 경제적 이점 등)가
채택자들에게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임

관찰가능성
(Visibility)

혁신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함
어떤 혁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관찰되고 의사소통되는 반면, 다른 혁신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되거나 그것의 면모를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 있음

시험가능성
(Trai1ability)

혁신이 잠재적 채택자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시험해 볼 수 있는 혁신은 그렇지 않은 혁신보다 더 빨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 혁신을 시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혁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단순성
(Simplicity)

혁신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함
모든 혁신은 복잡함-단순함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자리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혁신의 종류에 따라 잠재적 채택자들에게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

적합성
(Compatibility)

혁신이 기존의 가치, 과거 경험, 잠재적 채택자의 필요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의미함
사람들은 적합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혁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혁신보다 더 친밀하게 생각함
특정 혁신의 적합성은 여러 차원에서 판단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신념, 이전에 소개된 혁신, 혁신에 대한 혁신 대상자의 요구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출처: 박종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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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은 이전의 것보다 나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야 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의 가치 과거 경험, 변화 요구 등에 비추어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혁신으로 접근한 정책이나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성공 요소를 갖추었는지 확인
하고 혁신을 향한 가치, 시간, 공간 등의 여러 관점에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조지 화이트
(George White)와 마거릿 그레이엄(Margaret Graham)은 성공 요소를 혁신의 4가지 장점과
연계하여 기술한 바 있다. 혁신의 네 가지 장점이란 ① 발명의 장점, ② 구현의 장점, ③ 운영의
장점, ④ 시장의 장점을 의미한다. 발명의 장점은 현재 사용하는 한계를 혁신이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게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구현의 장점은 발명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구체
화된 모습이 발전된 정도를 의미한다. 운영의 장점은 혁신이 기존의 업무를 간단하게 하는 정도
를 의미하며 시장의 장점은 위의 장점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정도 또는 새 시장을 발굴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고원용 옮김, 2009: 310-313).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없애거나 기존 업무를 단순화시키거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혁신 추진가는 현장의 변화에 부응하여 혁신을 위한 비전을 갖고 인내하며
혁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Ⅲ-3>은 혁신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개발
할 경우,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면서 혁신 과정을 지속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 Ⅲ-3❙ 혁신의 성공을 위한 사전 점검 질문
혁신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질문
1. 혁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
2.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3. 만약 아니라면, 언제 그것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것인가?
4.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문제에 대한 해결책, 기존 기술의 새 응용, 시장 조사, 추세, 상상 등)
5. 혁신이 지금까지 충족되지 않았던 필요를 실현하는가?
6. 혁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가?
7. 수용 판단 과정의 나중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혁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혁신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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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혁신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질문
8. 혁신의 상대적인 장점이 무엇이라고 수용자가 인식할 것인가?
9. 전형적인 선각 수용자를 묘사하라. 그들은 혁신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10. 혁신이 수용자의 가치, 경험, 문화와 일치하는가?
11. 혁신을 사용하는 데 위험이 있는가, 아니면 혁신이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가?
12. 혁신을 수용하거나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얼마인가?
13. 혁신의 사용에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가?
14. 혁신이 표준을 창조하는가? 아니면 기존 표준에 도전하는가?
15. 혁신의 보급을 돕는 유인책이나 보조금이 있는가?
16. 환경의 신호가 있는가?
17.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가?
18. 혁신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관심없다, 번거롭다, 이대로 좋다 등)
19.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할 것인가?(시장 점유율, 기술적 우월성, 고객만족, 투자수익율 등)
20. 어떤 시간 단위와 어떤 맥락에서 성공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출처: 고원용 옮김(2017), pp.317-319의 50개 문항에서 핵심 내용을 간추려 작성함

4
이 절에서는 교사가 양성되어 현장에 채용하기까지 교직 입직 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영역과 분석 기준에 관하여 기술한
다. 혁신 영역은 교원 양성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혁신 요구가 높아 집중적으로 분석될 주제를 혁신 영역으로 설정하고, 혁신 영역별로 분석에
적용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
교원 양성 정책에서 다루어질 혁신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문제가 심각하여 혁신 요구가 높아 대응이 시급한 문제를 진단
하였다. 문제는 현장 적합성의 관점에서 우선 검토되었고, 혁신 요구가 높아 대응이 시급한
문제를 진단한 후 혁신이 시급하여 향후 대응 논의가 활성화될 문제를 중심으로 혁신 이슈를
탐색하였다. 혁신 이슈는 전문가 협의와 전문 E-메일 조사, 교육정책포럼 등을 통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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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대응이 시급한 네 가지 혁신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들
영역에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이 포함된다. 각 영역의 혁신 이슈는 전문가
E-메일 조사 등의 방법으로 탐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탐색된 각 영역별 혁신 이슈는 <표
Ⅲ-4>와 같다.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관련 혁신 이슈로는 ① 수시 전형 확대 및 전문성 제고,
②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장 방지, ③ 다양성 제고 및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고,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혁신 이슈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③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 강화, ④ 초･중등 교육과정
의 연계･통합, ⑤ 정보기술 활용 역량 개발 등이 포함된다. 교육실습 관련 혁신 이슈로는 ①
실습 기간 확대, ② 실습전담교수 및 교사의 질, ③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④ 양성대학-실
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체제 등이 포함되고, 교원양성체제 관련 혁신 이슈로는 ① 양성기간
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② 교사 양성전문대학원 설치, ③ 양성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교원 채용과 관련한 혁신
영역으로는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과 교장 채용 혁신의 두 개로 정하였다.

❙표 Ⅲ-4❙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이슈
정책 영역

1. 교원 양성정책

혁신 영역

혁신 이슈

1)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수시 전형 확대 및 전문성 제고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장 방지
다양성 제고 및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 등

2)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교직 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연계･통합
정보기술 활용 역량 개발 등

3)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실습 기간 확대
실습 전담 교수 및 교사의 질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구축 등

7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정책 영역

혁신 영역

혁신 이슈

4) 교원 양성체제 혁신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교사 양성전문대학원 설치
양성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구축 등

1)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에 절대평가
도입 등)
임용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인턴교사제도 도입 등

2) 교장 채용 혁신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 자격취득 기준(요건) 강화
대학원 수준의 전문양성과정 신설
교장 임명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특정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등

2. 교원 채용정책

.
본 연구의 분석 영역은 교원 양성 정책과 교원 채용 정책의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다음의
<표 Ⅲ-5>는 본 연구의 분석 영역과 기준에 관하여 제시한 것이다. 분석 영역은 앞 절에서
제시한 혁신 영역과 연계하여 양성 정책에서는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양성체제 혁신
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채용 정책에서는 ①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② 교장
채용 혁신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분석 요소는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혁신 이슈와 혁신 과제로
구분된다. 혁신 이슈에 관련된 분석 요소로는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의 다섯 개 요소로 구성되고, 혁신 과제에 관련된 분석 요소로는
① 문제 상황 개요, ② 문제 원인 및 장애 요인, ③ 대응 시급한 혁신 이슈, ④ 혁신 가치,
⑤ 혁신 요구(우선순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의 7개로 구성된다.
혁신 과제는 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8개 요소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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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 요소에는 ① 정책 목표, ② 추진 내용, ③ 전략 및 방법,
④ 기대 효과 및 교직에 미치는 영향, ⑤ 선결 요건, ⑥ 추진체계(범부처협의체 등), ⑦ 추진
시기, ⑧ 법 개정 여부 등이 포함된다.

❙표 Ⅲ-5❙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분석 영역 및 기준
분석 영역 및 기준
영

역
분석 영역

교원 양성

교원 채용

1)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2) 교원 양성교육과정 혁신
3) 교육실습 혁신
4) 교원양성체제 혁신

5)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6) 교장 채용 혁신

분석 요소

분석 방법

(1) 혁신 이슈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
(2) 혁신 과제
① 문제 상황 개요
② 문제 원인 및
장애 요인
③ 대응 시급한
혁신 이슈
④ 혁신 가치
⑤ 혁신 요구
(우선순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
- 목표 및 내용
- 전략 및 방법
- 기대효과 및
교직에 미치는
영향
- 선결 요건
- 추진체계(협의회 등)
- 추진 시기
- 법 개정 여부 등

① 선행연구 분석
② 전문가 협의
(혁신 이슈별
전문가 협의)
③ 혁신 이슈에 관한
전문가 E-mail
④ 국내 혁신 사례 분석
⑤ 주요국 혁신 사례
⑥ 온라인 설문조사
(혁신 과제 요구)
⑦ 1차 정책포럼
(현장 적합성 진단)
⑧ 2차 정책 포럼
(혁신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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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 장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혁신 요구가 높아 대응이 시급한
필요가 있는 이슈에 관하여 기술한다. 분석 내용은 ① 분석 영역, 내용 및 방법, ② 교원 양성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③ 교원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혁신 이슈 분석은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제 혁신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교원 채용 정책에 관한 혁신 이슈는 ①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과 ② 교장 채용 혁신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혁신 이슈별 분석 내용은 ① 현황, ② 선행연구에 제시된 주요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내용,
④ 선행연구에 제시된 개선 방안, ⑤ 양성 대학 및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추진된 혁신 사례
등이다. 혁신 이슈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슈별로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 협의에
참여하거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E-mail 설문조
사결과를 토대로 혁신 이슈를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정책 포럼을 실시하여 양성 정책과 신규교
사 채용 정책의 현장적합성을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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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우리나라의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은 교육대학교(교대)와 사범대학(사대)에서 이루어진다.
교대에서는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사대에서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중·고등학
교 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예비교사 선발 체제의 전반적인 특징과 방향은
교·사대의 입시 전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대와 사대의 학생 선발 체제에는 우리들이 추구
하는 교사상과 교사의 역량에 대한 관점과 인식들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내용 속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와 철학까지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비교사 선발 전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것이 국가 차원의 대학입시제도
의 변천 과정, 그리고 정부의 대학 입시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다(성용구, 이은
적, 2009; 신춘호 외, 2017).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변천은 대학 자율성의 강화, 성적 일변도에
서 적성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 평가 중심의 선발로 변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비
교사 선발 또한 이러한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적 일변도 전형으로부터 탈피하여 변모해왔다. 즉, 적성과 인성 그리고 다양한 개성과 특기를
반영하면서 우수 학생 선발의 필요 및 고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사회적 요구 실현이라는 이중적
인 맥락 속에서 수시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신춘호 외,
2017).
대부분의 수시 전형 방식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포함되어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본질적
으로 학생의 잠재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전형 제도다. 일반
전형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요소인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 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들 정량적
인 요소만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을 판단하여 평가할 여지가 많지 않다. 특히 예비교사에
게 요구되는 교직 적합성, 경험의 다양성, 인성, 소통 능력 등을 볼 수 있는 평가의 비중을
강조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과 같은 제도를 통한 선발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예비교사 선발 전형 방법으로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일반대학에 비해 늦은 2012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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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본격적으로 확대된 계기는 학교 폭력 문제 등의 출현으로 인해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인성 교육을 담당한 교원의 역량이 강조되었고, 양성 교육이나 임용 제도 개선을
넘어 예비교사 신입생 선발에서부터 교원으로서의 소양과 인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취지에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로 이어졌다.
2012년부터 수시 전형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초기에는 여전히 교과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
로 전형이 이루어진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점차 교직 인성, 적성, 다양성 및 고른 기회
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전형 방식이 증가하였다. 다음의 <표 Ⅳ-1>∼<표 Ⅳ-4>에서 제시하는
초등교사 양성대학의 예비교사 선발 사례는 정시 전형보다 수시 전형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 정원이 70%에 도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까
지 이 대학을 비롯한 교대의 경우 정시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시
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형 기준에 있어서도 교과 성적 일변도에서 탈피
하여 다양한 전형 기준이 도입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요약하면, 예비교사 선발 전형은 정시
전형에 비해, 수시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강화되었으며, 학업 성취도라는 단일한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다.

❙표 Ⅳ-1❙ 2014∼2017학년도 수시 전형 개요
구 분

수시

정시

합

2014힉년

2015학년

2016학년

2017학년

정원

125

125

175

205

정원 외

10

10

17

15

소계

135

정원

230

231

181

151

정원 외

29

24

19

19

소계

259

계

394

34%

66%

135

255
390

34%

66%

192

200
392

48%

52%

225

170

56%

44%

395

출처: 신춘호 외(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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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2014, 2015학년도 수시 전형 개요
(단위: 명)

모집
시기

모집 인원

전형 유형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사정관 전형

수시

학교장 추천 사정관 전형
국어･도덕･사회 관련 교과 집중 이수자
외국어･국제 관련 교과 집중 이수자
수학･과학 관련 교과 집중 이수자
예･체능 관련 교과 집중 이수자

정원 내
60
20
20
15
5

정원 외
0

계
60

0

60

5

0

5

0

10

10

125

10

135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사정관 전형
기회 균형 선발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사정관 전형
합
계
출처: 신춘호 외(2017). p. 3.

❙표 Ⅳ-3❙ 2016학년도 수시 전형 개요
(단위: 명)

전형 유형

전 형 명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기회 균형 선발 I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단원고 특별 전형
재외 국민 특별 전형
합
계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모집 인원
정원 내
60
100
5
10

175

정원 외

10
2
5
17

계
60
100
5
10
10
2
5
192

출처: 신춘호 외(2017). p. 3.

❙표 Ⅳ-4❙ 2017학년도 수시 전형 개요
(단위: 명)

전형 유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155명)

전 형 명
학교장 추천 전형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
사향 인재 추천 전형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기회 균형 선발 I 전형
특수 교육 대상자 전형
재외 국민 특별 전형
합
계

출처: 신춘호 외(20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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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정원 내
60
120
10
5
10

205

정원 외

10
5
15

계
60
120
10
5
10
10
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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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취업 난의 여파로 안정적인 직업과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나타났다. 또한 OECD가 회원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중학생의 교직 선호도는 터키에 이어 회원국 가운데 2위로 나타났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OECD 중학생의 교직 선호도 조사
출처: OECD(2015).

이와 같은 교직의 인기는 우수 학생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에서 교과 성적 일변도의 전형에서 인성, 적성,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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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시 및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을 긍정적인 현상이라
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한다.

2)
주요 문제로는 전문성 부재와 교과 성적 우수 학생의 편중 현상이다. 이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성 부재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단순히 교과 성적 우수자보다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이 우수한 인재
를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원으로 이루어
지는 만큼 많은 한계가 노출되기도 한다.
첫째, 입학 업무는 대학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이 업무가 대학 차원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한 교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상당수의 대학에서 입학 업무가 전담
부서 없이 회전문식 보직,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한시적 태스크 포스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혁신적인 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안전 지향 형태로 이루어지곤 한다. 대학마다 입학사정
관들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대체로 한시적인 계약직 형태로 고용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
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형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로는 보수적인 교과 성적 중심 전형이 존속되는 경로 의존성이 야기된다.
둘째, 이로 인해 수시 전형에서 특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심층 면접이나 적성･인성 검사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형 일정에 임박하게 문제를 출제하고, 다소간 형식적으
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되곤 한다(강태훈, 류성창, 2013; 신춘호 외, 2017). 또한
면접 과정에서의 면접자의 전문성 부족과 시간의 한계로 인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보다
출제 문항 중심의 면접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신춘호 외, 2017).
셋째, 입학생 및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기초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입학
업무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지 못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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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담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입학 전형을 둘러싼
재정 지원 사업을 둘러싼 잦은 변화, 정책적 안정성의 부재, 입시제도의 빈번한 변화와도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과 성적 우수학생의 편중 현상
교원 양성 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역설 가운데 하나는 최근 교과 성적 위주가 아닌
교직 적성과 인성을 비롯한 다양한 전형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시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교원 양성
대학에 교과 성적 우수 학생이 많이 입학하는 소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3

.” (

“

)

,
2

.” (

1.5
)(

,

, 2017).

교원 양성 대학에 교과 성적 우수 학생이 진입하게 되는 양상이 과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쟁점과 복합적인 고려 사항이 있어서 쉽게 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수시 및 정시와 같은 상이한 입학 전형을 통해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이 학생들이 학업과 생활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졸업 후 교사로서 업무 수행
능력은 어떠한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이고 체
계적인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과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의 학생 이해 능력에 대한 지적이다.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가정 배경 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소위 모범생이었던 학생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아이들과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
.”(
“20∼30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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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5).

또한 교과 성적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은 예비교사들 당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교직 적성이나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 및 소통 능력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우수한 교과 성적에 맞춰 교사 양성 대학에 진학한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교사 양성 대학, 특히 교대 학생들의 상담과 고민 주제 가운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흥미로운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광수･김현
령, 2013). 그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은 교원 양성 대학 진학과 임용의
지형을 바꾸기도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교대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면서 지방의 교대 신입생 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이 교대를 졸업하고 나서 본인들의 출신 지역인 수도권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임용의 양극화 현상과 지방의 교사 부족 사태가 초래되기도 한다(동아일보,
2017. 9. 27.).

“

.
,

.”

.

70%

·
·

.”(

, 2017. 9. 27.)

한편, 교과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수시 전형이 제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지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수시 전형(입학사정
관 전형)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형 내용을 본다면 교과 성적과 내신 위주의 일반 전형의
방식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오마이뉴스, 2013. 9. 10.).

3)
혁신 논의의 주요 내용은 수시 전형 확대와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으로 집중
된다. 이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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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시 전형 확대 요구
수시 전형 비중을 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반대학의 경우 수시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지만, 교원 양성 대학, 특히 10개 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2017년의 경우 절반을 넘어섰고, 올해는 좀 더 증가하여 약 5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박대
호, 2017). 수시 전형 및 입학사정관 제도에 있어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올해 수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혁신을 시도하였는데 향후 교원 양성 대학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수시 전형을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입학 전담 조직의 운영, 입학생 및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 종단 연구 수행, 입학사정관의 면접 평가와 인성･적성 평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
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나) 입학 전형의 다양성 제고 및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 요구
교과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과 특기, 교직 적성 및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고루 분포하는 전형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 최저 등급 제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교과 우수 학생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교직에 적합한
우수한 인성과 적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고교 연계 프로그램, 1박 2일 캠프를 통한
혁신적인 심층 면접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회 균등 차원에서 소외 계층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 생활 수급자,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 학생 전형의 비중을 제고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입학 기회의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교원 양성 대학 입학생 가운데 다른 직장이나 대학을 다니다가 뒤늦게 교직으로
진입하는 만학도 들이 증가하고 있음도 새로운 추세이다. 이들은 이미 사회 생활을 실전으로
겪었고, 다시 한 번 인생의 진로를 변경하여 교직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 의식도
있고, 시야가 넓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 교직 다양성 제고 및 고른
기회의 제고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Johnson, 2007).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만학도 전형으로 25명을 선발한 경인교육대학교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8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마지막으로, 입학생 전형의 다양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위 최근에 제기되는 임용 양극화
와 지방의 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기적 차원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입학생을 통한 한시적인 접근만으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차원에서 궁극적
으로는 지방의 교육 여건 제고와 현실적 차원의 교직 근무 여건 개선(학교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의 개선, 승진 및 임금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과제로 역량 중심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차원에서는 수시 전형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질적 개선
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는 미래 사회의 급격한 변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과 지역 특색 등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서류 및 면접 전형 기준을 개발하는 등
보다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핵심 역량 중심 전형 기준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를
위한 신입생 관련 정보 획득의 제한과 정보 부족, 그리고 이러한 신입생들의 졸업 후 교사 업무
수행에 대한 종단적 연구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주요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의 발전 계획에 기초한 신입생 모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대규모 종합 대학들
은 중·장기적인 인구 통계학적 수치, 산업 구조 개편 전망, 고등교육의 수요 예측 등과 같은
기초 연구를 토대로 신입생 모집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신춘호 외, 2017). 교원 양성 대학에
서도 이러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핵심 역량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역량 중심 전형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
가) 교사 교육과정 편제
교원 교육과정은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의 양성 과정과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
대학의 양성 과정이 있다. 초등 교사 교육과정은 교양 과정, 전공 과정, 자유 선택으로 구분된다
(정미경 외, 2010). 전공 과정은 일반교육학,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육실습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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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직과정(교육학)을 전공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중등
교사 교육과정은 교양 교육, 전공 교육, 교직 교육으로 구분된다(박상완, 2007; 정미경 외,
2010). 전공 교육은 교과 내용 교육, 교과 교육, 교직 교육은 교직 이론(교육 기초학 과목)과
교육실습이 포함된다. 2009학년 이후 입학자부터는 교직 교육에 교직 소양이 추가되었고, 교직
소양에는 ‘특수교육학개론’과 ‘교직 실무’가 포함되었다. 이는 예비 중등 교사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현행 자격표시제도는 학교 급별(유치원 정교사 1, 2급, 초등학교 정교사 1, 2급, 중등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종별(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교원 자격증 수여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과 교육감이 검정할 수 있다.
대학이 검정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절차로 운영되는데, 학교급별 및 자격 종별로 양성 관련
학과를 지정하고 기본 이수 과목과 최소 이수 학점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자격 취득 요건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Ⅳ-5>와 <표 Ⅳ-6>은 입학 연도에 따른 교원 자격 취득자의 무시험

❙표 Ⅳ-5❙ 입학 연도별 교원 자격 취득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2008학년도 이전)
전공 과목
입학 연도

2008
학년도
이전

교직 과목

기본이수
과목 학점

교직
이론
학점

교과교육
영역
학점

교육
실습
학점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양성 학과

14

14

4

2

사서･보건･전문상담･
영양교사 양성학과

14

14

0

2

유치원교사 중 전문대학
양성학과

14

10

4

2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양성학과

14

10

0

2

양성 과정

성적 기준

기타

(교직이수자의
경우)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 이상

없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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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합격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과 교육 영역이 교직 과목
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으로 흡수되었고 대신 교직 소양
과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1회 이상이었다가, 2013학년부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높임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자격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6❙ 입학 연도별 교원 자격 취득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2009학년도 이후)
전공 과목
입학 연도

양성 과정

유치원, 중등･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양성 학과
2009~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이후

초등

기본이수
과목 학점

교과교육
영역 학점

교직
이론
학점

교직
소양
학점

교육
실습
학점

21

8

14

4

4

50
- 교과 교육･내용 영역
50 이상
- 기본 이수 과목 21 포함

14

4

4

사서･보건･전문상담･
영양교사 양성학과

21

0

14

4

4

교육대학원

14

6

14

4

4

유치원, 중등･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교사 양성학과

21

8

12

6

4

초등

50
- 교과 교육･내용 영역
50 이상
- 기본 이수 과목 21 포함

성적
기준

12

6

4

21

0

12

6

4

교육대학원

14

6

12

6

4

기타

졸업 전체 교직 적성
평균 성적 및 인성
75/100 적격 판정
이상
1회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

사서･보건･전문상담･
영양교사 양성 학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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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

교직 적성
및 인성
적격 판정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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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양성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수년 동안 각종
보고서에서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전문성, 교직
에 대한 현장 적합성, 그리고 사회 변화 대응력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가) 교육과정의 교직 적합성 미흡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교과 교육학 과목 간, 또는 교과 교육 과목과 교직 이론 과목 간 내용적
중복을 보인다.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전공별 교과 교육학은 전공에 따른 내용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교과 교육 과목은 교과 내용 과목에
비해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 따라 내용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 과목(예: ‘교수법’과 ‘교재연구’)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김갑성 외, 2009b; 박상완, 2017).
그리고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서는 교직 과목 및 기본 이수 과목을 교원자격검정령에 고시된
과목명대로 개설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에 교과 교수법, 교과 교육과정, 교과 평가 방법 등을
추가로 개설하도록 되어있다. 이로 인해 교과 교육 과목은 교직 이론 영역의 교육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과 내용적으로 중복되고(김희백, 2017), 예비교사들은 내용적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과목을 무수히 반복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교사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의 비중이 단연 높고 상대적으로 교육 실습 기회가 적다(박상
완, 2017). 초등 교사 양성과 정은 교육 실습 기회가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외국의 교원 양성 과정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의 현장 실습 경험은 여전
히 부족하다(강태중 외, 2016; 김갑성 외, 2009b; 박상완, 2017; 정미경 외, 2010).
한편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학문 영역별로 편성되어 현장 대응력이 부족한
편이다. 중학교의 경우 여러 학문 영역을 통합한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과정 구성의 탄력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이병기, 2017). 연계성 측면에서
의 또 다른 문제점은 초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과 중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은 별도의 대학 형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로 운영되고 있어 초등과 중등 간의 연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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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간의 내용적 연계가 부족하거나,
동일 교과 내용의 난이도가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는 등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나) 교육과정의 사회 변화 대응력 부족
단일 과목 명칭이 부각되는 현재의 표시과목제도는 통합‧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직환경
변화에 대한 적합성이 낮다. 2015개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현안으로 부각되는 통합교과
의 경우 표시과목제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유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통합 교과 등 새로운 과목의
담당 교사를 양성할 학과 지정하는 방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박영숙, 2017a).
표시과목제도는 임용 문제와도 연결되어 자칫 유명 무실한 자격증 발급소로서의 오명을 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전문 교과 또는 실기 교 자격증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과의 경우 졸업 이후 임용 TO가 나지 않아 입직할 수 없는 현실
이다. 또한 한 학과(전공)에서 동일 계열의 여러 표시과목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예: 공통과
학 교사 격증이 발급되면서, 지구과학, 물리 등 개별 세부 전공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이
각 표시 과목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점이 과도하다는 부작용이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교사 교육과정이 급변
하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현재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필요한
교과 교육 영역 과목을 지정해놓았는데, 이수해야 할 학점 자체가 이미 과중하여 시대적 요청이
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할 여지가 적다(김희백, 2017).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에서는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대학 출신자들에게는 거의
열려있지 않다는 점 또한 사회 변화 대응에 미진한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대학 교직
과정과 교육대학원(양성기능)의 경우 개방형 체제로 운영하는 걸 제외하면, 교육대학교와 사범
대학은 목적형 체제이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일반대학 출신의 인력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내용적 전문성을 전달할 기회가 완전히 차단된다. 반대로 교대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경우 경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졸업 이후 교직 이외의 다른 직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강
태중 외, 2016; 김갑성 외, 2009b; 김경애 외, 2015; 김흥주 외, 2016).
92

Ⅳ.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다) 교육과정의 전문성 부족
교사 양성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직에 대한 전문성
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 대학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학은 일반대
학의 전공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이병기, 2017).
교과 내용학이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입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교과 내용학 과목이 교직의 관점에서 구성되
어야 교직과목, 교과 교육 과목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등 교사 교육
과정의 경우, 교과 내용학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
다. 이로 인해 교과 내용 지식은 고등학교 때 학습한 내용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김갑성
외, 2009b; 박상완, 2017).
한편 교원 양성 기관마다 예비교사 질 관리가 비일관적이다. 교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중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교직 적성을
판단하는 기제 및 부적격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양성기관마다 차이가 있다(박영숙, 2017a).

3)
혁신 이슈는 교직(현장)적합성, 사회 변화 대응력, 전문성의 측면에서 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
정의 문제점으로 진단되었던 한계점을 바탕으로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
다. 혁신 이슈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논의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고질적인 비판 중 하나는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이 현장과 괴리되
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교직 입문 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은 ① 전공 교육의 피상적 교육, ② 교과 교육 과목 내 중복, ③ 교직과
교과 교육 간 중복, ④ 현장 실습 경험 부족, ⑤ 이론 교육의 과중함 등(강태중 외, 2016;
김갑성 외, 2009b; 김희백, 2017; 박상완, 2017; 정미경 외, 2010)의 관점에서 문제가 진단되
고 논의된다. 이들 적합성에 관한 문제 논의는 특히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
에 있는 학생들이 제기한다(김갑성 외, 2009b, 박상완, 2017: 1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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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교직과목에 대한 체계성
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전공(교과내용)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련, 교과 내용-교과 교육-교직 과목 간 내용 반복을 정리하되 세 개의 과목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체계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표시과목제도이다. 단일 과목명이 부각되는 현재의 표시과목제도는 통합･융합 수업
이 필요한 교직 현장을 준비하는 데 대응력이 낮기 때문이다(박영숙, 2017a). 현재와 같이
한 학과(전공)에서 동일 계열의 여러 표시과목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세부 전공별 이수 학점이 많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들이 융합적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지원되지 않는다. 이미 수요가 없는 구(舊) 표시과목에 대한 정리, 그리고
통합 교과 수업을 고려한 표시과목운영제도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과정의 분절성, 중복성, 비체계성 등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의 기관 안에서 초등과 중등 교사 양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초등과 중등의 통합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은 1985년 한국교원대학교 설립, 2008년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이외에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박상완, 2017: 116-117).
그에 비해 초･중등교사 교육과정 통합 운영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 분석 등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왔다(김갑성 외, 2009; 정미경 외, 2010; 김병찬, 2013).2) 이러한 현상
은 실제 교직 현장에 활용 가능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체계적 완결성을 가진 대안으로
‘초･중등 통합’양성 기관 운영이 여전히 기대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사 통합
양성 기관은 교사 양성 체제의 수학 연한 확대 논의와 맞물리기도 한다. 박상완(2017:
134-137)이 유･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을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임용 시험(자격시험)에
합격한 교직 후보자에 한하여 수습 공문원 신분으로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대학원(석사과정)
수준 교사양성체제(안)’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2) 주요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되는 핀란드는 초등과 중등 교사 양성 과정이 하나의 단과 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한
학과 내 설치･운영된다. 헬싱키 대학 사례를 보면, 별도의 독립대학 형태가 아니라 일반 종합 대학 내에 교사교육학
과를 두어 교사를 양성하는데, 교직학은 교사교육학과에서 담당하되 교과 내용은 교사교육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
서 맡고 있다(Jakku-Sihvonen,& Niemi, 2006, 김병찬, 2013: 54에서 재인용)는 것이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체제적 특징으로 인해 헬싱키 대학은 일반학과 거의 대부분이 교과 내용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사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김병찬, 2013: 5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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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과정의 미래 사회 대응력 제고 논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여러 산업 분야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충격은 인공 지능이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나온 보고서가 프레이와 오스본(Frey & Osborne, 2013)의 “직업의 미래: 일 자리는 자동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가”(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이다. 여기에서는 컴퓨터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을 확률
로 보여줬는데 텔레마케터, 화물업, 시계 수리공과 같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직업이 높은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준 반면,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 교사는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
제시된 바 있다. 즉 교사는 규칙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 직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만이 가진 고차원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곧 미래의 교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
운 역량을 발휘하도록 발굴하고 인도하는 심오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등장한 것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이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양성 체제의 방향성으로 종종 언급되는데(박남기,
2017, 최상덕 외, 2014),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란 교과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태중 외, 2016), 교과가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지능정보
사회에서 교사는 이해 역량, 수행 역량, 협동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한다(정제영 외, 2014).
이해 역량은 교육과정, 학습자, 학급 운영, 교육 시스템, 지역 사회,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수행 역량은 수업 설계 분석, 재구성, 정보 수집 활용 능력 등을, 협동 역량은 관계 형성,
의사 소통, 공동 작업, 갈등 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그 외에도 수행
된 바, 기본적으로 수업 수행과 학생,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련된 역량을 포함한다(박남기,
2017; 최석민 외, 2015).
교사 양성 대학에서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대학을 대상
으로 국가 수준의 선도 사업을 지원해주는 안이 바람직하다.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
지원 사업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운영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운영 사업 중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의 사례
에서는 ‘창의성’이라는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블랜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협력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전략을 통해 학습자 주도의 역량
9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중심 교육과정이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이화여자대학교, 2017; 강원
대학교, 2017).
한편 사회 변화에 따라 정보기술 활용 역량 강화에 대한 교원 양성 대학의 대응책 개발이
시급하다. 새로운 정보, 기술의 탄생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이 신설 학과 개설로는 근본적 대응
은 어렵다. 학과의 개･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인프라 공유, 공동연구센터 구축 등 ‘공유 대학’이라는
네트워크 체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모색했다(이데일리, 2017; 한국신문, 2017). 이는 교사
양성 대학이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교원 양성 대학에서 강조하는 예비교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교과목들은 어떠한 수업 설계를 해야 하는지 교수진들이 중지
를 모으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 차원에서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과정의 전문성 논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는 높다. 앞서 살펴본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여러 문제점, 즉 교육과정 구조의 비체계성, 교육과정 내용의 낮은 현장 적합성, 이론 중심
수업의 문제점, 비실용성 등은 모두 교육과정의 전문성 문제와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갖추어야 할 기술과 지식에 관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하기도 한다(박상완, 2017: 129, Apple, 2001: 187-19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5.31.교육 개혁 보고서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개혁을 표방한 이후, 2000년대 후반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개혁을 거치면서,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은 강화된 반면 전문가로서 교사의 위상은 약화되고 있다(박상
완, 2017: 129).
교사의 전문성은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함양되어야 하는데, 교원 양성 대학 교수들이 스스
로를 ‘교사를 기르는 교사’라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박남기, 2017: 35). 특히 교수는 교사와 달리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박남기,
2017: 35), 교원 양성 대학의 교수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학습은 훈련 패러다임에서 동료 간 협력, 피드백, 코칭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대학교수들 상호 간의 협력적 문화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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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로서(Kuh & Whitt, 1988)
교수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주요 기제가 될 수 있다. 교수진 간 연구 협력이 연구 성과로 이어
진다는 사실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허은정, 김양선, 2015; Smeby & Try, 2005; Shin & Cummings, 2010). 교사 양성
과정 설계, 협력 수업, 평가, 융합 교과수업 등 교원 양성 과정의 전 과정에서 협력적 작업
수행은 교수진 업무 역량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학생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교직 적성과 인성의 개발이다. 교사로
서의 인성의 중요성은 앞서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논의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몇 차례씩
보도된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 희롱･ 및 성 폭력 문제, 그리고 낮은 교사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
(허주 외, 2016) 등은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이켜볼 만하다. 박수정과 동료 연구자들(2015)은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인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교사 인성 및 교직 적성을 반영한 예비교사 선발 및 교육, ② 교과 프로그램에
서 교사 인성 및 교직 적성 반영, ③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 인성 및 교직 적성 함양,
④ 협력적인 학습 경험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⑤ 교원 양성에서 인성 교육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즉, 교과 및 비교과를 포함한 공식적 교육과정, 동아리 활동
과 같은 비공식적 교육과정 등을 교직 입문 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교직 적성과 인성 뿐 아니라 수업 설계, 수업 실연 능력, 교육과정 구성, 지도안 작성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러 역량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규모 이론 강의가 아니라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은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수동적으로 학문의 이론
과 실제를 주입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와 동기에 의해 학습 활동에 대한 전반적
기획과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태중 외, 2016).
학생 맞춤형 수업에 관하여는 학제 유연화, 무학년제, 지능 정보형 학교 시설 구축 등 주로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강태중 외, 2016; 정미경 외, 2016;
정제영, 2016), 개별 학생을 위한 학습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고등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K-MOOC(Korea-Massive Open Course; 한국형 온라인 무료 공개 강의)가
개별화, 창의성, 능력 중심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기능한 것이 이에 해당한
다. 교원 양성 대학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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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교원 양성 대학의 사례도 발견할 수 있는데(강원대학교,
2017; 이화여자대학교, 2017), 이러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학생과 학생
간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실제 학생에 대한 수업 이후 성과
또는 역량 평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오프라인 활동은 현장 실습, 프로젝
트, 현장교사와의 개별 멘토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 학습 활동은 결국
‘현장 밀착형 교사양성과정’(박남기, 2017)이 추구하는 바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가) 초등 교육실습
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은 부속학교 및 협력학교에서 4학점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교는 내용 구성과
시기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학년에 걸쳐 8주에서 18주에 걸친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실무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표 Ⅳ-7> 참조).
현재 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은 교육 봉사 활동과 학교 현장 실습으로 구분
되어 운영된다. 전체 교육대학교 중 교육 봉사 활동을 운영하는 학교는 7개교이고, 학교 현장
실습은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되 2개에서 5개의 교과목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교에
서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 수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5개 과목은 3개교, 4개 과목 7개교,
3개 과목 2개교, 2개 과목은 1개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박수정·이인희, 2016).

나) 과정 및 내용
교육실습의 과정은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실무 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관 실습은 교육
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실습으로 관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장차 초등
교사가 될 교육대학생이 처음 경험하는 실습으로서 일종의 교직 생활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의 성격을 띠며, 실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지도와 생활 지도, 학급 경영과 학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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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관하여 교육 현장의 실제를 잘 보고 많이 듣는 관찰 위주의 활동을 통해 교직 업무에
관한 기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다(백승하, 2016).

❙표 Ⅳ-7❙ 초등교사 양성대학 수업실습 현황
(단위: 주)

대학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경인교육대학교

참관1

참관2

수업3

수업4

10

참관1

수업4

종합4

9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참관1)

(농어촌 및
도서벽지 체험1)

수업·실무2
학습지도10

수업·실무4

18

대구교육대학교

(참관1)

(참관1)

수업2, 농어촌4

수업·실무4

10

부산교육대학교

참관2

수업4

실무4

10

서울교육대학교

참가2(관찰1)

수업4

실무2

9

수업4

수업1,실무3

전주교육대학교

(참관1)

(교육봉사 30시간)

참관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실무2

10

수업4

실무2

8

수업·실무2

수업·실무4

9

실무4

10

참관2
(교육봉사1)
(참관1)

춘천교육대학교
교원대
초등교육과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참관2

(교육봉사 30시간)
(참관2)

수업4

(자율봉사 60시간)
참관1, 수업3

수업·실무4

교육봉사 60시간
관찰·참가4

10

수업6

(교육봉사 20시간) 7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참관1)

수업·실무4,
교육봉사30시간

수업·실무4

8

12

출처: 백승하(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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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참관 실습 단계에서 학생들은 교육 환경, 학생, 교사, 교육과정 운영, 교직, 학급 경영
및 담임의 역할, 기초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계획 및
업무 추진, 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 지도, 학교 평가 및 연구·연수 활동과 같은 기타 활동에
대한 관찰 실습을 실시한다. 또한 학급 교육 계획 및 업무 추진 보조, 학급 여건 조성 계획
및 업무 추진 보조, 교육과정 구성 및 학생 지도 보조, 학급 평가 계획 및 업무 추진 보조
등 지도교사를 보조하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수업 실습은 교육실습의 중심적인 단계이자 핵심적인 과정으로 대학에서 배운 교육
이론과 교수법을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학급 현장에 적용해보는 가운데 학급 경영과 수업 기술
을 터득하고 교과 학습 지도 계획, 자료 준비, 지도, 평가, 결과 처리 등의 전 과정을 경험해
보는 단계이다(이시용, 2007). 이것은 교과 수업의 원리와 실제를 다른 모든 교과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 실습생은 예비 초등 교사로서 초등학교 전 교과목을 지도할 기회
를 가지고 반복, 심화, 확산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백승하, 2016). 수업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
은 담당한 학급 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 지도, 특별 활동 및 재량 시간 운영, 생활 지도, 학급
경영을 실습해보면서 수업 설계 과정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수업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키는 등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지도 능력 및 학급 운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실무 실습은 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해 이해해보고 그것을 실제로 해보는
교육이다. 이것은 관찰 실습, 참관 실습, 수업 실습의 기반 위에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업무를 체험해 봄으로서 교직에 복무하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세를
확립하고 제반 교수･학습에 관련된 업무와 학급 경영, 학교 경영에 관련된 사무 처리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시용, 2007). 교육실습의 마지막 단계로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교과 교육에 관련된 업무와 학급 경영, 및 학교 경영에 관련
된 실무를 이해하고 체험해 보는 가운데 사무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시
용, 2007). 실무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급 경영, 각종 행사 추진, 문서 관리, 사무 관리,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이해, 학생 생활 지도 등을 경험하게 된다. 즉, 교육 실습생들은 실무
실습을 통해 교육 목표 및 방침 설정, 구현, 평가에 관련된 업무를 파악해보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이해해보며, 각종 지원 관리, 연구 및 연수, 지역 사회 및 대외
기관에 관련된 업무 파악뿐만 아닌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 자세 및 교직관을 확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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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 교육실습의 문제점은 크게 교육대학 교육과정과 실습 내용 간의 연계성 부족, 교육대학
과 실습학교의 연계성 부족, 교육실습의 체계성 부족, 교육실습 시간의 부족과 실습 시기 등으
로 나타나고 있다.

가) 교육대학 교육과정과 실습 내용 간의 연계성 부족
현재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실습 내용을 함께 놓고 보면 교육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실습
기간 중 학교에 나가 적용하는 내용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황윤한, 2007;
김갑성 외, 2009a;강현석, 2013; 송영민·노철현, 2013; 강영하, 2015). 교육실습 대상 학교
와의 협력을 위해 시·도교육청은 교육실습 담당 부서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
로써 교육실습의 지위를 매우 높게 부각시켜 놓았으나 교육실습과 이수 강좌를 구체적으로 어떻
게 연계시켜 관찰하거나 실습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강영하, 2015) 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내용이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 사이의 상호 관련은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송영민·노철현, 2013).
실제로 교육 실습생들은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와 교육실습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교육 실습생이 단위학교 수업 시간에 경험하는 문제 상황은
교직과정의 이론 수준에서 다룰 뿐 그 구체적인 활용과 응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김갑성 외, 2009a) 실제 현장에서 문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재의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체계는 대학에서 학문적이고 이론적
과목을 먼저 일정 기간 배우고 나서 나중에 현장에서 실천해보라는 구조(강현석, 2013)일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 보니 교육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습으로 이어지지 않아 교육
실습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나) 교육대학교와 실습학교의 연계성 부족
실습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협력 체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정종진, 2009; 강현석,
2013). 교육대학교와 학교는 상호 이익을 공유하거나 상호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보다는 형식
적인 관리 차원에 그치고 있고(강현석, 2013) 실습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협력 체제가 미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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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기관 졸업 후 교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수업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행
착오 기간이 필요하다(김갑성 외, 2009a).
교육대학교와 실습 학교 간 연계성 부족의 문제는 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의 형식적인
지도로 인한 문제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교육실습이 소기의 성과를 내려면 대학에서 실습 전중-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실정을 보면 대체로 실습 기간 중에 1~2회
정도 방문하거나 연구수업 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실습 후 추수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강현석, 2013). 더욱이 실습학교 방문이나 현장 지도는
실질적이지 못하여 소속 학과의 전체 교수가 관심을 쏟기보다는 교과교육 담당 교수의 일로
격하시키는 실정이다(강현석, 2013). 그뿐만 아니라 교육실습 기간 중 지도 교수와 실습 지도
교사 간 협력적 노력의 정도에 대해 응답학생의 65.0%가 협력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
(김갑성 외, 2009) 한 바와 같이 교육 실습생 지도를 위해 지도 교수와 실습 지도 교사 간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습 학생들은 실습
기간 중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다) 교육실습의 체계성 부족
교육실습 과정은 교원 양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아 왔지만 체계적이지 못하
고 관리가 허술한 경향이 있다(정미경 외, 2011a). 이러한 교육실습의 체계성 부족은 실습
프로그램의 문제와 실습지도교사의 전문성에 따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문제로는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에 이러한 기준이 거의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이다(정종진, 2009). 교육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 과정이 학생
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진행, 학생 이해, 학급 운영 역량을
함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김갑성 외, 2009a), 사전·사후 지도 없이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길양숙, 2010).
교육실습의 체계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실습 지도 교사의 자질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실습 지도 교사의 질이 보장되지 않았고(황윤한, 2007; 고재천, 2017), 지도 교사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정미재·정제영, 2012) 지도 교사의 사명감 부족으로 인해 실습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고재천, 2017)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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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은 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학급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실습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최대한 교육 계획서에 따라 실습 항목을 제공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교사의 역할
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다(정미재·정제영, 2012; 이승현·한대동, 2016).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습 지도 교사에 따른 문제점은 교육실습이 교사 양성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라) 교육실습 시간의 부족과 실습 시기의 문제점
현재 교육대학교별 8~18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교육 실습 기간에 대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
다(황윤한, 2007; 김갑성 외, 2009a; 길양숙, 2010; 김평국, 2012). 이러한 교육 실습 시간의
부족은 교육대학교의 교과 교육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평국, 2012). 현재의 실습 기간은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의 효과적 활용 방법, 평가 방법 및 도구의 이해와 활용
방법, 생활지도, 학교 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학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김갑성 외,
2009a). 이러한 실태는 외국 초등 교사 교육 기관의 실습 기간이 독일 270시간, 일본 매 학년,
미국 한 학기(황윤한, 2015), 호주 최소 80일(16주 이상)(정종진, 2009), 핀란드 6개월에서
1년 정도(정미경 외, 2010)라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8~18시간의 교육실습 시간에 개선이 필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습 시기와 관련해서는 교육실습 중 학교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실무
실습 및 수업 실습이 3∼4학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대학교의 실습 기간은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학교 실무를 이해하고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실무 실습과 수업 실습은 3, 4학년에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의 체계가 대학에서 학문적이고 이론적 과목을 먼저 일정 기간 배우고
나서 나중에 현장에서 실천해보라는 구조(강현석, 2013)때문인데, 학생들은 최근 임용 고사의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실습이 임용고사 준비로 인해 바쁜 시기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김갑성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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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중등 교육실습의 현황
(1) 현황
교육실습은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이 예비교사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
해 교육적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실
습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조대훈·김자영,
2013). 2017 교육부 교원 자격 검정 실무 편람에 제시된 전체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은 4학점 이상으로 이중 학교 현장 실습 2학점 이상, 교육 봉사 활동 2학점
이내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기본 교수 요목에서도 운영 형태를 참관 실습, 수업 실습, 실무
실습으로 제시하여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2017: 69-70).
그러나 전체 무시험검정 최저 자격 기준을 사범대학 기준으로 77학점으로 봤을 때 교육실습
의 비중은 5%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며,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구분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현장 실습 학교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박수정 외, 2015)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실습의 내용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수준 역시 편차가 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교육실습 사례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은 초등에 비해 기관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중등
교원 양성 기관 중 교육실습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세 개 대학교의 교육실습 운영 사례를 중심으
로 기술한다.

①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사례 1 : A대학교3)
A대학교는 교육실습을 교육실습 1, 교육실습 2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습 기간을 각 단계 총 3주에서 4주로 연장하여 총 8주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육실
습 목적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 및 기능 등을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는데 있으며, 현장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을 직접 담당해 봄으로써 학교 학습과정과 학생
3) 각 대학의 실습 관련 내용은 해당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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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도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1은 참관실습 1주와 수업 실습 3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습 대상자는
6학기를 이수한 자에 한하고 있으며, 실습은 해당학교 부설 학교 및 협력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습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참관 실습은 수업 관찰, 특별 활동 관찰, 학교 경영 관찰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수업 실습은 실제로 학급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 지도
역시 수업 실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실습 1을 위한 사전 교육은 학과별로 지도 교수
책임 하에 진행되며, 지도 교수는 실습 중 실습 학교를 순회하며 지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둘째, 교육실습 2는 참관 실습 1주, 수업 실습 2주, 실무 실습 1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습 대상자는 7학기 이상의 이수자가 대상이며, 실습 학교는 교육실습 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습 내용을 살펴보면 참관 실습은 수업 관찰, 특별 활동 관찰, 학교 경영 관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업 실습은 수업, 수업 자료 준비, 수업 지도안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실무 실습은 경영 활동, 분장 업무 수행, 학급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영 활동에는
학교 경영 계획 및 이해, 학급 경영, 사무 처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장 업무 수행은
각종 일지 작성, 공문서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급 운영은 학급 지도, 수업 연구 활동,
환경 미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실습생 관리는 교육실습 1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②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사례 2 : B대학교
B대학교는 2014년부터 교직과정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2주간의 참관 실습과 3주간
의 수업 실습을 적용하여 총 5주간의 교육실습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습 사전 교육
시간을 필수 이수로 15시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1은 참관 실습으로 3학년 2학기에 2주간 운영된다. 실제로 수업을 참관하며
좋은 수업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수업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평가해보며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
어 보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실습 2는 수업 실습이며 참관 실습을 종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4학년 1학기에 운영된다. 특징적인 점은 학점 부여를 참관 실습과 수업 실습을 합산하
여 3학점으로 산정하며, 수업 실습이 끝난 후에 최종적인 학점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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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사례 3 : C대학교
C대학교는 앞에서 제시한 사례와 다른 사례로 현장에서 진행하는 실습 기간은 4주로 다른
교원 양성 기관과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실습 4주와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1학점을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는 교육실습 사전·사후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교육실습이 진행되는 학기에 교육 실습 전 4주의 교육과 사후 교육 2주로 이루어지
게 된다.
진행 내용을 살펴보면 1주에는 교육실습과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2주에는 교육 실습생의 수업 지도 준비, 3주에는 교육실습생의 생활 지도 준비, 4주에는 관찰과
성찰 준비, 5~10주는 교육실습, 11주와 12주는 교육실습 경험 성찰 및 공유로 진행된다. C대
학의 교육실습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Ⅳ-2]와 같다.

1-4주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

교육실습과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
교육실습생의 수업지도 준비
교육실습생의 생활지도 준비
관찰과 성찰 준비

⇓

1학점

5-10주
(교육실습)

- 실제 현장의 교육실습

2학점

⇓
11-12주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 교육실습 경험 성찰 및 공유

총 3학점 운영

❙그림 Ⅳ-2❙ C 교원 양성 대학교 교육실습 운영 사례
출처: 박수정·이인회(2016), p. 423.의 <표 4>를 바탕으로 C 대학교 홈페이지 공시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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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등 교육실습의 문제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에 비해 중등 예비교사들
의 교육실습과 관련된 연구들로는 많지 않았다. 중등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는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조사(강경희, 2009;
박인옥, 2007), 질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교육 실습생의 교육실습 경험을 분석한 연구(진형란·
유태명, 2014) 등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서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에 관련된 선행연
구 중 제도적 차원이나 내용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원석(2016)은 교육 실습생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서 교육 실습생에게 하는 연수가 1주차
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례적이며 행사와 같이 진행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석하
였다. 또한 교육 실습생의 수업 참관이 동일한 과목의 수업 참관보다는 다른 과목의 수업 참관을
실시한 경우가 40%이상이나 되어 수업 참관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수업 실습
에 대해서도 교육 실습생에 따라 5번에서 20번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수업 실습
은 지도교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 지도 및 상담 역시 교육
실습생이 경험하기에 부족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수정·이인회(2016)는 외국의 교육실습 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1969년 이래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의 기준이 최소 4주, 2학점 이상의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초등의 경우 부속학교와 협력학교 등을 통해서 체계
적인 교육실습이 이루어지지만, 중등 같은 경우 교육실습생의 수가 과도하며 그에 따른 실습
학교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조대훈·김자영(2013)은 교육실습을 실제 운영하는 단위학교의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현재 4주간의 교육실습은 교육실습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학교 행사가 많은 5월에
대부분의 학교가 시행하는 것은 수업 결손을 방지하려는 학교 측에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실습 내용 면에서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없이
교육실습 지도교사 역량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며, 교원 양성 기관이 주체적으로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교원 양성 기관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관리에만 집중
할 뿐 교육 실습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방임적이라고 보고 있다.
엄미리·엄준용(2010)은 교육 실습생의 교육실습 전･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다. 첫째, 교육 실습 기간이 짧고 교육실습의 중요성에 비해 배당된 학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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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다. 둘째, 대학에서는 이론만을 실습학교에서는 실습만을 담당하는 형태의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대학에서 배운 교직 과목들의 단위학교 현장 유용성은 저조하였다.
이상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다음 <표 Ⅳ-8>과 같다.

❙표 Ⅳ-8❙ 중등 교육실습의 문제 종합
구

분

이원석(2016)

문 제 점
- 의례적인 연수
- 수업참관의 비효과성
- 지도교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실습

박수정·이인회(2016)

- 교육실습 학점 기준이 낮음
- 실습학교 확보의 어려움

조대훈·김자영(2013)

- 실습기간과 시기의 부적절성
- 교원양성기관과 실습학교의 비협력적 관계

엄미리·엄준용(2010)

- 짧은 실습기간과 낮게 배당된 학점
-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과정
- 교직과목의 비유용성

3)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에 관한 논의는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교육실습 기간 확대로 집중된다. 관련 논의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논의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서 배운 내용을 단위학교 현장에서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미래에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판단해보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과정 중, 자신의 교과내용학적 지식과 교과교육학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보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교육실습이라는 과정은 배움의 가치를 지식전달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자신이 배운 지식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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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문제이거나 예비교사의 교수역량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후자의
문제보다는 전자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문제 또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Ⅳ-9❙ 교육실습 추가 필요 교과목에 대한 사대생의 의견
(단위: 명, %)

구

빈도

백분율

수업 내용 준비

68

14.8

수업 지도 방법

163

35.4

평가 방법

9

2.0

학생 이해 및 생활지도

138

29.9

학급 경영

28

6.1

인간관계(교직원과의 관계 등)

19

4.1

학교행정(NEIS 등 이해)

17

3.7

교육정책(국가 및 교육청 수준)

17

3.7

기타

2

0.4

461

100.0

전

분

체

출처: 김갑성 외(2009), p. 41.

상기한 <표 Ⅳ-9>는 김갑성 외(2009a)의 연구에서 교육실습 후 예비교사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사범대 학생의 의견을 조사한 내용이
다.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후 ‘수업 지도 방법’, ‘학생 이해 및 생활 지도’, ‘수업 내용 준비’
관련 교과목이 교원 양성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는 점은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반드시 현장인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교원 양성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서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지해야하고, 단위학교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교육실습이 체계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교육 실습 학교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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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실습 기간 확대 논의
앞서 언급한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교육
실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는 단순히 시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 기간 확대에 따른
내용의 체계성을 담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실습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김갑성 외(2009a; 40)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교육실습 기간의 충분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한 예비교사의 64.2%가 ‘충분하다’
라고 응답한 반면, 35.6%가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수치상으로 ‘충분하다’라고 응답
한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실습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서 <표 Ⅳ-9>에서 예비교사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과목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추가 교과목으로 예비교사들은 ‘수업 지도 방법’, ‘학생 이해 및 생활 지도’, 및 ‘수업 내용
준비’를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실습 기간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실습 기간이 현재보다 길었다면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앞으로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 기간의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황윤한, 2015). 중국과 대만은
한 학기의 교육실습(중국과 대만은 한 학기), 영국은 15주, 프랑스는 18~19주, 호주는 12~20
주, 핀란드는 6~12개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실습 기간보다 월등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긴 교육실습 기간 동안 예비교사들은 자신이 교원 양성 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단위학교에서 구현해 봄과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다양한 소스로 부터 피드백 받아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
정과 양성 기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실습 기간을 외국과 같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린다면, 현재 4년의 교사 양성 기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기적
으로는 현행 교육실습 기간의 효율적 활용, 중등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의 교육실습 기간
확대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교원 양성 기간이 4년 이상으로 확대됨과 연계하여
교육실습 기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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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초등 교원 양성체제의 현황
(1) 현황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은 1895년 최초의 관립 교원 양성 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수차례 제도 변화를 겪으며 현재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로 자리 잡게 되었다(윤세정, 2013). 최근 제주대학과
제주교육대학교가 통합하며 일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양성은 국립교육대학교 중심의 목적형 체제로 이루어져 왔다(2010, 허숙).
교육대학교는 고등 교육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동법 제44조에는 ① 교육자로서의 확고한 가치관과 건전한 교직 윤리를 갖추도록
함, ② 교육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체득하게 함, ③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생애에 걸쳐 스스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확립하도록 함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구성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윤세정, 2013).

(2) 교육과정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 과정과 전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공 과정은
교육학 교육과 교과교육, 실기·실험, 심화 과정, 교육실습, 졸업 과제 및 사회 봉사로 나누어져
있고 교양 과목을 포함한 전체 이수 학점은 140학점 내외이다.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
대학교가 1981∼1984년에 4년제 학사 과정으로 개편되면서 문교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 준칙
을 기초로 하여 각 대학마다 편성·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고등교육법 제41조와 44조를 기초로
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각 대학의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제와 편제, 과목 구성은
대체로 동일하다(김갑성 외, 2009a).
다음의 <표 Ⅳ-10>은 현행 교육대학교별 교육과정의 교양 과정, 전공 과정, 총 이수 학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박연옥, 2015: 15). 총 이수 학점은 대체로 134∼147 학점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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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데 이중 교양 과정은 3∼40학점으로 제시된다. 전공 과정은 교육학 교육(교직), 교과
교육 특별 활동, 실기･실험, 심화 과정, 교육실습, 졸업 과제 사회 봉사로 구성된다.
❙표 Ⅳ-10❙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편제
(단위: 학점)

전 공 과 정

총 이수
학점

대학

교양과정

교육학
교육(교직)

교과교육
특별활동

실기·실험

심화과정

교육실습

졸업과제
사회봉사

경인

36

21

47

12

21

5

P/F

144

공주

40

18

51

9

21

4

P/F

147

광주

36

20

56

8

21

4

P/F

145

대구

44

22

50

3

21

4

P/F

145

부산

31

24

44

13

22

4

P/F

134

서울

40

18

50

8

20

4

P/F

140

전주

38

20

62

10

21

4

P/F

145

진주

30

18

62

11

20

4

P/F

145

청주

40

18

64

16

18

4

P/F

146

춘천

3

21

49

12

21

4

P/F

141

출처: 박연옥(2015), p. 15.

(3) 교원 자격증 취득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교사 2급을 부여받는다.
이때 정교사 2급 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육대학교에서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하게 된다. 즉, 한국의 교원
자격증은 무시험검정 원칙에 따라 발급되는 것으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
을 충족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서류 심사만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교원 자격증 취득 이후 각 시·도별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통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다(<표 Ⅳ-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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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 분
전공 과목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

기 타

과 목

이수 기준

기본 이수 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 교육 영역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 과목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교육 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 판정,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2회 이상

나) 초등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
초등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으로 교육정책 및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미반영, 교육과정 과다
및 운영 부실,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1) 교육정책 및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미반영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회와 학교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한 지속적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상시 보완 체제가 미흡하
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갑성 외, 2009a). 실제로 최근 정부는 초등학교 교육 정책을 다양
화, 특성화,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교육대학에서 이러한 초등 학교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초등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박상완,
2009).
최근 핀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단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혁은 다가
올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역량을 국가 수준에서 미리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김이경, 2016).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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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에 맞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과 내용의 양과 구성 방식,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등에 있어 이전의 교육과정
과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강화, 인성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국가나 사회의 강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이원희,
2014).
하지만 현재 초등 교원 양성 과정에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목 신설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
고 교육과정 구성이 이론 중심 전공 이수 과목에 치우쳐 있어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과교육 영역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이다(김희규, 2016). 그리하여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변화하는 추세에 맞는 교과 내용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김갑성 외, 2009a).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지어 초등 교원
양성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개정 교육과정이 교원 양성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김희규(2016)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교원 양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지적하였다.
정영식(2016)은 교원 양성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과정
은 컴퓨터 교육과 학생만 수강하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이외의 학생들은 관련 내용
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내용 역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프로그래밍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9년 초등 5, 6학년 실과 과목에 연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교원 양성 과정에 소프트웨
어 교육이 기본 이수 과목에 반영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소양을 길러주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과다 및 운영 부실
교육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전공 과
정은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12개 교과 영역(통합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포함)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관련된 과목들로 모든 과목을 필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 과다로 교직이론과 함께 12개 교과의 영역을 모두 학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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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담을 갖게 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을 위한 전공 과목 50학
점 이상, 교직 과목 22학점 이상이라는 최저 학점 기준 또한 학생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송영민·노철현, 2013; 허숙, 2011).
또한 교육대학교 교육과정은 타 대학과 비교하였을 때 학점 수와 실제 수업 시간 수가 일치하
지 않아 전체 학점 수에 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의 수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편제상의 문제점
은 학점 이수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련 내용을 깊이 탐구하기보다 제공되
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송영민·노철현, 2013; 이원희, 2014).
교육과정 운영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교육과정 내용이 이론에 치우쳐
있어 실제 학생 지도에 필요한 평가 및 수업 전략, 생활 지도나 학급 관리와 같은 방법·전략
강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강영하, 2015), 각과 교육의 전공자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가지
고 시작된 심화과정 운영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교과전담제 수업으로 인해
심화 과정 운영 자체가 가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유명 무실한 상황이다(송영민·노철현,
2013). 또한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교직 강좌가 교육에
관한 기본 지식과 안목을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교직을 준비하기에 체계적으로 관련
되어 있지 않고, 학년 수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지 않는 내용 구성과 교과과정 간 중복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알 수 있다(김갑성 외, 2009a). 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인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과목들 간이 연계되어 운영되지 않고 개별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강현석, 2013)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제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교육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불만족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전, 2011; 홍선호, 2011; 황윤한, 2015).

(3)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우리나라의 초등 교원 양성 교육 기관과 실제 학교 현장은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
고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김갑성 외,
2009a; 박상완, 2009; 황윤한, 2015, 김성천 외, 2017). 즉, 예비 교원들은 정해진 교육실습
기간을 제외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실제의 학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대학교와 학교 현장의 연계성 부족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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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가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초등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수법이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연계되지 못해 졸업 후 현장에 나가 학생지도에 실제적으
로 필요한 교수 방법을 습득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 능력 개발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박상완, 2009). 예비교사 교육은 교수 학습 이론 학습 후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교육도 중시되어야 하지만(김갑성 외, 2009a) 지금과 같이 교육대학교와 학교 현장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2)
가)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현황
(1) 현황
우리나라의 중등 교원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 일반대학의 교직 과정, 교육대학
원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이것은 사범대학이라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두고도, 사회적 요구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개방형 체제를 함께 두고 있는 것은(박수정 외, 2015)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초등 교원의 양성체제와는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2016년 교원 양성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범대학은 국립 15개교, 공립 1개교, 사립 30개
교이다. 다음으로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는 국립 1개교, 사립 30개교이고,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국립 29개교, 공립 1개교, 사립 120개교, 사립 산업대 2개교로 제시된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국립 23개교, 공립 2개교, 사립 83개교로 나타났다(<표 Ⅳ-12> 참조).

❙표 Ⅳ-12❙ 교원 양성 기관의 현황
(단위: 개교)

분 류

목적형

형 태

국립

공립

사립

사범대학

15

1

30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

1

0

30

교육대학원

23

2

83

교직과정

29

1

120

68

4

263+2(산업대)

개방형
전
출처: 교육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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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면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국립의 비중보다는 사립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형태 분류에 따라서는 목적형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은 교원
의 보수 교육이라는 목적을 함께 갖고(박제일·조희성, 2005)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을 제외
하면 개방형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현재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은, 양성 기관의 현황과는 다르게 일반대학
내의 교직과정의 입학 정원의 비중은 교육대학원, 사범대학의 비중 순으로 높다. 이는 입학
정원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인데 입학 정원이 승인되지 않은 배경에는 현재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일반대학 내의 교직과정에 대하여는 ① 교원 양성에 대한 교육 질 관리 미흡, ② 교육 기관
운영의 효율성 부재(이부하·정경옥, 2015: 619), ③ 중등 교사 자격증 소자자의 과잉 배출
등이 문제로 진단되고 있어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의 인위적 조절이
작용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각 형태와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입학 정원을 정리하면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
(단위: 명)

분 류

목적형

개방형

형 태

국 립

공 립

사 립

사범대학

3,726

98

5,676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

15

0

769

교육대학원

4,548

252

9,087

교직과정

승인정원 없음(신입생)

출처: 교육부(2016)

(2) 양성체제에 따른 자격 검정(기본 이수요목)과 실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의 교원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대학의 장에게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 이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했을 때만 교원 자격을 수여하는 것(교육부, 2017)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
자격을 수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교원 양성 기관의 관점에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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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할 필수요목 정도로 볼 수 있다. 교육부(2017: 80-115) 교원 자격
검정 실무 편람을 기준으로 각 형태별 기본 이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는 전공 과목에서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에서 22학
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전공 과목은 기본 이수 과목에서 21학점 이상, 교과 교육 영역에
서 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과목에서는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전공 과목 평균 성적 100점 중 75점 이상, 교직
과목 평균 성적 100점 중 80점 이상이 되어야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이밖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등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무시험자격 검정과 동일하나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는 교직과정
에서만 교원이 양성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을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
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육대학원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은 전공 과목에서 50학점 이상이며 이중 기본 이수
과목은 14학점, 교과교육 영역은 6학점이다.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이며 교직 이론은 12학
점, 교직 소양은 6학점, 교육실습은 4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기준은 교직과
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 전공 과목 평균 성적 75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다른 형태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기준들은 공통적으로 보이나, 교육대학원의 전공 과목 중 기본이수 과목과 교과
교육 영역이 다른 형태의 교원 양성 기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중 사범대학의
교직 과목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73.9%의 학교에서 최저 이수 기준인 22학점으로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 이수 기준을 상회하는 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에 1학점을
추가하거나 교직 소양에 1개 과목을 더 개설하는 정도(박수정 외, 2015: 67)로 나타났다. 즉,
최저 이수 기준만 충족하여 무시험자격 검정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초점
이 맞추어져 있고, 교직과목 내에서 해당 학교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점
현재 중등 교원 양성체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일화·천세영
(2017)은 중등 교원 양성은 교직 과정의 전문성 부족, 일반대학과의 교육과정이 동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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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이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사 양성 위주로 편
성･운영되는 특징이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정 외
(2015)는 현재의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며, 교과 교육학 영역에서 중등 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실험, 실습 영역이 부족
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부하·정경욱(2015)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일반대학의 교
육과정과 중복되거나 차별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최저 기준에 맞춰
운영되기 때문에 지나친 다양화로 전문성과 특수성이 결여되고 있는 점도 제시한다. 중등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으로 전공 교수와 교육 여건이 미흡하고, 교원 자격 소지자가 과잉 배출되는
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시기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를 구분하여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명희 외(2014)는 중등직업교육 교원의 양성·임용·연수 개선 요구 분석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커지는 데 반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한계가 있으며,
전문교과 교사는 사범대학보다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 출신의 교사들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무시험검정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임연기(2013) 사범대학은 이미 목적형 교원 양성 체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가에서 사범대학을 계속 확장시켜 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교직 과목의 중복성과 이론
중심으로 인해 정체성이 불분명하며, 교직 과목 전담 교수 확보가 미흡하여 교육 여건이 부족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훈(2007)은 중등 교원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현 중등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무시험검정과 교원 자격 효력의 무기한제로 인해 실제 교사 자격을 수여
받는 사람의 역량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교흥(2007)은 현 절충형 제도가 중등
교원의 공급 과잉의 원인이 되어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으며, 교원 자격증 남발, 국가
수준에서의 질적 통제 장치의 결여가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초·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분리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실제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의 변화는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반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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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2001)은 교직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에서 교직 과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요성이 강조되어 도입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교과에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교원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직 과정의 문제로 교직과정을 이수하
는 학생들의 교직 이수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범대학의 학생들보다 교직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교직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내용은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는 깊이와 수준이 너무 다르며, 실제 교직 과정의 교육과정 목표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현재의 중등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 종합
구

분

정일화·천세영(2017)
김승정 외(2015)

이부하·정경욱(2015)

장명희 외(2014)

문 제 점
- 교직과정의 전문성 부족
- 고등학교 교사 양성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 교육 내용에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미포함
- 실험･실습 영역의 부족
-

사범대학 교육과정 특수성 결여
최저 기준에 맞춰 운영됨에 따른 교육과정 전문성 결여
교원 자격 소지자 과잉 배출
전공교수 확보율 미비

- 시대적 요구에 뒤처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 무시험검정 자격 제도의 문제

임연기(2013)

- 교직과목의 이론 중심
- 교직과목 전담 교수 확보 미흡

홍성훈(2007)

- 무시험검정과 자격 효력의 무기한으로 인한 역량 검증 기제 부족

박세훈(2001)

- 교직과정 학생들의 교육관 부족
- 교직과정의 교육내용, 여건이 교원 양성 기능으로서의 부적합성

3)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에 관한 논의는 교과교육학 및 교직학 지식 강화 논의와 교원 양성
기간 확대로 모아진단. 관련 논의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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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교육학 및 교직학 지식 강화 논의
앞서 언급된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 중 우선 언급될 수 있는 것은 교과교육학 및 교직학 지식
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문제와도 결부되는 이 문제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 내 교육과정상에서 교과 교육학과 교직이 교과 내용학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교과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
고 있는 반면,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하는 교과
교육학과 교사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기본 교육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교직학을 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갑성 외(2009a)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비교사의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다. <표 Ⅳ
-15>는 예비교사들이 설문에 응답한 사범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교과교육학과 교직의 필요성 및 충분성을 묻는 의견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교과교육학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77.0%)이 충분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52.4%) 보다 높았고, 교직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1.4%로 충분성에 대한 긍정 응답 58.1% 보다 높았다. 이는 교과
교육학과 교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 양성 체제하에서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15❙ 사범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내가 지금까지 수강한 교직 강좌(예: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과정 등)는 교육에 관한 기본 지식과 안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7
(3.7)

69
(14.9)

287
(62.0)

90
(19.4)

463
(100.0)

내가 지금까지 수강한 교직 강좌는 교육에 관한
기본 지식과 안목을 형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30
(6.5)

164
(35.4)

235
(50.8)

34
(7.3)

463
(100.0)

내가 지금까지 수강한 교과교육 강좌(예: ○○교육연구 등)는
교사로서 장차 수업을 운영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8
(3.9)

88
(19.1)

258
(56.0)

97
(21.0)

461
(100.0)

내가 지금까지 수강한 교과교육 강좌는 교사가 장차
수업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30
(6.5)

191
(41.2)

203
(43.8)

40
(8.6)

464
(100.0)

구

분

출처: 김갑성 외(2009a), pp.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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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학과 교직학은 교사가 교사다운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 조건이다. 충분한 내용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량을 갖추어야만 교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육적 실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할 교육학적 지식인 교직학을
충분히 내면화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 양성
체제는 현재의 교과 내용학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교과 교육학과 교직학 중심의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는 교과 내용의 재조직, 교과 간 융합, 그리고 현장 친화적 교사가 필요한
현재와 미래 교직에서 반드시 필요하 조건이다.
이와 함께 교과교육학과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는 현재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교사’로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직학적 이론과 실제를 접목
하여 교과 내용을 재조직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연구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교직은 교과 내용을 재조직하여 재생산하고 연구를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연구 가능한 교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 교원 양성 기간 확대
교원 양성 기간 확대는 바르게 변화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금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다. 현행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 일반
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직 소양, 교육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예비교사들이 4년이라는 양성 기간 안에 위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국에서도 교원 양성 기간을 4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표 Ⅳ-16>은 주요국의 교원 양성 기간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국 대부분이 5~6년의 교원 양성
기간을 갖춘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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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주요국 교원 양성 기간
구 분

양성 기간

미 국

 교사양성체제가 다양함, 우수한 대학은 대체로 5년제로 운영
- 4년제 : 47%, 4~5년제 : 45%, 5년제 : 11%
- 교사 자격증은 취득하지만, 석사학위 부여하지 않는 대학 후(Post-baccalaureate)
프로그램 : 47%, 교사자격증과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대학 후 프로그램 : 11%
- 5년제의 경우, 4+1(예: 스탠포드대학) 또는 2+3(예: 버지니아대학) 방식 등 다양

영 국

 1999년부터 공립학교 근무 신규교사에게 일정기간 수습 의무화
 방만한 교원양성 과정 정비하여 교육대학, 대학의 4년제 교원양성과정, 3년의
대학과정을 마친 후 진학하는 PGCE(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의
3가지 경로로 운영
→ PGCE로 교원양성 경로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

프랑스

 종합대학 교원교육원(Instituts Universitaired de la Formation des Ma^itre
IUFM)체제(대학 부설기관의 형태)
 3+2제도 : 일반학부 학사 이수(3년)후, IUFM에서 2년간 교원양성과정 이수
 IUFM 1년차 교육 : 교과교육 및 실습, 임용고사 대비 교육으로 구성, 1년차 교육
이수 후 임용고사 응시 → 2년차 교육 : 임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예비교사가 의무적으로
수습교사 신분으로 이수(급여 지급, 현장 책임 연수, 연수 논문 작성, 팀제 훈련 등)

핀란드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높은 편임
 3+2제도(학사학위 3년 과정 + 교사교육 2년 과정) 운영, 석사학위 부여

일 본

 현재 한국과 같은 체제임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50%는 국립 교육대학에서 양성,
나머지 교사는 종합대학의 교육학부 등에서 교직과정 형태로 양성
 최근 전문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을 논의, 동경학예대학에서 4+2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대부분의 다른 국립대학도 따를 것으로 전망

출처: 김갑성 외(2009a), pp.7-15를 재구성한 것임.

이에 현재 4년의 교원 양성 체제를 5년 이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사 수준의 양성체제를 넘어 석사 수준의 대학원 중심의
양성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중심의 교원 양성 체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관 운영 측면에서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정비, 소규모 교원 양성 기관의
효율성 및 교원 양성 기관 간 연계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둘째,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교육 내용 및 방법 개발이 용이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를 통한 교육실습의
내실화 및 체계화가 가능하며, 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교육 여건 개선이 용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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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자격과 임용 측면에서 교사 자격 소지자 적정 배출로 질 관리가 가능하고, 교원
자격 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탄력적 교원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인재의 교직 유입
을 촉진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
1)
가) 신규 교사 임용고사 변천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 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
의 신분 발생에서부터 그 변경 및 소멸되는 모든 행위를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임연기, 최준열,
2010:335-336).
신규 교원의 선발 및 임용이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을
정년 퇴임 및 명예 퇴임에 의한 자연 감소 인원과 교원 정원 확대에 따른 충원 예정 인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신규 채용
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전형 절차를 따른다. 즉, 신규로 교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서 따라 합격자
를 신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김운종, 2013).
교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방식은 임용 시험으로, 그 공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다. 이는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 길러진 예비교사 가운데 실제 교직에 입직할
사람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 중요성에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임용 시험 방식이 비단 교사를 선발하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 양성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사 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임용 시험은 특히, 교직을 지원하는 예비교사들의 직능 계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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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발굴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번 교원으로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 퇴직까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용 시험의 성패는 교육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이재봉, 김흥수, 김선배, 1998). 또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예비교원
을 선발하여 일정 기간의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한 후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친 예비교사를 선발하여 교육 현장에 바로 배치하여 활용하기
를 기대하고 있는 현재의 교원 임용 시스템에서 보다 우수한 신규 교원의 선발이야말로 학교
교육력의 제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김운종, 2013).
교원 임용 시험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신규 교원의 임용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
학 졸업자를 국가에서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일부 교과에 한하여 교원 임용 후보자 순위 고사를
통하여 선발･임용하였다(김명수, 2011). 이 제도 하에서는 신규 교원의 수요에 비하여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순위고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즉,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시험 응시 기회조차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1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김명수, 2011). 이에 따라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는 물론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 채용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교사 선발을 안내해 온 「교육공
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쟁쟁시험규칙」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초등 및
중등 임용 시험 모두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면접과 수업 능력 평가로 구성된다.

나) 초등 교원 임용고시의 주요 내용
2016년도에 시행된 201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임용 고시의 주요 내용을
응시 자격 요건 및 시험 과목 및 배점, 출제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12월에 시행되었던 2017년도 초등 교원 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017년 2월말 이내 자격 취득 예정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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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초등 교원 임용 고시는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각 100점이 부여된다(<표
Ⅳ-17> 참조). 1차 시험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와 채점이 진행된다.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배점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다.

❙표 Ⅳ-17❙ 초등 교사 임용 시험 과목, 배점 및 출제 범위(2017학년도 임용)
단계

시험 과목

배점

교직논술

20

교육과정 A

40

교육과정 B

40

한국사

-

교직적성 심층면접

20~50

1차
(100점)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 실연

2차
(100점)

초등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제유형

1

60분

논술형

22문항
내외

70분

기입형,
서술형

70분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교과과정의 일정 단원에 대한
10~20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10~40
의사 소통 능력
영어 의사소통 능력
10~40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1~4문항 10~20분

구술형

1

50~60분

서술형

1

15~20뷴

구술형

3~4문항

10분

구술형

10분

구술형
개별평가

25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정신 소양 및 활용 능력 등

음악

5

음악 교과 실시 능력

1인당 3분

미술

5

미술 교과 실시 능력

100분

체육

5

체육 교과 실시 능력

1인당 3분

인문정신 소양평가

실기

출제 범위

개별평가

출처: 권동택(2017). p. 57.

1차 시험에서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하는데, 지역 가산점이 1차 시험에 반영되는데,
그 정도는 미미하다. 한편, 초등 교원 임용의 경우, 대학 성적도 반영되는데, 전 학기 성적
석차를 환산해서 전체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간격은 0.5점으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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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 교원 임용고시의 주요 내용
중등 교원 임용고시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은 선발 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이다. 2016년도 시험에 응할 경우,
2017년도 2월에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된다. 즉,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
의 경우에도 아직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예비교사도 임용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등 교원 임용고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표 Ⅳ-18❙ 중등 교사 임용 시험 과목, 배점 및 출제 범위(2017학년도 임용)
단계

시험 과목

교육학

1차
(100점)

전공 A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수

시험 시간

문제 유형

20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1

60분

논술형

16

8

24

- 교과교육학(25~35%)
- 교과내용학(75~65%)

20
전공 B

10
10

한국사
시험과목

2차
(100점)

6

90분

5
2

90분

1

-

기입형
서술형
서술형
논술형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배점

출제 범위

일반교과

실험교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40~50

40~50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학생과의 소통,
지도능력(외국어 과목은 일정부분 외국어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10~15

10~15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수업실연

40~50

20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실기 및 실험평가

-

30

음악, 미술, 체육: 별도 출제 범위 및 내용 지정
과학교과: 전공별 탐구주제 수행능력 평가

출처: 권동택(2017). p. 59.

중등 교원 임용 고시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1차 및 2차 시험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시험으로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등 필기 시험이다. 2차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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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실기과목의 경우 실기 및 실험 평가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초등과 마찬가지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방식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가령,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평가를 개별 면접 외에 집단
토의를 도입하여 의사 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수업 능력 평가를 위해서
도 수업 실연 외에 수업 나눔이라는 성찰 문답 시간을 포함한 것은 좋은 예이다(신승균, 2017).

2)
교원 임용 고사(정확한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는 1991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개선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
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주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 수급 예측 한계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우리나라의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과 함께 매년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원의 수요 파악은 학령 인구를 중심
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및 이농 현상 등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추가 배치 등 다양한 교육 정책적
변수도 고려한다. 이러한 수요 파악과 더불어 퇴직 교원 및 양성 인원 등을 토대로 공급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급 상황을 매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교원 수급의 중･장기적 예측은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행되고(가령, 김이경 외,
2006, 최지희 외, 2009; 이영 외, 2011; 박현정 외, 2014 등) 연구 설계나 활용 자료도 제각각
이다. 그 결과,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예측 및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양성 기관이나
예비교사들은 어려움에 빠진다. 초등 교원의 경우, 임용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지역 간
경쟁률 편차가 심해 지원자 부족과 과중 현상이 지역에 따라 동시에 발생하고 연도별 채용 인원
도 들쭉날쭉하여 임용 당국과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중등 교원의 경우 임용 시험 시행
직전에 발표되는 선발 과목 모집 인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하는 실정이
다. 이는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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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임용 시험 방식의 적합성 부족
현재와 같은 임용 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 방식은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정
미경 외, 2011b). 그 동안 임용 고사가 과연 현재와 미래 초중등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제로서 타당한가?, 논술 등 지필 시험으로 치르는 경쟁적이고 상대 평가
위주의 시험이 우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제인가?, 경쟁 시험으로 인한 소모적인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필 고사의 비중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 수업 실기
능력 평가나 면접 시험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사명감, 헌신,
소양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기업 및 타 기관의 신규채용 방식과 비교할 때 국가적
으로 중요한 교사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교사 양성 기관 재학생들이 임용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적절한가?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원 임용 고사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품질 지향적인 기제라기보다는 교사의 양적
수급에 치중한 제도로서, 지식 위주 평가이며, 지나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임용 시험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역량 있는 우수교사를 선발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김희규,
2013).

다) 교원 임용 고사 관리 방식의 부적절성
교원 임용 고사 관리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가령, 교원의 임용 주체가 시･도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 시험에 중앙 정부의 입김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공개 전형
의 실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1.5배수에 들었다 최종에서 탈락한 예비교사들의 시간이 지나
치게 낭비되고 다른 취업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교원 임용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
는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절한가?, 해마다 집단 합숙 방식으로 출제하는 1차 필기
시험 출제의 경우 출제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2차 시험 채점자들의 경우도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등의 의문점은 그 몇 가지 예이다.
1, 2차 전형의 경우 대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와 채점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출제위
원 및 채점 위원의 섭외상의 어려움, 단 시간 내에 대규모 논술 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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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등이 토로된다. 시･도의 경우에도 3차 전형인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임용 시험 당락에 따른 이의 제기 등 민원까지 대처해야 한다(정미경,
2011).
특히, 임용 시험 출제와 채점 등 관리 주체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에
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용 고사는 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하여 시행하는 업무이
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사항만 수탁 받고 신규교원 임용
시험 제도 개선이나 발전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 관련 제도
연구는 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신규 교원 임용 시험의
개선과 발전 및 연구 결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신규 교원 임용체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제상, 2016).

라) 임용 시험과 교원 양성 간의 괴리
교원 임용 시험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간의 괴리로 인하여 양성이 부실화된다는 문제가 빈번
하게 제기된다. 4년간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결과는 거의 무시된 상태에서 일회적인 지필
고사와 면접을 토대로 임용 고사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교원 양성 대학에서의 교육은
소홀하고 시험 준비에만 주안점을 두는 사설 학원을 찾게 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권동택,
2017). 교원 양성 기관의 질 또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임용 비율을 의식하여 양성 기관이
자체적으로 예비교사들이 임용 고사 준비에 몰두하도록 교육과정을 파행 운영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교육학 논술은 양성과 임용 시험 간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으로 언급된다.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학 논술의 출제 방향은 ① 교원 양성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학 수강 및 폭 넓은 교직 소양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평가, ② 지엽적인 교직 현상보다는 교직의 다양한 영역과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평가,
③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교직 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
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평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내용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4년 내에 소화하는 데 무리가 있고,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결국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한다는 지적이다(김희규, 2013). 예비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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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성 기관에서 충실히 공부하는 것으로는 임용고사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은 탓에 입시 기관
에 의존하거나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소모적인 임용 시험 준비는
예비교사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

3)
신규 교원 임용 고사 및 채용에 관한 혁신 이슈에 관하여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다음의 4가지
로 진단되었다. 주요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규 교사 채용 규모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수급 계획 혁신 논의
그 동안 교원 수급 계획은 저출산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 공급 규모 감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원 양성 기관 평가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시작된
3주기 평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에 마감되는 4주기 평가에서도 계속해서 교원의 수를
줄이는 데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영역이나 과목에서 수요가 있거나 추가 유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
고 있다.
지능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 등 현재 우리 목전에 닥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학생 교육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교원의 확보이다. 학생
인구의 양적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거기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적 요인까지를
반영한 교원 수요를 정기적으로 예측하고, 필요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나) 교원 임용 시험 방식 및 내용 논의
이윤식(1992)은 일찍이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 시험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을 ① 유능한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선발적 기능, ②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원하는 기능, ③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교직 또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쌓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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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을 염두에 둘 때 교원 임용 시험의 방식과 내용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
교직에 입직할 예비교사들만을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학교교육의 수혜자
인 학생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교직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고, 학교 현장의 교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 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시험 방식이
밀폐된 공간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한 예비교사보다 다양한 교직 관련 활동을 수행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예비교사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 후 입직에 이르도록 하는 관문인 교원 임용 고사는 양성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원 양성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실이 필요로
하는 교사를 키워내는 데 충실한 실천 중심적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교육과 임용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임용 시에 대학 내신을 대폭 반영하거나 1차 필기시험을 대학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신규교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양성기관 성적을 교직 소양 평가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대학
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등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야심적인
관점에서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이 현장 실천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 대학 성적을 임용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 교원 임용 시험 관리 주체 및 방식 논의
교원임용 시험 관리 주체 및 방식 혁신의 목소리도 높다. 가령, 매년 출제위원의 개인적 성향
에 따라 좌우되는 1차 시험 출제, 평가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2차 시험 채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문제은행식 출제 방법을 고려하고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임용 시험 제도를 우수 교사 양성 및 선발의 관점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원 임용 시험의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원 임용 시험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관에서 교원 임용 시험을 보다 적절하게 출제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또한, 현재와 같이 현직 교사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예비교사들이 임용 시험에 응시함으
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직 교사의 임용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예비교사들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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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기관에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소 규제
지향적인 요구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지방화 시대,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을 완전 자율로 전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사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1)
우리나라의 교장 채용 방식은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
지는 경력 중심의 승진 방식과 2007년 4월 교장 공모제 시범 운영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도입
된 공모 방식으로 이원적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력 중심의 승진 임용제는 교사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는 방식을 말하며, 공모 임용제는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하여 교장으
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단위학교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승진제 또는 공모제
를 토대로 교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교장 임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교장 등의 임용)와 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장 채용 방식에 따른 승진제와 공모제의 유형과 대상
학교 응모 자격 및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 교장 채용 방식의 유형과 내용
유형

추진 근거

교장
승진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초빙형

교장
공모제

내부형

개방형

자격 기준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교육공무원법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제29조의 3 제1항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단, 자격 미소지자는 내부형 학교의 15%
교육공무원법
범위 응모 가능
제29조의 3 제2항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임용령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제12조의 6 제1항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격 미소지자)
*교장 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대상 학교
전체학교

일반학교

자율형공립고
기타 자율학교

자율학교 중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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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2017년 학교 및 교원 수 대비 관리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학교 수

교원 수(A)

초등학교

6,001

중 학 교

관리자 수

관리자 비율

교감

교장(B)

계(C)

B/A

C/A

183,452

6092

5962

12,054

3.24

6.57

3,209

109,525

2672

2940

5,612

2.68

5.12

고등학교

2,353

135,427

2271

2297

4,568

1.69

3.37

전

11,563

428,404

11,035

11,199

22,234

2.61

5.18

체

현재 교장 채용 방식은 전국 국·공립학교 교장 수를 놓고 현장 교사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지닌다. 2017년 기준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장 수는 상기한 <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장 수는 1만 1,199명으로 전체 교원 수 대비 약 2.6%에 달한다4). 승진 임용제와 공모 임용
제 선발 비율은 81.2% 대 18.8%의 구조를 가진다. 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교장공모제에
의한 선발 인원이 1,792명으로 약 18.8%를 차지하고 있다.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20년 이상의 교육 경력, 연수 성적, 근무
성적, 가산점을 관리하여 이들의 점수를 종합하여 최고 점수인 교사부터 임용하는 체제로 운영
되어 왔다. 교장은 경력 중심의 점수 선발이란 등식화로 고착화됨으로써 교장직의 고령화 및
학교 교육의 혁신적 변화 적응 곤란, 교감 승진이 곧 교장 임용, 교장 후보자의 능력 검증 절차
나 및 과정 미흡 등의 한계를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의 한 유형으로 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그 학교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교장 공모제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발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혼란이 야기된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장 채용에 관한 문제점을 승진제와 공모제로 구분하여 기술
한다.
4) 전국 초·중등학교 중 국·공립학교의 교장 채용에 한정하여 논의해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학교는 초등학
교 75개교, 중학교 640개교, 고등학교 949개교로 총1,664개교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장은
9,5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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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장 승진제의 문제
(1) 협력적 교직 문화 저해하는 과열 승진 경쟁체제
학교 조직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과 교사와 학교를 경영하는 관리자의 상호 협력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 조직은 가르치는 일과 학교를 경영⋅관리하는 일이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직 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 교장에 두도록 유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 승진 체계는 현장 교사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경쟁하는 칸막이 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협력과
소통, 자율과 융합 등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교직 사회의 혁신
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이 교직 입문 이후에 가르치는 일보다는 관리하는 일로의 전환에 최고의 가치를
두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 그 자체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
기보다는 교장 자격 획득을 위한 승진 경쟁 체계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승진
경쟁 체제에서는 교사들이 과열된 승진 풍토 속에서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간주되어 근무 의욕 및 사기를 저하하는 왜곡된 교직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현행
교원 승진 제도는 현장 교사들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협력과 소통, 자율과 융합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2) 교장 능력 검증 기능의 한계와 취약
현행 교원 승진 체계는 교육 경력 중심의 근무 성적 평정 및 연수 성적 그리고 가산점의
결과를 합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수 결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개정 교육과정 개편 등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역할과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특히, 교장으로서 전문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부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에서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직급
이 상승되어 교장이 되었지만 교장 직무에 걸맞은 전문적인 역량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행 점수 위주의 승진체제는 승진을 목표로 하는 약 3%의 교사들에게는 나름의 성취동
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승진을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근무 의욕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행 교장 능력의 검증 방식으로 근무 성적 평정은 교장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성 기반보다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행 교사 근무 성적
평정은 교장과 교감, 그리고 동료 교사에 의해 승진 직전의 5년 이내에 3년간의 기간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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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사의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 수행 능력을 평정하고 이의 결과를 최근부터 50:
30: 2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 성적 평정 운영체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승진 연한에 가까워질수록 승진 경쟁의 과열 현상을 낳게 하여 학교 운영의 협력적 조직 문화를
저해시킨다.
교장 승진을 위한 교사 연수 성적은 직무 연수와 자격 연수, 연구 실적이 요구된다. 교사
연수 성적의 실적이 교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점수 채우기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승진 가산점 제도는 현장 교사들이 회피 및 기피하는
지역이나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점 제도는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 특정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승진 기회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승진 가산점제는 교장 직무 능력 수행과는 관계없이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특별 업무
나 특정 지역에 근무했느냐에 따라 교장 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고착화되었다. 교직사회 점수
관리 문화는 교장의 전문 역량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교직사회에서 교장
선발의 기준은 교장 직무 수행 능력에 요구되는 전문 역량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1964
년)에서 정한 승진 요소였다.

(3) 교장 직무 역량 기반이 아닌 경력 중심의 자격 기준
현행 교장 임용 방식은 20년 교육 경력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승진체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교장 임용을 위한 교육 경력을 20년 이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교장은 젊은
교사보다 고령 교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교직사회의 보수적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교장은 교육 경력 중심에 의한 채용될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 역량을 구비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 경력 중심의 교장 채용 시스템은 교직 사회 관료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직사
회의 교직 환경 적응력 미흡의 원인이 된다.

나)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
(1) 선행연구에 제시된 문제
다음의 <표 Ⅳ-21>은 교장 공모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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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에서는 현행 교장 공모제 임용 방식은 학교 경영과 직무 수행, 학업 성취도, 학교만족
등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장 채용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혼란 등을 동시에 겪고 있음이 확인
된다.

❙표 Ⅳ-21❙ 교장 공모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교장공모제 분석 결과

김이경･한신일･
김현철(2008)

교장 공모제 시범 운영 학교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 및 교장 공모 지원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교장 공모제 실시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함. 교장공모제 실시에 따른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나민주･이차영･
박상완･김민희
･박수정(2009)

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에서 전임 교장과 공모 교장, 공모 교장과 일반 교장, 그리고
배경 변인에 따른 수행 차이 분석함. 공모 교장의 직무 수행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박균열(2009)

교장 공모제에 대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대립되는 입장과 갈등을 정책 논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교장 공모제 한계요인을 제시함. 교장 공모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가치 배분의 형평성이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장공모제의 목적과 선정 기준, 선정 과정과 방법 측면에서의 합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함.

박상완(2010)

공모제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공모교장이 보다 많은 자율과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김갑성･정수현･
박인심･문찬수
(2010)

교장
교장
공모
이해

이광현·김민조
(2012)

교장 공모제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비공모제 학교와 비교함. 공모제 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비슷하며, 중학교의 경우는 다소 낮게 나타나 학교급별 간 차이를 규명함.

김혜진·곽경련·
홍창남(2011)

교장 공모제 적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통한 학교풍토의 변화를 분석함.
교사들은 교장 공모제 적용 이후 학교풍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교장공모제는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및 학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함.

임미화·신상명
(2012)

교장 공모제에 대한 미시 정치적 분석에서 교장공모과정에서 조직 내외의 구성원들 간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분석함.

공모제
자격증
교장의
당사자

운영 성과를 공모제 실시 학교의 비율 및 지정 방식, 내부형 공모 교장 중
미소지자의 비율 및 지원 자격,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절차,
권한과 임기, 공모 교장 임기 만료 후 인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간 인식 차이로 혼란과 갈등 등이 증대되어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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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 운영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공모 절차에서 당해 학교 교직원의 참여
제한, 심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정치적 요소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장 공모 임용 방식에서 학교 경영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위주의 검중
보다 정치력, 잘 알려진 인물, 인기 등이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또한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특정 교원 단체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적 배경에 의해 일방적으
로 임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과
교직원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교장 공모제 중 개방형 및 내부형 공모의 저조
교장 공모제는 임용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의 발탁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기준으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 1,792개교 중 초빙형이
64.9%, 내부형이 31.7%, 개방형이 3.4%이었다. 내부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 현황별로는 소
지자가 513명(90.2%), 미소지자가 56명(9.8%)이었으며, 개방형의 경우는 소지자 26명
(44.1%), 미소지자 33명(55.9%)이었다(<표 Ⅳ-22> 참조). 결국 본래 취지와 달리 교장공모
대상자 대부분이 현직 교장 또는 교장자격을 갖춘 인사이고, 그들이 실제로 임용되고 있다.
즉, 공모의 형식만 취할 뿐 승진임용제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교장 공모제도 자체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 Ⅳ-22❙ 2017년 공모 교장 유형별 지정 학교 수
(단위: 개, %)

학 교 급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전 체

초등학교

886

309

-

1,195

중 학 교

221

103

3

327

고등학교

57

157

56

270

체

1,164

569

59

1,792

구 성 비

64.9

31.7

3.4

100.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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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장 공모제는 초등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 교차 지원을
금지하고, 내부형 공모 교장 자격 기준을 교육 경력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 학교는 내부형 공모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
는 등 지원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당초 유능한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를 발탁
해 학교 운영을 맡긴다는 도입 취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교장 공모의 선발 주체 및 과정의 비합리성
현행 교장 공모제의 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
영위원회가 과연 단위학교의 최고 책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대표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위원과
지역사회 위원들이 그 대표성을 가질 만큼 공정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실은 단위학교의 편의나 참여도의 부족, 홍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박균열, 2009).
2009년도 말에 실시된 일부 학교의 교장 공모 과정에서 야기된 ‘학교경영계획서의 표절 시
비’와 심사 위원과 응모자 간의 ‘금품 거래’의 의혹이 불거진 사례는 교장 공모 과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교장 후보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제도와 절차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공모제 확대로 인하여 시행하는 학교마다 다른
체계를 보이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자 명단에 대한 비공개로 사전 담합이나 로비
의혹을 차단하기 위하여 심사 당일에야 심사 위원에게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이
다. 짧은 시간 내에 서류 심사, 설명회, 심층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실정이어서 심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백혜선·김성봉, 2010).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혁신의 시대 정신을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사회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교육
의 역할과 기능이 지식 전달 중심에서 지식 창조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는 점에서 교장
자격취득 및 채용 정책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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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역량은
기본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주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교장 자격 취득 및 채용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는 혁신이고 역량의 관점
에서 교장 임용 방식의 전문성과 적합성, 형평성 등이 타당한가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요청된
다. 현재 교사의 교장 자격 취득 경로와 채용 방식이 경력 중심의 승진체제와 초빙형 중심의
공모제로 운영되는 것이 혁신과 역량의 관점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
교장 채용에 관한 혁신 이슈에 관하녀 교장 채용의 현장 적합성과 교장 채용의 다양성을 중심으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장 채용의 현장 적합성 논의
현행 교장 채용 방식은 급변하는 교직환경에 적합한 제도로 작동되고 있는가? 의 관점에서
현장 적합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직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교직환경의 대표적 변화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 시대, 저성장 경제 구조, 4차 산업혁명과 인공 지능, 교육양극화, 학생 및 학부모의
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수･학습 지도와 학교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
됨으로써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의 변화는 물론 학교 관리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와 실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이 시대정신으로서의 교육 정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민주성 및 자율성 강화를 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설정
하였다(반상진, 2017). 교직환경의 내외적 혁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책임을 담당
하는 교감 및 교장의 자격 취득 및 채용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적합성을 지니고 있는가
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교원 승진 제도는 산업 시대의 성장
제일주의, 학교교육의 양적 팽창주의, 과열 경쟁 주의 등을 강조하는 교직 문화를 만들었다.
현재 교직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
의 환경에 맞는 교장 채용 방식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관점에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단위학교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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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교장은 학교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에 따라 학교 구성원을 비롯한 학교 조직 문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긍심과 보람을 주는 일이며, 조직적으로는 학교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
로 현직 교원들은 교장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기 위해 승진 우위 문화적 풍토 때문에 교장 임용
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관리직으로의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결원 보충의
중요한 수단이고 직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기 발전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또한 승진은 현장 교사들에게 바람직한 교장 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되어 왔다.
교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비춰보면, 현행 교장 자격 취득 기준이 학교조직 관리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 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교장은 학교 운영을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두고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 및 행동 특성으로 학생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경력 중심의 점수 관리에 의한 교장 자격 취득 요건으로는 혁신적 사고와
전문적인 역량이 부적합하다.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경력 중심의 점수에 의한 승진 요건으로
교장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부 지식과 기술은 일부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적 성격과 교육적
가치관 등을 검증하는데 한계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장의 전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검증 방식으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미래 사회의 자율과 협력, 창의와 융합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장의 역할은 학교 조직
이 설정한 교육 비전을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며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을 포용
및 수용하고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육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교육공동체 간의 상호
유기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공감 등을 기반으로 직무를 추진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현행 교원 승진 평정은 점수 위주의 실적 쌓기에서 탈피하여 교장 후보자 전문 역량
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와 면담, 소견 발표 등과 같은 역량 평가 선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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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평가는 조직의 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조직 및 직무의 높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 담당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에 대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역량을
검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에 대한 역량 평가의 목적은 학교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승진
및 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 평가 방법은 피평가자가 모의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 위원은 피평가자의 평가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역량 평가 방식은 정부가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장이 구비해야 할 전문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육적 품성과 자질은 경력 위주의 점수
로 육성되기 보다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교장의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교장 자격을 ISSLC(Interstate School Leader Licensure
Consortium)을 기반으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교장의 전문적 자질과 역할, 그리고 법적 지위 수행에 걸맞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을 신설･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장 자격의 면접시험 강화를 위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 및 면접 시간을 확대하여 심층 면접으로 실시하고, 소견 발표와 동료 교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교장으로서의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과락 제도를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교장 임기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승진 방식과 공모 방식에
대한 적용 기한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장 임용 기한이 8년이 적절한
지, 아니면 축소 또는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요청된다(김영인 외, 2016).

나) 교장 채용의 다양성 및 개방성 논의
현행 교장 채용 방식은 현장교육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및 참여한 방식으로 선발
하고 있는가? 의 관점에서 교장 채용 방식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논의되고 있다. 교직사회는
승진 규정 상 지나치게 긴 경력 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을 저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였다.
교장 임용은 경력과 승진 명부에 따른 승진 임용 외에 공모를 통한 교장 임용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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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장 공모는 참신한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교장을 임용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모 형식은 개방형, 내부형, 초빙형의 3가지로
구분된다. 개방형의 교장 자격 요건은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체능계 자율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내부
형은 기타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 소지자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자격 요건으
로 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 초･중등학교 교사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2013).
2009년 6월부터 내부형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을 교육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으로 강화하고
자격 미소지자 공모교장 인원 수를 내부형 공모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였다. 개방형 공모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교 등을 대상으로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증의 확인 절차
를 거치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 정책 주장은 현실 적합도가
높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비로소 형성할 수 있다(박균열, 2009).
교장 공모제는 점수 위주의 교장 임용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름 교장 임용 방식
의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장 공모제 운영의 공모 절차에서 당해 학교
교직원의 참여 확대 심사 위원의 전문성 확보,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정치적 요소 배제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장 공모 임용 방식에서 사회적 인지도와 명성이 아닌 교장의
학교 경영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위주의 검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교직원 간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는 지금까지의 경력 중심의 운영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현재 승진 임용제와 공모 임용제 선발 비율은 81.2%
대 18.8%의 구조는 학교 조직 혁신을 가져오는 데 한계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교장 승진
임용제와 공모 교장제의 범위를 약 8:2의 구조를 7:3이나 6:4의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공모제의 유형에 있어서 초빙형이 64.9%,
내부형이 31.7%, 개방형이 3.4%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빙형과 내부형, 개방형간의 비율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에는 교장 비율을 공모학교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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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이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영인 외, 2016).

4
이 절에서는 혁신 이슈에서 진단된 교원 양성 및 채용에 관련된 혁신 요구를 종합하고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을 기술한다. 시사점은 교원 양성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5)

.
1)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관련하여 진단되는 주요 문제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현
상과 정량적(성적, 수능) 평가 위주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반드시 교과 성적 우수자가 아니더라
도 교직 적성과 함께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갖는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예비교사 선발 전형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을 비롯한 역량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교대 입시에서는 학생부의 교과와 출결, 수능,
면접 등등 다양한 전형 요소를 고려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반영한
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만 입학사정관 전형을 취할 뿐 성적과 같은 정량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
예비교사 선발 전형에서 제기되는 혁신 요구는 면접 전형 방식의 변화와 부적격 선발 기준으
로 모아진다.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성신여대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했던 바와 같이 역량 중심의
교사상을 우선 정립하고 선발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수시 전형
5)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교육정책포럼(2017년 10월 13일)에서 발표한 박영숙(2017), pp. 78-87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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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리 소명 의식이 높은 인재를 뽑아 대학 입학 전까지 교직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
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어 수시 전형으로의 전환 적절성 등에 관한 논의가 혁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주요 문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교육과정의 전문성 부족과 교육과정
의 현장 적합성 부족이라는 점이다. 교육과정 전문성 부족에 관하여는 일반대학과 교원 양성
과정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교육과정 구성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진단된
다. 교원 양성 대학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내용학은 일반대학의 전공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되고(이병기, 2017), 교육과정 구성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는 초등 교사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내용학 수업이 초등 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피상적으로 지도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김갑성 외 4인, 2009a; 박상완, 2017), 교과
교육학은 내용 구성이 담당 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과 교육 과목(예: 교수법, 교재연구)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김갑성 외 4인,
2009a; 박상완, 2017).
한편,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에는 이론 수업의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
표시 과목의 경직성,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진단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편성･운영의 자율성 부족과 질 관리의 비일관성, 입직 기회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진단되고 있다. 교사자격표시과목의 경직성에 관하여는 단일 과목 명칭이 부각되는 현재의 표
시과목제도는 통합‧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직환경 변화에 대한 적합성이 낮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현안으로 부각되는 통 합교과의 경우 표시과목제도는 어떻게 운영해
야 하는지, 교직환경 변화로 인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유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박영숙, 2017a).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한 혁신 요구는 필수 이수 기준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제고, 높은 질 관리, 교사자격표시과
목 제도의 재구성, 일반대학 졸업자의 입직 기회 확대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정이 재구
성 요구에는 교과 교육 과목 간, 교과교육과 교직 이론 과목 간 내용적으로 중복된 과목을 과감
하게 정리, 필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제4차 산업혁명,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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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여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
되어 있다.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교사 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컴퓨터 언어 능력
등)을 갖추기 위해 높은 질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 양성 교육 과정 측면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 이슈는 교사자격표시과목
제도의 재구성 및 전면 개편과 현장 수행 능력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 체제 확립, 사회 대응력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그리고 현장 실습을 강화한 대학원 수준의 교사 양성 체제
등이다. 특히, 교사자격표시과목제도의 경우 사회 수요가 더 이상 없어 현장 적합성이 낮은
표시과목을 폐지함으로써, 학과는 존재하는 데 교사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된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박영숙, 2017)과 한 학과에서 동일 계열의 여러 표시과목
자격증을 발급하여 소속 학과의 학생들이 각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필수 이수 학점을 이수하는
데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 군과 계열 특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박영숙, 2017).

3)
교육실습에 관하여 부각되는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은 비효율적이며,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 인식되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교사양성기관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정태범, 1997; 윤정일, 2002; 양현권 외, 2003). 또한 사범대학이나 전문대
학의 경우, 교육실습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과 사범
대학이 2학점에 실습기간 4~6주 정도의 매우 짧은 기간의 교육실습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도 주요 문제로 진단된다.
교육실습 관련 혁신 요구는 교육실습 기회 확대와 실습 시기 및 내용 개선으로 집중된다.
교육실습에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려면 현재의 6~12주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실습 시기도 조정하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교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습 내용은 학생들이 수업과 학급경영에 대한 경험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교육실습 전담 교수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와 실습단계별 표준지침
개발 요구도 공감대가 높다. 교육실습 전담 교수제의 경우, 현직 교사나 양성대학의 교수 중에
서 교육실습 전담 교수를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원 양성 대학과 실습 협력 학교의 연계,
교원 양성 대학 교수와 실습지도 교사와의 협력, 학생들의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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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업무를 전담케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교육실습 혁신의 지향성은 교육실습이 학교 현장과의 연계하여 교육실습 효과를 높여야 한다
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확대하고, 학년별
맞춤형 교육실습체제 확립, 실습 단계별 교육내용의 매뉴얼화, 실습학교와의 협력 연구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일부 양성대학에서 예비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맞춤형
으로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전국
확산시키는 방안도 요구된다.

4)
교원 양성체제 혁신 요구는 양성기간 확대와 현장 실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양성체제 개편으로 집중된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교양교육, 일반
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실습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4년
학부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
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울러 대부
분의 학부모가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의 교사 학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 요구의 핵심 내용은 양성 체제의 개편으로 내용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사범대학에서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의 전환
과 수학 연한 연장이다. 수학 연한을 2년 연장하면서 대학원 수준의 전문대학원으로의 개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교학부 4년의 교육과정과 대학원 수준의 2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개편 모형(안)은 4+2년제 모형, 2+4
년제 모형, 복합 모형(6년제와 4+2의 병행 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혁신 과제로 추진할 경우 설치 모형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정책에서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
성이 높다.

14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
1)
신규 교사 채용에서 임용고사는 교사 선발 기제로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유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교원양성 교육과의 괴리나 적젹
자 선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용 고사에 관련된
주요 문제는 임용 시험의 절차, 방법, 평가 요소의 적절성과 타당성, 교원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임용 시험 간의 괴리로 집중된다.
임용 시험의 적절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즉, 임용고시가 과연 현재와
미래 초･중등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제로서 타당한가? 논술 등 지필
시험으로 치르는 경쟁시험, 상대평가가 우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제인가? 경쟁 시험으로
인한 소모적인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필 고사의 비중이 과다한 것은 아닌
가? 수업 실기 능 력평가나 면접 시험이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 임용 시험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사명감, 헌신, 소양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기업 및 타 기관의 신규채용
방식과 비교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사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관점에서 임용 시험의 적절성이 논의된다.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교사 양성 기관 재학생들이 임용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적절한가? 교원의 임용 주체가 시·도교육
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 시험에 중앙 정부의 입김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공개 전형의
실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1.5배수에 들었다 최종에서 탈락한 예비교사들의 시간이 지나치
게 낭비되고 다른 취업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교원 임용 시험을 출제,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절한가? 해마다 집단 합숙 방식으로 출제되는 1차 필기시험
출제의 경우 출제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2차 시험 채점자들의 경우도 그들
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1, 2차 전형의 경우 대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와 채점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출제위
원 및 채점위원의 섭외 상의 어려움, 단 시간 내에 대규모 논술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의 경우에도 3차 전형인 심층 면접과 수업 실연을 동시에 시행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임용 시험 당락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까지 대처해야 하는 실정이어
서 임용 시험 관리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정미경외 3인, 2011b).

148

Ⅳ.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마지막으로 교사 양성 교육과정과 임용 시험 간의 괴리에 관하여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 새롭
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임용 시험에 반영되는가? 임용 시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양성 교육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로 인하여 양성 교육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비교사
들이 양성 기관에서 충실히 공부하는 것으로는 임용 고시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아서 입시 기관
에 의존하거나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이 유발되는 것 아닌가? 교사 양성 기관에서 비용을 들어
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임용 시험 특강을 실시하거나 동영상 강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현상이
과연 적절한가? 임용 고시를 몇 년간 준비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예비교사들이 학교에서 신규
채용자로서 근무 의욕을 가지고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중심으로 문제가 논의된다.
특히,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양성대학의 교육에는 소홀하고 사설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는 부작용에 관한 문제(권동택, 2017)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높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관련한 혁신 요구는 ① 신규교사 채용 규모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수급 계획 혁신, ② 임용 시험 방식 및 내용의 혁신, ③ 교원임용 시험 관리 주체 및 방식
혁신, ④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 절대 평가 도입 등), ⑤ 인턴교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기된다. 이 중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가 혁신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임용 시험 관리 방식 및 평가 방식 변화 등과 같이 임용 시험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조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교원 승진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식, 선발 과정 등의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교 장공모제는 2007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 전체 학교
의 약 22% 정도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 지원 미흡, 공모 교장에
대한 교육계의 부정적 인식, 공모제 희망 학교의 선정 문제,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과 관련된
논쟁, 공모 교장의 선출과 추천 절차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 지역 인사 간의 갈등, 공모
교장제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가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 과제를 혁신적인 관점으로
제안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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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임용 제도의 혁신 요구는 경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의 역량 평가 선발제도로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및 선발 과정의 합리성 제고, 학교 관리자 선발 방식의 다원화 체제 구축으로 모아
진다. 특히 학교 관리자 선발 방식의 다원화체제에 관하여는 학교 관리자의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의 혁신 요구도 제기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조직을 담당할 학교 관리자가
구비해야 할 전문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육적 품성과 자질은 경력 위주의 점수로 육성되기
보다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교장의 자격 취득 과정에 관한 문제는 교장의 역할과 법적 지위와 관련된다. 학교장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제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
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은 교무 통할자, 교직원
지도･감독자, 학생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교장의 법적 지위에 비춰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책임 운영을 위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학교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임용 방식 접근 방법을 양성 방식 접근 방법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는 교장 자격을 ISSLC(Interstate School Leader Licensure Consortium)을 기반으로 자
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교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 수행
에 요구되는 자격연수의 부적합성 및 미흡성 등이 교장의 전문적 자질과 역할, 그리고 법적
지위 수행에 걸맞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을 설치·운
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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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혁신 사례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5개국이다. 분석 결과는
① 주요국 선정 기준 및 분석 내용, ② 주요국별 분석 결과, ③ 혁신 과제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
.

본 연구에서 탐색하는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 의미있는 시사를 줄 만한 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 선진국 가운데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를 살펴
보았다. 교원 양성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 혁신 내용은 ①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체제 개편, ② 양성기관에 유입되는 인재의 우수성 및 다양성 확대, ③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실천력과 현장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④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⑤ 교원 양성 과정의 질 보증 등에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였는가의 관점에서
탐색되었다.
신규 채용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혁신 내용은 ① 교원 양성과 신규 채용의 긴밀한 연계,
② 신규 채용 제도와 방식의 개선 및 질 관리, ③ 학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 인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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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혁신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
았다. 주요국의 사례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핀란드, 일본, 호주의 5개 국가였다. 다음의
<표 Ⅴ-1>은 주요국을 선정한 기준과 혁신 사례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Ⅴ-1❙ 주요국 사례 대상의 선정 기준 및 혁신 사례
구

미

분

국

선정 기준
전통적 사범대학 위주의 양성에서 벗어나서 양성체제를 대폭 개방화하고 대안적
자격증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양성체제의 혁신 단행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 수준의 요구와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소수 인종 등
필요 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 제도 개선

싱가포르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입하기 위한 학사
학위, 디플로마, 대학원 프로그램 등 다원적 선발 시스템 가동
체계적인 실습과 멘토링으로 신규교사의 실천 역량 함양 및 현장 적합성 제고
예비교사에 대한 공무원 처우 제공 및 의무 발령제 시행

일

교직대학원 창설로 개방제 교원 양성 체제의 한계 극복을 시도하고 학생 선발 방식 다양화,
교육과정 개편, 학교 인턴십 제도 운영 등 양성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신규채용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 기관과 교육청 협력 강화

본

핀 란 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 체제를 연구 기반 체제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
양성대학 내에 교사 훈련학교(teacher training school) 운영으로 심도있는 현장 실습 및
학교 체험 기회 제공
신규교사 채용에서 포트폴리오 방식, 면접 강화로 선발된 교사의 우수성 검증

호

우수 예비교사의 양성기관 유치를 위한 입학기준 강화, 장학금 제도 시행
교원 양성 기관과 협력 학교 간 파트너 십을 강화하기 위한 양성 기관 인증 강화
신규교사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 시행으로 질을 담보하는 한편, 다문화나 저소득층 학생,
남녀 평등의 시대적 이슈에 민감한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 전 자격 요건 강화

주

미국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실제 수업 능력의 검증을 강화하고 인턴십을 통한 학교 현장 체험
을 강화한 특징이 부각되어 선정하였고, 싱가포르는 학생 핵심 역량 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과
멘토링으로 신규교사의 실천 역량을 제고한 점과 유능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학사
학위, 디플로마, 대학원 프로그램 등 다원적 선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 등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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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시아 지역 국가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인턴십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교사 양성 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동향이 부각되어 선정하였
고, 핀란드는 석사 학위 수준으로 연구 기반 교사교육 모형으로 혁신하고 종합대학 내에서 이론
과 내용 지식은 일반대학이 전문교육은 교사교육 대학이 담당하는 협업 체계 운영 특징이 부각
되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교사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전문적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양성 기관과 협력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양성 기관 인증에 관한 표준을 마련한 점 등이
부각되어 선정하였다.

.
혁신 사례 분석을 위해 주요국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집필 기간은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4개국은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였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시기
에 의뢰하였으나 집필자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집필자를 변경하여 추진하였는데 기간은 9월 13
일부터 30일까지였다. 집필 주제는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었
다. 분석 내용은 ① 초･중등 예비교사 선발 및 양성제도 현황, ②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
현황, ③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④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었다. 여기서
예비교사 선발은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을 의미한다.

2
.

6)

미국의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제도는 주나 학교구에 따라 다양하므로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미국의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제도를 소개한 국내·
외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류성창, 2013; 조동섭, 2012; 주동범·정일환·
정현숙, 2017; Darling-Hammond, 2012; O’Sullivan, 2015).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
6)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미국 펜스테이트대학의 변수용 교수님이 집필한 “미국의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을 토대로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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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교사 양성과 채용 제도를 국내에 소개하는 선행연구에는 특정한 주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
하기도 한다(조동섭, 2012; 주동범·정일환·정현숙, 2017). 그러나 2002년 연방 정부 차원에
서 교육개혁안(No Child Left Behind: NCLB)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은
비록 주와 학교구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정 부문 공통적인 혁신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에서 부각되는 공통점에 관하
여 기술한다. 분석 결과는 ① 초·중등 예비교사 선발제도 현황, ② 초·중등 교원 양성제도의
현황, ③ 초·중등 신규 교사 채용 제도 현황, ④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교원 양성대학에서의 예비교사 선발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예비 교사 선발 과정은 다른 전공의 학부나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신입
생 선발 과정과 비슷하다. 학부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다양한 전형 요소(고등학교 평균 성적, 추천서, 면접 등)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대학원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 조건은 학사 학위 소지자이다. 많은 미국
학부와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선발 조건에 추가로 Praxis I 또는 PreProfessional Skills Test라고 불리는 시험 점수를 요구한다. 이 시험의 주관사인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는 2014년에 이를 Praxis “Core Academic Skills for Education”
(CASE)로 바꾸어 읽기, 쓰기, 수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7)
미국 교육부 자료(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a)에 제시된 교사 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미국 현직 교사의 80% 이상이 백인이고, 백인 교사의 비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일수록 높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은 7% 미만이며, 아시아계의 경우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소수 인종 학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성
비는 매우 놀라운 수치이다. 성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약 85%가 여자 교사이고, 전체
교사 가운데 흑인 남성과 희스패틱 남성의 비율은 각각 2%에 불과하다.
미국 교사의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들에게도

7) https://www.ets.org/praxis/about/co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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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백인이
며 여성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예비 교사들은 자신들과 다른 인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수 인종의 학생이 학습하는데 있어 자신들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위덴 등(Wideen, Mayer-Smith and Moon, 1998)이 교원교육과 관련한 93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 예비 교사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인구학적 배경을 토대로
교직을 생각하고 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의 인구학적 특성이 너무나 동질적이어서, 그들이 교직
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기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교수법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한 교수법
을 필수로 하는 주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Darling-Hammond, 2012;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한편 미국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오늘날 예비 교사들이 과거 예비 교사들과 다른
점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프로포스닉과 도르프만(Provosnik & Dorfman,
2005)에 따르면, 예비교사의 평균 나이는 이제 25세에서 29세 사이이다. 이는 과거 20대 초반
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오늘날 예비 교사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종합대
학 캠퍼스 내의 사범대학에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과 같은 장소와 형식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O’Sullivan, 2015). 또한 제2의 직업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대학을 다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O’Sullivan, 2015).

2)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공립 대학(public universities or colleges) 소속 사범대학에서 교육
을 받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에 속해 있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통적인 교원 양성
모델로 여겨지지만, 실상 이러한 교원 양성 모델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O’Sullivan, 2015).
미국은 국가로써 모습을 갖춘 이래 이론적으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교육은 무계획적이었고, 교육은 주로 가정이 담당해야 하
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른바 공통 교육 운동(common school movement)이 일어나면
서, 학교는 오늘날의 모습과 같이 보다 체계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O’Sullivan, 2015).
이러한 변화는 보다 체계적인 교원 양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였는데, 이 수요는 오직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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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만을 위해 세워진 새로운 이른바 사범학교(normal schools)에 의해 채워졌다(O’Sullivan,
2015). 이러한 사범학교는 이후 주립대학으로 변형되었으며,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대학 내의
다양한 전공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제공되었다(O’Sullivan, 2015). 이러한 사범대학의 확장은
연구 중심 대학이나 사립 교양학부 대학(private liberal arts colleges)들이 원래 제공하고 있던
다양한 전공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고등교육 기관에
기초한 모델은 1960년대에 이르러 교원 교육(teacher education)과 관련한 이른바 표준
(canonical) 모델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종합대학 내의
사범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O’Sullivan, 2015).
고등교육 기관에 기반 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학부와 대학원 단계로 나누어진다. 학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대개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이 더 연장된 5년 프로그램도 있다.
학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처음 2∼3년은 교양이나 과학 과목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나머지 기간은 교수학(pedagogy)이나, 전문 지식, 교육 실습
(fieldwork)과 같은 과정으로 구성된다.8) 이러한 학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보통 한 학기
전일제(full-time) 실습(student teaching)으로 마무리 되며, 이후 학사 학위와 더불어 주
(state)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O’Sullivan, 2015).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입학생들이 학사 학위 소지자이기 때문에 교양과 과학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학부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가정한다(O’Sullivan, 2015).
그리하여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보통 1년에서 2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교수법
(skill of teach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에 교육 기초나 아동 발달과 같은 추가 과목들
을 포함하기도 한다. 교육 실습은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육 실습은 대부분 임금을 받는 인턴십 형태이다.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과정 이수 후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석사 학위 없이 주 교사 자격증을
얻는 경우도 있다(O’Sullivan, 2015).
학부나 대학원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전일제나 시간제로 수업을 듣는다. 수업 시간
은 주간, 야간, 주말, 또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한 코호트9)
를 이루며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반드시 코호트 모델을 따르지 않으며, 개인에
8) Kansas 주의 Emporia State University에서는 교육 실습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9) 특정한 경험 특히 연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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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맞는 속도로 개별적으로 과정을 이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러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을 자격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는 데 있다(O’Sullivan, 2015).
미국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대학마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대학교마다 학교의
철학과 필요에 기초하여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설계한다(O’Sullivan, 2015). 그러
나 미국 교원 양성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① 일반/교양 수업, ② 교과목 중점 수업, ③ 교수학/교
수법 수업, ④ 교육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Murray, 2005). 혹은 ① 학습자에 관한
지식, ②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지식, ③ 가르치는 기술에 관한 지식, 이 세 가지 지식 영역의
교육을 공통적으로 다룬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한편 미국에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대해 여러 표준을 제시하는 많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규교사 평가 및 지원 콘소시움(Interstate New Teacher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InTASC)은 예비 교사들에게 가르쳐야할 10가지 원칙으로 ① 학습
자 발달, ② 학습에 있어서의 차이, ③ 학습 환경, ④ 내용 지식, ⑤ 내용 적용, ⑥ 평가,
⑦ 교수 계획, ⑧ 교수 전략, ⑨ 전문성 개발, ⑩ 협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대학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대학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일련의 인증(accreditation)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증 기관은 교육자 양성 인증 협회(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Educator Preparation : CAEP, 이전에는 NCATE로 알려짐)이다. 이 기관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만들어 냄으로써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CAEP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관한 첫 번째 기준은 예비 교사들이
교과 지식(content knowledge)과 교수학적 지식(pedagogical knowledge)지식을 갖추어야 하
며, 세 번째 기준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교생 실습과 정 의무화이다. 요컨대, 미국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다르지만, 일정 부분 예비 교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이루고 있다(O’Sullivan, 2015).
종합대학 내에 사범대학은 일반 교육이나 내용 분야 수업은 주로 교양이나 과학 전공 수업을
통해 듣게 한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는 수업 계획과 교수 전략,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교실
관리에 대한 교수학적 수업이 주로 이루진다. 그리고 학생 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교생 실습은
전적으로 사범대학 교수들에 의해 감독된다. 이는 미국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교생 실습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O’Sullivan, 2015). 미국 내 모범이 될 만한 교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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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분석한 달링 해몬드(Darling-Hammond, 2006)에 따르면, 모범이 될 만한 모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실습의 기회가 전체적인 교육과정 속에 잘 통합되어 있다.
또한, 모범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사범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경험 많은 교사
들이 교육실습 기간 동안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교육 실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모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학생
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학교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한
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나 그것 이외에 세부적인 것들은 각 교원 양성 프로그램마다 매우 다르다
(O’Sullivan, 2015).

3)
미국의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는 단순히 모집(recruitment)과 선발(screening)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고용(hiring), 배치(placement), 초임연수(induction), 평가
(evaluation)까지의 단계를 모두 포함한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이는
신규교사 채용을 고용, 배치, 초임 연수, 평가로 연계해서 우수 교사 자원을 교직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교사가 된다 하더
라도 입직 5년 내에 교직을 떠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도서 벽지나 내부 도시(inner city)
학교들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집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교사 채용
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제도를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집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구에서 이루어진다. 모집 방법은 학교구마다 다른데 과거에 교사 채용 박람
회 등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면(조동섭, 2012),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대부분
학교구의 홈페이지나 교사 채용 전문 홈페이지 광고로 모집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학교구 마다
우수 교사를 초빙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사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하려
는 목적으로 광고한다(Research Support Network, 2014). 또한 우수 교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모집 광고에는 학교구의 교육 목표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경제적 보상과 인센티브, 다양한
직업적 경력과 자기계발 기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싣는 경우도 많다(Research Support Netwo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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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발은 학교구에서 자체에서 선발 기준을 정하고, 시험이나 면접과 같은 방법으로
교사를 선발한다. 대개 학교구는 대학 학위나 교사 자격증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떤 학교구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지표보다 면접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인 관계 기술에 더 큰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은 많은 경우 Prasix II에
의존하며 지원자는 학교구 또는 주가 정하는 최소 점수를 통과하여야 한다. Prasix II는 각
교과목에 대한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다.10) Prasix II의 점수는
NCLB 법안 시행 이후 “우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의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한편, 인터뷰
의 경우 대인 관계 기술이나 정서적 측면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러나
어떤 학교구에서는 교사 자격 시험 성적이나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개별 학교가
보다 정형화된 면접과 수업 관찰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게 하기도 한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모집과 선발 절차는 학교구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면, 고용 결정은 주로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
진다. 모집과 선발에서 학문적 능력과 대인 관계 기술 같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학교구
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뽑은 사람이 반드시 단위 학교에 필요한 자리를 채우는 데 적임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구에서 선발한 사람은 특정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특정 과목만을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두 과목을 적절히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수 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는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보다 과외 활동을 잘 이끌 수 있는 교사를 원할 때도 있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배치는 일반적으로 학교구내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새롭
게 임용된 신임 교사의 경우 종종 가르치기 어려운 학생이나 지역 내 지원이 별로 없는 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교직에 갓 입문한
초임 교사들에게 배울 가능성이 많고, 초임 교사 역시 경력 많은 교사들이 없어 도움을 받기
힘든 학교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초임 연수는 학교구가 초임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구가 기대하는 바를 초임 교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실시한다. 초임 연수는 학교구의 행정가와 경험 많은 교사들이 초임 교사를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육과정을 잘 가르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줄 때 가장 효과적이다.
10) https://www.ets.org/praxi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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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연수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초임 교사가 입직 2년 내에 교직을 떠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초임 연수가 이루어
진 형태나 내용은 학교구마다 천차만별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학교 행정가나 경험 많은 교사
들의 초임 교사들의 수업 참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Wise, Darling-Hammond, & Berry,
1987).

4)
미국의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최근 동향은 크게 ① 연방 정부의 영향력 강화, ② 대안적
교사 자격증 확대, ③ 다양성을 위한 소수 인종 교사 유치 노력으로 집약된다.
가)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있어 연방 정부의 영향력 강화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에 있어 지역과 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연방 정부의 영향력
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학교와 교사 교육에 대해 늘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O’Sullivan, 2015). 개별 주와 지방 정부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떻
게 교육 재정을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가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O’Sullivan, 2015). 그러나 개별 주의 이러한 기능의 상당 부분은 지난
15년간 모든 단계에서의 교육을 표준화하고 통제하는 목적의 법안이 통과 되면서 연방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O’Sullivan, 2015). 이 시기에 통과된 많은 법안 가운데 가장 영향력인 것은
책무성을 골자로 하는 NCLB이며, 그 연장선 상에 있는 ‘Race to the Top’이다.
NCLB는 2002년 1월에 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유례없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NCLB와
후속 법안인 Race to the Top의 시행으로 각 주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교수방법론,
교과서 선정, 연구 지원금 등의 많은 영역이 점차 표준화 되었고 있다(김왕준·강호선, 2010).
일례로, 미 교육부가 2011년에 발간 한 “Our future, our teachers: The Obama Administration’s
plan for teacher education reform and improvement” 보고서에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주의 책무성에 관하여 주 내에 있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졸업한 교사들이
실제로 가르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 평균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11)
11) 미 교육부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교원 양성 프로그램 졸업생들과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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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주에 있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학교구의 필요에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예비 교사
들을 잘 준비시키고, 배치하며, 지원함에 있어 효과성을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그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교원 양성 프로
그램 졸업생 가운데 실제로 교사가 된 비율(특히 교사 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교사가 된 비율)과
입직한 후 몇 해 동안 교직에 있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또 다른 예로, 미 교육부는 2011년 당시 저소득 지역의 교사를 희망하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Teacher Education Assistance for College and Higher
Education (TEACH) 프로그램12)을 업그레이드하여 이른바 “프레지덴셜 티칭 펠로우
(Presidential Teaching Fellow)”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 자격증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위한 엄격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 주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그런데 프레지덴설 티칭 펠로우 프로그
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 수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교사 자격증은 교사 수행 능력에 근거로 발급되어야 하며, 교사 수행 능력은 수행 기반
평가(performance-based assessment)나 효과성이 증명된 증거를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교
사 자격증은 낮은 점수나 교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지필 시험에 근거하여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둘째, 고등교육법 Title II 규정에 따라 수집된 결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질적 측면에서 주
내의 상위권 및 하위권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구별해 내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주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 정도, 교원 양성 프로그램 졸업생들의 교직 취업(job
placement)과 유지,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같은 세 영역에 기초하여 하위권 교원 양성 프로그램
을 선별해 낸다. 하위권 교원 양성 프로그램으로 판명된 경우 처음에는 개선 할 수 있게 지원하
학업성취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Race to the Top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Louisiana와 Tennessee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 정도를 그들의 선생님이 졸업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선생님이 졸업한 사범대학이 어디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볼 수 있다. North Carolina의 Institute for Public Policy도 주에 있는 모든 공립 대학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대상을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의 효과는 아주 놀라운데, Tennessee의 경우,
초·중학교 학생의 특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효과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각 교과목 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출할 확인이 2-3배 높았다(Tennessee Higher Education Commission, 2010).
12) https://studentaid.ed.gov/sa/types/grants-scholarships/teac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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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퇴출하도록 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마지막으로, 주는 높은 교원 양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안적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승인하여야 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이와 같이 NCLB와 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있어 지역 간, 프로그램 간 격차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실 안에서 성공을 판단하는 방식이 매우 좁게 정의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적절한 연간 성과(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O’Sullivan, 2015). 또한 NCLB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초·중등 교육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교사와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NCLB는 이른바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사(highly
qualified teacher)”를 강조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NCLB가 정의하고 있는 높은 자격을
갖춘 교사란 교사 자격 시험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 매우 좁게 정의하고 있다(김왕
준·강호선, 2010; O’Sullivan, 2015).
교사 자격 시험이 매우 좁고 내용 중심의 기술에 초점이 주어짐에 따라 교원 양성 프로그램도
교사 자격 시험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제제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
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차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됨에 따라, 교원 양성 프로
그램도 점차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가르치거나, 이와 관련한 교수학적 기술을 가르치는
쪽으로 점차 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NCLB와
후속 법안인 Race to the Top가 제시되었지만,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O’Sullivan, 2015).

나) 대안적 교사 자격증 확대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최근 동향의 두 번째 특징은 대안적 교사 자격 경로의 확대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예비 교사들은 고등교육 기관에서 속해 있는 전통적인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모두
대학의 지배 구조 아래 속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교사 양성 제도는 이러한
164

Ⅴ.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 대안적인 경로로 자격증을 획득하는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Darling-Hammond, 2012; O’Sullivan, 2015).
대안적 교사 자격증 획득 경로는 매우 다양해서, LA의 통합학교(Unified Schools)의 경우
학교구 소속 P-12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교육구만을 위한 교사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O’Sullivan, 2015). 또한 Teach for America와 같은 국가 수준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류성창, 2013).13) 또 Georgia의 Regional Educational Service
Agencies(RESA)와 같이 지역의 현직 교사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O’Sullivan, 2015). 그뿐만 아니라 몇몇 대안적 경로는 프로그램 형식을 띠지 않는 않으며,
교사 후보가 교사 자격 시험만 통과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얻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아고시
(Argosy)나 페닉스(Phoenix)와 같이 영리 목적의 회사들이 온라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O’Sullivan, 2015). 이러한 대안적 경로의 교사 자격 획득은 구조나 기간, 필요
조건, 비용, 질 측면에서 너무나 다양하고, 예비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과 기준도 매우 다르지만
(O’Sullivan, 2015),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이러한 대안적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는 다른 형태의 혁신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의대의 레지던트 모델을 교원 양성에 적용한 이른바 교사 레지던트 프로그램
(Teacher Residency Program)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석사 수준의 교육 내용으로 멘토
교사와 짝을 이루어 1년 동안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다.14) 교사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효과적 교수를 위한 이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멘토 교수와 함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교실에서 1년 동안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연습하고
연마하게 한다. 레지던트 교사들은 교육을 받는 동안 재정 지원을 받으며, 졸업 후에 속한 학교
구에 3년 이상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 다양성을 위한 소수 인종 교사 유치 노력
미국의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최근 동향의 세 번째 특징은 다양성을 위한 소수 인종
배경과 스페인어와 같이 제2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고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O’Sullivan, 2015). 미국 교사들은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고 영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것과는
13) https://www.teachforamerica.org/ 참조
14) https://nctresidencies.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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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거의 절반이 백인이 아니며, 소수 인종 학생들 가운데 상당
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다.
또한 미국의 많은 학생들은 영어를 제1언어가 아닌, 제2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LA 지역 공립학교에서는 거의 100개 언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교사
교육에 있어 계속 직면해야 할 이슈가 백인과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들을 영어를 잘 사용하
지 못하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O’Sullivan, 2015).
사실 교사의 다양성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교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O’Sullivan, 2015). 이로 인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거의 대부분은 교육과정을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적절하게 만들도록 설계되어졌다(Banks, 2015). 또한 연구 주제는 교실
안에서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Krashen,
2003). 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들은 유색 인종 교수와 예비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소수 인종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대학(Minority-serving institutions; MSIs)을 적극 활용하
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이는 많은 MSI들은 다른 대학에 비해 재정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부 MSI 대학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 배출한 교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합격률이 61%에 등록금이 4,000 달러가 채 안 되는
전통적인 흑인 대학교인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는 North Carolina 주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해 내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5)
앞서 기술한 미국의 세 가지 최근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미국의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로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균형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거버넌스에 있어 각 주와 대학마다 매우 다양하다.
미국 교원 양성 제도와 채용 정책에 있어 이러한 다양성은 종종 혼동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한 공유로 그 지역과 학교에 가장 잘 맞는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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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 있어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한을
공유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O’Sullivan, 2015). 이른바 권한 공유 모델(power-sharing
model)이라 함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 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하여 교사, 사범대 교
수, 전문가, 지역 학교구와 이사회,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정부 주체와 인증 이사회와의 권한
공유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O’Sullivan, 2015).
이러한 권한의 균형은 여러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권한의 균형은 학생들
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을 하게 하게끔 한다. 또한 모든 집단이 서로의 요구를 경청하게 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게 한다(O’Sullivan, 2015). 또한 권한의 균형은 정책 결정에 있어 유용한
지식과 관점을 넓히는 장점이 있다(O’Sullivan, 2015). 나아가 권한의 균형은 개인의 주도권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전체적인 질을 보장한다(O’Sullivan, 2015). 미국의 전통적인 교사 양성
제도와 채용 정책은 이러한 권한 공유의 원칙이 잘 이루어져왔다(O’Sullivan, 2015). 그러나
최근의 연방 정부 주도의 교육 개혁은 이러한 권한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왔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반대로 최근 교육 정책에서 있어 권한의 균형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 혹은 지방 교육청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는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다. 교사 양성 제도와 채용 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불거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정원 축소 문제와
지역 간 (초등학교) 교사 채용 불균형 현상은 교사 양성 제도와 채용 정책에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교사 양성 제도와 채용 정책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미국에서 크게 증가되고 있는 대안적 교사 자격증 프로그램의 문제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적 교사 자격
증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교사 수급에 도움이 일정 부분 도움을 얻게 되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기적으로 자격증을 제공하고 있는 이들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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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프로그램들은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어서 질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전통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들은 더 많은 교육과정 이수와 인증 요구를 받고 있다
(O’Sullivan, 2015). 이처럼 연방 정부의 최근 교사 양성 정책은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안적 교사 자격증 취득 방식은 권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동질화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부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안적 교사 자격증 제도가 아직 도입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중등 교원의 약 15%를 차지고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정책
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 기간제 교사 임용 과정이나 질 관리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기간제 교사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전술한 미국의 교사 레지덴셜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다양성을 위한 소수 인종 교사 유치 노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소수 인종과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을 개편하고, 유색 인종 교수와 예비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O’Sullivan, 2015;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b). 이처럼 교사 교육을 다양화
하기 위한 노력들이 빈곤과 인종으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 공교육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잘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포용과 형평성을 위한 미국 대학들의
노력들은 오늘날 다문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예비 교사들과 현직 교사들에게 다문화 학생을 돕고 이해
하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교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15)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 535만명의 작은 도시 국가이다. 2015년 기준 싱가포르의 초등학교
교사는 1만 4,566명, 중등학교 교사는 1만 3,467명, 초･중등학교 교사는 3,056명, 주니어칼
리지16) 교사는 2,016명으로 총 3만 3,105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MOE, 2016). 싱가포르의
15)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경인교육대학교 백선희교수님이 집필한 “싱가포르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제시함
16) 싱가포르의 학제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주니어 칼리지는 싱가포르의 인문계 고등학교 정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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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는 것이 곧 채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경우 교육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임용 고시에 합격할 경우 교사로 임용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유일한 교원 양성
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이하 NIE)17)의 합격이 곧 교원 임용까지 보장한다.
NIE에 입학하여 적절한 과정을 마친 예비교사들은 싱가포르 교육부에 의해 학교에 배정되게
된다.
예비교사 양성에서 주목할 점은 예비교사로서 NIE에서 교육을 받는 단계부터 교육부로부터
봉급과 학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학사 학위 취득 프로그램에서 교육받는 경우 월
1,600~2,100 싱가포르 달러(약 133~175만 원정도)를 봉급으로 받게 되고, 학사 학위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예비교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받는 경우 월 3,100~3,500 싱가포
르 달러(약 260~290만원)를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의료 보험, 정부 보조, 개인적 문제로 인한
휴직, 의료 문제로 인한 휴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원 양성 기관인 NIE에 지원하
는 학생 중 약 30% 이내의 성적을 보이는 학생만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Lee & Tan, 2010).
싱가포르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예비교사 선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NIE의 입학 전형 과정,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인 NIE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정착하게 된 계기인 혁신 사례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

18)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유일한 교원 양성 기관인 NIE에서 초등과 중등 예비
교사의 양성과 더불어 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및 승진을 위한 연수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NIE에서 제공하는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 학사(Bachelor of Arts, Education)와 과학 학사(Bachelor of
Science, Education)를 수여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디플로마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17) NIE는 싱가포르의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이공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안에 위치하고 있는 큰
규모의 단과대학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18) 초･중등 예비교사 선발 제도의 내용은 http://www.nie.edu.sg/teacher-education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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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혹은 그와 대등한 학력을 가지면서 교직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직에 입직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세 개의 프로그램은 요구하는 자격이 조금씩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사 학위 프로그램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학사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대학과 같이 4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학
사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GCE ‘A’ Level 시험 응시자는
이 시험에서 최소 2과목에서 H2 등급, 2과목에서 H1 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GCE ‘O’
Level 시험에서 제 1언어로서 영어를 포함하여 다섯 과목에서 최소 C6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GCE ‘A’ Level 시험의 모국어(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에서 최소 S 등급 이상
혹은 GCE ‘O’ Level 시험의 제1언어(고급 중국어/고급 말레이어/고급 타밀어)에서 최소 D7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GCE ‘O’ Level 시험에서 수학 과목을 통과하거나 GCE
‘A’ Level 시험의 수학 과목에서 최소 H1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인터내셔널 바깔로레아 시험 응시자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와 더불어 영어와 수학 과목에서
최소 4등급 이상, 그리고 GCE ‘O’ Level에서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5과목에서 C6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NUS19)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자는 수학, 영어 과목에서 2.0 이상의 학점을,
그리고 폴리테크닉 졸업장 소지자는 전반적으로 좋은 학점과 GCE ‘O’ Level 시험에서 제1언어
로서 영어를 포함하여 다섯 과목에서 최소 C6 등급 이상, 그리고 GCE ‘O’ Level 시험에서
수학 과목을 통과하거나 GCE ‘AO’혹은 ‘A’ Level 시험의 수학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성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 500자 이내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 디플로마 프로그램20)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GCE ‘A’ Level 혹은 폴리테크닉 디플로마를 소지하고 교직
1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약자로 NUS 부속 고등학교가 있다.
20)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정보를 http://www.nie.edu.sg/teacher-education/diploma-programmes 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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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1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GCE ‘A’Level 시험에서는
최소 2개의 고급 과목, 2개의 보통 과목(영어 포함)을 통과해야 한다. GCE ‘O’ Level 시험의
경우 제1언어로서의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5개 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최소 GCE ‘O’Level 시험에서 수학을 통과해야
하며,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교사의 경우 영어 과목 통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GCE ‘O’ Level
시험에서 고급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에서 B3 등급 이상 혹은 보통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에
서 A2 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급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혹은 중국 문학/말레이 문학/타밀 문학
을 통과해야 한다. 이 외 음악과 미술 과목 예비교사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과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이 요구된다.
인터내셔널 바깔로레아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와 더불어 영어 과목에
서 최소 4등급 이상, 그리고 GCE ‘O’ Level에서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5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폴리테크닉 졸업자의 경우에는 폴리테크닉 졸업 디플로마를 소지하고GCE ‘O’ Level에
서 영어를 포함하여 최소 5과목을 통과해야 한다. 체육 예비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체육 능력
시험(Physical Proficiency Test)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지원자는 추가적으로 교육부와 NIE에서 주관하는 적합성 시험(Suitability
Tests)에 응시하여 대학 및 예비교사 양성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자격 조건과
각종 시험 점수에 근거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며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Postgraduate Diploma in Education: PGDE)은 대학에서 특정
영역을 전공한 졸업자들이 다시 교직으로 입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4년제 대학 졸업하고 GCE ‘O’ Level 시험에서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 1개 과목에서 통과하거나 체육 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체육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2017).
또한 추가적으로 입학 능력 시험과 추가적인 시험에 응시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자격 조건과 각종 시험 점수에 근거하여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며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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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학 능력 시험(Entrance Proficiency Test)
학사 학위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모두 입학 능력 시험
에 응시해야 한다. 입학 능력 시험은 초등 혹은 중등에서 가르칠 과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의 네 개 언어와 체육교육의 총 다섯 가지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전공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영어 입학 능력 시험을 면제 조건
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영어 입학 능력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이외의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사들의 영어 능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전공자가 영어 입학 능력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GCE ‘A’ Level 시험의 일반 논문(General Paper)(영어) 과목에서 B3, 일반 논문에서
B, H2 지식과 탐구(Knowledge and Inquiry)에서 B학점 이상
 GCE ‘O’ Level 시험의 영어 과목에서 B학점 이상
 SPM의 영어 논문에서 최소 B3학점 이상
 인터내셔널 바깔로레아 시험에서 5학점 이상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 못한 경우 영어 입학 능력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시험의 구성 요소는
구두 시험(oral test)과 필기 시험(written test)의 두 가지이며 구성 요소별 평가 방식은 다음의
<표 Ⅴ-2>과 같다. 영어 이외의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의 입학 능력 시험도 유사하게 구성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험은 연간 10회 정도 응시할 기회가 있다.

❙표 Ⅴ-2❙ 싱가포르의 영어 입학 능력 시험의 구성 요소별 평가 내용 및 평가 방식
구성 요소

평가 내용
Part 1. 읽어 보기

200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읽고, 이를 녹음하여 평가. 정확성,
유창함 및 지적인 정도를 평가

Part 2. 이야기 하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 2분 동안 자유롭게 말하고 이를 녹음하여
평가. 평가자들은 유창함, 지적인 정도, 주제와의 관련성과
내용의 구성에 대해 평가

구두 시험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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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구성 요소

필기 시험
(2시간)

평가 내용

평가 방식

Part 1. 청해력

짧은 대화, 긴 대화, 짧은 강의를 듣고 20개의 선다형 문제를
통해 내용을 이해했는지 평가

Part 2. 문법, 어휘 및
맥락에 맞는 언어

응시자의 지식 및 공식적 언어인 영어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30개의 선다형 문제로 문법 및 어휘를 평가하고 2개의 문단에
50개 단어의 빈칸 채우기와 선다형 문제를 혼용한 문제를
활용하여 평가

출처: NIE(2008).

2)

·

NIE에서 제공하는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 안에서 초등과 중등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 초등 및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사 학위 프로그램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서는 초등 및 중등의 학교급,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일반 과목
과 체육 과목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예술 학사(Bachelors of Arts)와
과학 학사(Bachelors of Science) 학위 프로그램로 구분된다. 예술 학사와 과학 학사의 차이점
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예술 학사의 경우 예술 과목을 과학 학사의 경우
과학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예술 학사와 과학 학사의 두 가지 유형의 학사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Ⅴ-3>과 같다.
❙표 Ⅴ-3❙ 싱가포르의 초･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학사 학위 프로그램
예술 학사(BA)

과학 학사(BSc)

초등 일반(3개 교육과정)

초등 일반(3개 교육과정)

초등 일반(2개 교육과정)

초등 일반(2개 교육과정)

초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초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중등 일반

중등 일반

중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중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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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교육학(Education Studies), 교육과정(Curriculum Studies), 학문적
과목(Academic Subjects), 교과 내용(Subject Knowledge), 언어 발달 및 학문적 담화 기술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Discourse Skills: LEADS), 그리고 실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예술 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영역 및 과목에 관하여는 [부록 5]의 <부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나) 디플로마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졸업 후 약간의 사회 경력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적으로 2년 간 진행되고 예외적으로 1년간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디플로마 프로그램 역시 초등
및 중등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플로마의 종류는 초등 일반(영어 사용 교사 대상)
과정, 초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2년 과정, 초등 중국어/말레이어/타밀어 1년 과정, 중등
말레이어/타밀어 2년 과정, 초등 미술 및 음악 2년 과정, 중등 미술 및 음악 2년 과정, 미술
및 음악 1년 과정, 가정 과정, 특수교육과정 등이 있다.
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디플로마 프로그램에서도 교육학(Education Studies), 교
육과정(Curriculum Studies), 교과 내용(Subject Knowledge), 언어 발달 및 학문적 담화 기술
(Language Enhancement and Academic Discourse Skills: LEADS), 그리고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초등 일반 2년 과정과 중등 일반 2년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부록
5]의 <부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학 졸업자를 위한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체육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총 2년, 이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총 16개월로 구성된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은 16개월/2년의
기간 동안 네 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네 개의 영역은 교육학(Education
Studies), 교육과정(Curriculum Studies), 실습 과목(Practicum), 언어 발달 및 학문적 담화
기술(Language Enhancement & Academic Discourse Skills: LEADS)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
등과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영역별 강좌는 [부록 5]의 <부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영역별 강좌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초등 및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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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영어 이외의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사용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영역
에 해당 언어에 대한 강의가 포함된다. 중등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각
과목당 해당하는 강좌가 4개 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회계에서는 ‘회계 학습 환경의 반성
적 실제’‘회계 전략과 평가’‘회계 교수 및 학습을 위한 교수 방법 접근’‘회계 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의 네 개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초등 미술과 음악, 체육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는 일반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과는 다른 과목들이 주로 교육과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3)
싱가포르는 1997년 교육개혁으로 내세운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양성 및 교직 개발에 대한 개혁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교육개혁 즉, 덜 가르치고, 더 학습하자(Teach
Less, Learn More)를 통해서 다시 한 번 21세기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21세기 인재를 길러낼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NIE에서는 2008년부
터 2009년까지 광범위한 문헌, 새로운 동향, 지역적 특성 및 정책적 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21세기 교원교육 모델(Model of Teacher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이하 TE21)이 탄생되었다(NIE, 2010). TE21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
까지 5년 동안의 NIE의 3:3:3 로드맵을 제시하고있다.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예비교사
양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 NIE, 그리고 교육부 세 주체의 파트너 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NIE에서는 파트너 십 강화 모델(Enhanced Partnership Model)을 제안하
고 있는데,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의 6가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 새로운 가치, 역량, 지식 모델(New Values3 Skills and Knowledge model: 이하
V3SK)
V3SK 모델에서는 NIE에 재학 중인 싱가포르의 예비교사들이 지녀야 하는 가치, 역량, 지식
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 교사 정체성
(Teacher Identity), 교직 전문성 및 교직사회에 대한 봉사(Service to the Profession and
Community)의 세 가지 요소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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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습자 중심 가치는 예비교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학습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가치에 따라 예비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상황과 다양성을 인지하고 모든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학습자가 최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
을 둔다. 다음으로 교사 정체성의 가치는 예비교사가 학생의 요구와 교육적 환경의 급변에 적절
히 대응하고 교직 수행을 위한 높은 기준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직 전문성과
교직사회에 대한 봉사의 가치는 교사간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교직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직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나은 실천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V3SK 모델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의 성취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최신의 국제 동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것을 강조한다. 학습자 중심, 교사 정체성, 그리고 교직 전문성
및 교직사회에 대한 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치들을 통해 싱가포르의 예비교사들은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그림 Ⅴ-1] 참조).

❙그림 Ⅴ-1❙ 싱가포르 예비교사가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 역량, 지식(V3SK)의 세부 요소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2010), p. 4

176

Ⅴ.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나) 예비교사 역량 프레임워크(Graduand Teacher Competencies Framework)
예비교사 역량 프레임워크에서는 졸업 예정인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기준과 목표를 제공하
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21세기 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더불어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신임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을 전문적 실제(professional practice), 리더십과 관리
(leadership and management), 개인적 효과성(personal effectiveness)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각 측면별 해당되는 핵심 역량은 <표 Ⅴ-4>와 같다.
❙표 Ⅴ-4❙ 싱가포르 예비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수행 측면

전문적 실제

핵심 역량
1.
2.
3.
4.

아동 양육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
아동에게 교과외 활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지식 배양
- 교과 학습, 반성적 사고, 분석적 사고, 자주성(initiative), 창의적 교수,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관리

1. 마음과 정신(hearts and minds)
- 환경에 대한 이해, 타인을 개발(developing others)
2. 타인과의 작업
- 학부모와의 협력, 팀별 작업

개인적 효과성

1. 자신과 타인에 대해 알기
- 스스로를 단련하기, 자신의 진실성을 단련하기,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탄력성과 적응성

출처: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2010), p. 5.

다) 이론과 실제의 관계 강화(Strengthening the Theory-Practice Nexus)
NIE에서는 교원 양성교육에서 다루는 이론과 실제 학교 현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의 차이(The theory-practice (T-P) gap)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교원 양성교육에서 이
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학습할 수 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멘토십 강화: 학교와 NIE의 협력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실습(practicum)에서 멘토링을
강화한다. 현직교사들은 구조화된 멘토십 준비 프로그램(Structured <Mentorship Pre
paration Program)을 통해 학교 조직 멘토(School Coodinating Mentor)가 되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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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책임감 있게 멘토링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멘토십 준비 프로그램은 기
본(Basic), 중급(Intermediate), 상급(Advanced)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실습 중 이루어진 멘토십 프로그램은 실습 이후에도 지속되며 예비교사가 교직에 입
직하여 신임교사로 재직하는 기간까지 이어진다.
 학교와 NIE의 협력은 다음의 네 가지 접근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1)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반성; 2) 학교 기반 탐구 혹은 연구; 3) 모의 학교 환경
을 만들기 위한 교수 도구(pedagogical tools)의 사용; 4) 실험적 학습. 학교와 NIE
의 이러한 협력은 NIE의 강좌나 프로그램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된다.
 현직교사의 NIE 파견근무를 통해 초임 교사 준비 프로그램(Initial Teacher Program)
이나 교원 전문성 개발(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강좌를 담당하게 한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학교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학교의 문화와 환
경, 숙련된 교사를 관찰하고, 그들과 공동 교수를 해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해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NIE의 프로그
램 안에서 진행된다.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반성적 교수 모
델(Reflective Teaching Model)이 활용된다(반성적 교수 모델은 [부록 5]의 [그림 1]
참조).

라)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확장된 교수 전략
NIE에서는 교수 내용의 본질적 측면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수 전략이 필요할 것이
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새로운 학습에 필요한 교수 방법을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하고
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교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핵심 전략의 유형으로는 ① 설명, ② 탐구, 반성, ③ 시뮬레이션, ④ 실험적 양상
실습, ⑤ 자기 주도, ⑥ 협동 등의 다양한 전략이 제시된다. 교실 수업의 예로는 ① GESLP21),
21) GESL은 Group Endeavour in Service Learning의 약자로 싱가포르 교원 양성 교육의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GESL을 통해 NIE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학교와 교사가 지역사
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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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이크로 티칭, ③ 학교 현장 실습, ④ 문제 중심 학습,⑤ 사례 연구, ⑥ e-포트폴리오,
⑦ 혼합 학습, ⑧ 역할 놀이 등이 제시된다. 이러한 전략은 앞서 제시한 V3SK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가치, 역량,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핵심 교수 전략에 관하여는 [부록
5]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마) 21세기 교수·학습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
NIE는 21세기 교수·학습에 부응하는 평가 문해력(assessment literacy)을 지닌 교사를 양성
하기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NIE의 교수와 현직교사들
은 교육 현장에서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의 예비교사가 길러야 하는 평가 문해력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된다. 즉, ①
평가를 위한 적절한 과제를 디자인하기, ②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일환으로 평가를 계획 수립하
기, ③ 평가의 목적 및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④ 반성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를 위한 자기평가 능력을 개발하기, ⑤ 학습자의 개선을 돕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⑥
평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점수를 주고, 결과를 해석하기, ⑦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평가
과정을 인지하기가 포함된다.
예비교사 교육에서는 평가 문해력을 위한 지식과 이해, 실제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입직
후 1∼3년 경력의 신임교사에게는 평가에 대한 적용과 분석을 그리고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에게는 평가에 대한 종합 및 평가 문해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바) 전문성 발달을 위한 개선 과정
NIE에서는 싱가포르 교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하여 두 개의 학문적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2년간의 PGDE 석사 프로그램과 둘째, 상위 10%의 예비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4+1
속성 학사-석사 프로그램(4+1 accelerated Bachelor-Master’s programme)이다.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자들이 교사로 입직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 혹은 폴리테크
닉을 졸업한 경우에는 적절한 영어와 수학실력을 제시해야 한다.22) PGDE 프로그램은 초등
22) https://www.moe.gov.sg/careers/teach/how-to-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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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중등(secondary), 그리고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 교사가 되기 위한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니어 칼리지 교사 프로그램에서는 중등학교에서 1개 과목을
그리고 주니어 칼리지에서 1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예비교사를 양성한다23).

4)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싱가포르의 예비교사 선발과 양성 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에서는 예비교사가 되기 위한 통로가 학사 학위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
램, 그리고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다양한 인재들이 예비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플로마 프로그램과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재들
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일반 대학에서 교직 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외의
방법으로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는 것은 편입이나 재입학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싱가포르의 경우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디플로마 프로그램, 4년제 대학 졸업
후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여 1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교원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예비교
사 모집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 학교 현장의 실제를 밀접하게 연계하려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에 있어 실습과 서비스 러닝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의 예비교사 양성 교육을 지양하고 예비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사 학위 프로그램, 디플로마 프로그램, 대학
졸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초등과 중등에 관계없이 매 학년도마다 실습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첫 해에 ‘서비스 러닝을 위한 그룹 노력’이라는 과목을 통해 예비교사
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직교사를 NIE에 파견하여 예비교사 양성 교육을 위한 강좌에 투입하고 있는 점도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 현장과의 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 http://www.nie.edu.sg/teacher-education/postgraduate-diploma-in-education-programmes-p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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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개혁과 그에 부합하는 교원 양성 정책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예비교사들이 갖
춰야 하는 가치, 지식, 역량을 제시하고(V3SK), 반성적 교수 방법을 위한 모델을 바탕으로
교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V3SK에서 제시하는 가치, 지식, 역량은 교사들이 21세기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길러야 할 역량을 고려하여 제시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예비교사
양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영역과 영역별 과목이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교육개혁과
예비교사 양성 교육이 긴밀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

24)

1)
일본의 교원양성은 메이지 시대 이후부터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을 포함
한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원 양성 개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되었고,
일본으로 건너 온 미국 교육 사절단이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의 사범대학 중심의 교원 양성
을 비판하면서 일반대학 중심의 교원 양성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후 교원 면허장 취득에 필요한
단위를 이수한다면 어느 대학에서든 교원 면허장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개방제’가 현재 일본
의 교원 양성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아래에서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몇 개 대학
을 중심으로 교원양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본다.
가) 초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현황
(1) 동경학예대학(東京学藝大學)의 초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이 대학의 초등교육 교원 양성 과정(A류)(참고: 중등교육 교원 양성 과정(B류), 특별지원
교육 교원 양성 과정(C류), 양호교육 교원 양성 과정(D류), 교육지원 과정(E류))은 소학교의
전 교과에 관한 지식‧기능‧지도력과 함께 특정 교과나 교과간 영역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소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 가정,
영어, 학교교육, 학교심리, 국제교육, 환경교육, 모노즈쿠리(공작) 기술, 유아교육 등 총 15개
의 과목 군(群)을 두어 각 교과 성격에 맞는 소학교 교원양성을 주도하고 있다.
24) 본연구에서 의뢰하여 청주대학교 김용교수님이 집필한 “일본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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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발은 일반 입시, 추천 입시, 귀국생 입시, 사비 유학생 입시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일반 입시의 경우 전기 과정과 후기 과정으로 나뉘는데, 전기에서는 미술(미술 실기), 보건
체육(체육 실기, 면접), 가정(소논문), 학교교육(소논문), 학교 심리(면접), 국제 교육 코스
(면접)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군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의 성적으로 학생을 1차 선발한 후 후기 과정에서는 면접을 통해 학생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예비교사 양성에 있어 동경학예대학의 ‘패키지형 지원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교육
적 지원과 예비교사의 실천적 지도력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 대학은 부속학교 또는 다른 공립학교와 협동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환경에 놓여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모델 구축 형태로 조사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대학 학생들은 튜터로 활동하면서 교사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른바 직무 연구를 통해 통해 아동의 교육 지원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대학의 이과 교원 지도 지원 센터의 예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또한 특징적이다. 이 센터는
이과를 지도하는 교원 지도를 목적으로 2010년 4월 설립되어 예비 교사의 이과 수업 관련 지도
력을 양성하는 강의와 기초 연수, 전문 연수 기획, 학교 밖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학생인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센터의 교수나 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과교육의 과제와 최첨단 과학에 관한 해설을 곁들인 특별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소학
교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이과 수업에 있어서의 관찰‧실험과 관련된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습회를 열어 예비교사의 이과 수업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2) 제국대학(帝国大學)의 초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제국대학의 경우, 교육학부 내 초등교육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초등 교육 과정과
아동 교육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교육학부는 학생들에게 실천적인 학습과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교육 목표를 내걸고 예비교사를 선발하고 양성한다. 입시 구분은 일반 입시, AO
입시(Admissions Office 입시의 준말. 수험자 자신의 인물상을 대학 측이 요구하는 학생상과
비추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자기 추천 방식의 입시 방법), 추천 입시, 대학입시 센터
시험 활용 입시, 해외 귀국생 입시, 사회인 입시로 나눠져 있다. 일반 입시의 경우 학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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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 서류 심사를 거쳐 예비교사를 선발한다. AO입시의 경우, 지망 이유서, 조사서(지원자
가 쓴 자기소개서), 면접, 기초적인 적성 검사 등 4단계를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추천 입시와
사회인 입시의 경우 1단계에서 소논문(1,400~1,800자 정도의 문장을 읽고 요지를 100자 이
내, 의견을 400자 이내로 쓰는 것)을 거쳐 면접(소요 시간: 10분, 형식: 1:1면접)과 서류 심사
를 통해 예비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특이점은 추천 입시의 경우 과거의 지원자 수와 합격자 실정
등을 고려하여 추천을 의뢰하는 고등학교(지정교)를 결정하고 지정교로부터 추천 학생들을 받
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예비교사로 선발되어 학부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제국대학 내 예비교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제국대학 소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소학교 생활 전반을 관찰하는
‘관찰 실습’이다. 제국대학은 제국대학 부속 소학교와 연계하여 예비 교사들을 실습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아동들의 학습에서의 반응, 수업의 전개, 수업
의 목표와 평가에 걸친 전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수업과 학교 방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관찰 실습 이외에도 제국대학 내의 교직 센터는 예비 교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직 센터는 교직 과정에 관한 상담과 안내, 교원채용 시험에 관한 상담과 지도, 교육
봉사 활동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해 교직을 꿈꾸는 예비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시험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재학 중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교직 센터 소속의 교수들을
통해 소논문 첨삭과 면접, 모의 수업 준비와 같은 시험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3) 관서외국어대학(関西外国語大學)의 초등 예비교사의 양성
관서외국어대학은 2013년 4월부터 영어커리어 학부에 소학교 교원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소학교 교원의 영어교육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 이 대학은 소학교 교육에 관한 전 영역에
걸쳐 ‘뛰어난 실천적 지도 능력’,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력’, ‘국제 이해력과 다문화 공생력’
을 가진 ‘고도 국제직업인’이라는 인재 상을 내걸고 소학교의 예비교원 선발과 양성을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인정하는 교원 면허장 취득에 필요한 최저 습득 단위는 68단위이지만,
이 대학의 소학교 교원 코스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군, 언어 교육과목 군, 다문화 고생 이해
과목 군 등 44 단위분의 이수를 통해 소학교 교원 면허에 필요한 스킬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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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는 영어 운용 능력의 도달 목표(노력 의무)가 각 학년마다 정해져있는 것도 특징이다
(1학년: TOFEL 460점, 2학년: TOFEL 470점, 3학년: TOFEL 480점, 4학년: TOFEL 500
점).소학교 교원 코스는 위와 같이 TOFEL이외의 필요 최저 점수를 설정한 것 이외에도 영어
교육 지역 공헌 사업이나 해외의 학교에서 교육 현장 체험 등 다양한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질 높은 교원 양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중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현황
(1) 동경학예대학(東京学藝大學)의 중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이 대학의 중등교육 교원 양성 과정(B류)은 중･고등학교 교과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뛰어
난 실천력을 겸비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중･고등학교는
교과별 담임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대학의 입학자는 각각의 담당 교과에 관한 모든 교과를
고등학교 단계까지 이수하고 교과 지도의 전제가 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등교육 교원 양성 과정(B류)은 각각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가정, 기술, 영어, 서도(書道) 등 11개의 과목 군을 설치하고 있다.
선발은 일반 입시, 추천 입시, 귀국생 입시, 사비 유학생 입시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일반
입시의 경우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전기에서는 음악(공통시험, 음악 실기), 미술(미술 실
기, 면접), 보건체육(체육 실기), 서도(서도 실기, 서도 이론)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군에 대해
서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의 성적으로 학생을 1차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기에서는
사회, 수학, 이과 전공은 면접 시험을 추가로, 음악 전공은 공통 시험과 음악 실기를 통해 학생
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동경학예대학의 교육실천 연구 지원센터는 ‘교원 양성 기능의 충실 프로젝트’를 통해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원 양성 기능의 고도화와 교육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양성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부속학교와 지역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예비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속학교에서의 수업, 원격 관찰(원격 실시간 수
업 관찰‧영상 녹취 활용 프로젝트), e-포트폴리오(수업 관찰 ‧수업 평가 기록 시스템 활용 프로
젝트)의 활용, 교육 실습에서 ICT 활용 등을 통해 예비교사의 교육 정보화 실천력을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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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국대학의 중등 예비 교사의 선발과 양성
제국대학의 중등 예비교사의 선발은 초등 예비교사 선발 과정과 동일하다. 예비교사 양성에
있어 초등과는 달리 과목별 전문성의 육성을 내걸고 다음과 같은 자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교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교원 채용 시험 관련 맞춤 지원을 위한 이른바
‘중고진심학원(中高本氣塾)’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매월 전체 회의를 열어
모의시험 실시, 소논문 지도 등을 하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공부 모임인 학습회에 시험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또한 ‘입직 전 학습회(入職前學習会)’라고 하여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이 된 이후의 새로운 생활, 입학식과 졸업식, 수업 준비, 입직 시의
불안과 문제 해소 등 예비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인 내용을 담은 학습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 대학만이 가진 예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다.

(3) 오사카 교육대학(大阪教育大學)의 중등 예비교사의 선발과 양성
오사카 교육대학은 대학 입시 센터 시험과 개별 학력검사 등 2단계를 통해 예비 교사를 선발
하고 있다. 중등 교원의 경우 국어 교육 코스, 영어 교육코스, 사회과 교육 코스, 수학과 교육
코스, 이 과교육 코스, 기술 교육 코스, 가정교육 코스, 보건 교육코스, 미술‧서도(書道) 교육
코스, 음악 교육 코스로 나눠지며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을 거친 후 개별 학력 검사에서는 소논문
과 면접을 각각 거쳐 선발하고 있다. 보건 교육 코스는 대학 입시 센터시험과 함께 2단계에서는
실기 검사, 면접, 경기 성적에 관한 증명서를 거쳐 예비 교사를 선발하고, 미술‧서도(書道)
교육 코스, 음악 교육 코스의 경우 대학 입시 센터 시험과 함께 2단계에서는 실기 검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오사카 교육대학의 중등 예비 교사 양성 과정으로 ‘고도 이과 계열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정규 교원으로서 필요한 실천적 지도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원
면허증에 필요한 필수 단위 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오사카 교육대학, 부속학교, 오사카 공립학
교 등에서 예비 교사들이 학습 경험을 쌓아 교원 채용 시험을 거쳐 정규 교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최장 2년 간의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는 아동들의 이해, 지도법,
학교가 직면한 과제 등을 세미나 형식으로 배우는 교직 세미나 과정, 이과와 수학의 수업 연구와
수업 계획 작성/모의 수업을 해보는 교과교육 세미나 과정, 대학 교원과 학교 교원의 지도 아래
주 1회 정도 1년간에 걸쳐 학교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학무를 보조하는 학교 인턴십 과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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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쯔쿠바 대학(筑波大學)의 중등 예비교사의 양성
쯔쿠바 대학은 부속학교와 협력하여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고등학교 교원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3주 간의 교육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쯔쿠바 대학 부속학교 교원과 같은 교직 경험자를 수업 담당강사로서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예비교사들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한 질 높은 교직 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예비 교사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배우기 위한 철학‧윤리학‧종교학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이에 대한 수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다.
이러한 예비 교사들의 양성을 지도하는 교직 과정의 교수들의 수업의 질 보증을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도 특징적이다. 교직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교육‧심리‧장애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교직교육에 임하고 있다. 또한 교원 간담회를 열어 수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공유하고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업 설문조사는 교수들의 수업의 질 개선
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2)
일본의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선발 방식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마다 다르다.
또한 채용 선발 방식이 초‧중등교사 구분 없이 동일 방식을 보이거나 초등/중등별 차이를 보이는
등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교사 수급 상황과 교육 과제를 고려하여 매년 3월경
채용 인원과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像)을 포함한 내용의 교원 채용 시험의 실시 요강을
발표한다. 또한 각 교육위원회는 채용 시험에 관한 안내, 각 지역의 교육 과제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 현직 교원에 의한 체험담 소개를 주된 내용으로 한 교원 채용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
여 신규교사 채용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 사항이다.
교원 채용 시험 실시 요강 발표부터 실제 채용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각 지역별 교육위원회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1차 선고와 2차 선고에 의한 선발 방식이라는 점은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표 Ⅴ-5>는 도쿄도(東京都)의 교원 채용 시험의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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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실시 요강 발표부터 채용까지의 절차
교원 채용 시험의 실시 요강 발표 → 수험 신청 → 수험표 교부 → 제1차 선고 → 합격자 발표 → 제2차
선고 → 합격자 발표 → 채용설명회 → 각 구시정촌(區市町村) 교육위원회 및 도립학교 등에 신규교사 소개 및 면담

가) 초등교사 채용제도의 현황
도쿄도의 경우 초‧중등교사의 구분 없이 채용 선발 방식이 모두 동일하다. 지원자의 요건에
따라 각각 일반 선고, 특례 선고, 특별 선고 및 대학 추천에 의한 선고 등으로 선고 구분을
정해 신규 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각 선고 구분과 자격 요건은 <표 Ⅴ-6>과 같다.
각 선고별 채용시험 방식은 각각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신규 교사의 채용에 해당하는
일반선고의 경우 1차선고과 2차선고로 나눠 시험이 치러진다. 각 선고 방식의 내용과 일정은
각각 <표 Ⅴ-7>과 같다(2017년 3월 24일 기준).
실제 교원 채용 시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1차 선고의 교직 교양에서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
법,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교육직원면허법 등 교육법령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
다. 1차 선고의 전문 교양 시험에서는 소학교 교육과정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Ⅴ-8>은 도쿄도 교육위원회 소학교 전문 교양 시험의 기출 문제이다
(2014년 출제).
❙표 Ⅴ-6❙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교원 선발 선고 구분과 자격 요건(2017년도 기준)
수행 측면

핵심 역량

일반 선고

1978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로, 필요한 교원면허증의 취득을 끝낸 자 혹은
2018년 4월 1일까지 취득 예정인 자.

특례 선고

1958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로, 필요한 교원면허증의 취득을 끝낸 자 혹은
2018년 4월 1일까지 취득 예정인 자.
특례선고의 종류: 국공립학교의 정규 임용 교원, 도쿄도 공립학교에 정규 임용 교원
경험자, 도쿄도 공립학교에 임시적 임용 교원 경험자, 도쿄도 공립학교에
준(準)상근강사 경험자, 사회인 경력이 있는 자.

특별 선고

특별선고의 종류: 도쿄 교사 양성 학원생, 스포츠‧문화‧예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제 공헌 활동 경험자

대학 추천

교원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한 교직과정을 설치한 대학이나 대학원(교직대학원 포함)
혹은 단기대학의 재적자 중 지정의 추천 기준을 갖춘 자로서 학장이 추천하는 자.

187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표 Ⅴ-7❙ 2017년도 도쿄도 교원 채용 후보자 선고 방법과 일정(초･중등 공통)
구

분

선고 방법

일정

교직교양(60분간)
전문교양(60분간)
논문(70분간)

2017년 7월 9일(일)

면접

집단면접
개인면접

2017년 8월 19(토)
또는
2017년 8월20일(일)

실연

중･고공통, 초･중공통, 특별지원학교의 음악, 미술,
보건체육, 영어, 소학교 전교과(영어코스)의 수험자가
대상이다.

2017년 9월 3일(일)

제 1차선고

제 2차선고

❙표 Ⅴ-8❙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 소학교 전문교양 시험의 기출 문제
사토코상의 집부터 학교까지 가는 도중에 도서관이 있다. 사토꼬상은 집부터 도서관까지 분속 80미터를 걷고,
도서관부터 학교까지 분속 60미터를 걸으며 집부터 학교까지 전부 17분이 걸린다. 집부터 학교까지의 총
거리는 1180미터이다. 집부터 도서관까지의 총 거리는 ( )미터이다.

나) 중등교사의 채용 현황
도쿄도와 달리 나가노현(長野県)의 경우는 초‧중학교 교원의 선고 방식과 고등학교 교원의
선고 방식을 구분한 채용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표 Ⅴ-9>는 고등학교 교원 선발 내용
과 일정이다. 또한 각 선고 구분은 도쿄도와 달리 일반 선고,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선고, 특별
선고(대학 추천 선고, 신체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선고, 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
로 한 선고, 정규 교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선고, 영어 자격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고 등)로
나눠져 있다.
실제 교원 채용 시험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등교원 채용 시험은 초등 교원 채용 시험과 마찬가
지로 1차 선고의 일반교양에서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학교교육법시행규칙, 교육직원면허
법 등 교육법령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전문교과 시험에서는 각 과목에 해당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다음은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가 2015년도에 실시한
교원 채용 시험 제 2차 선고의 소논문 기출 문제이다(고등학교 교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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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고등학교 교원 선발 내용과 일정(2017년도 기준)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1차 선고

○ 필기 시험
- 일반교양, 전문교과,
소논문
○ 실연
○ 집단 면접
○ 서류 심사

2017년 7월 8일(토)
또는 7월 9일(일)

지원자 전원(다만, 보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의 지원자는 면제.
영어 자격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고의 지원자는 서류 심사만.)

2차 선고

○ 적성 검사
○ 개인 면접

2017년 8월 19일(토),
20일(일), 26일(토),
27일(일) 중 지정된 날

1차 선고 합격자 전원
(보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선고,
영어 자격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선고의 지원자를 포함.)

❙표 Ⅴ-10❙ 일본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 교원 채용 시험 제2차 선고 소논문 기출 문제
OECD의 PISA조사 등 각종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아동, 학생에 관한 과제의 한 가지로서 ‘자신감 결여와
스스로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감 결여’, ‘스스로의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에 대해 당신은 어떤 교육실천을 행할 것입니까? 900자 정도로 논술하시오(50분)

3)
가) 국가 수준의 교사 양성 및 채용 혁신 동향
(1) 교사 양성 정책의 혁신 동향
문부과학성은 2016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의의「앞으로의 학교교육을 짊어질 교원의 자질
능력의 향상에 관하여~함께 배우고 향상하는 교원 육성 커뮤니티의 구축을 향하여~」의 답신
을 통해 향후 교사 양성에 있어 ① 각 교과의 이론 ‧지식에 치우진 경향 개선 ② 학교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의 충실 ③ 교직과정의 질 보증 및 향상을 개혁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①의 개혁안으로 실천‧연습 중심의 수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면허증의 취득에 필요한 단위 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교육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직 과정의 내용을 정선하고 중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학부는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고 새로운 교육 과제에 대응

189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가능한 수업 실천 구상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이를 다른 대학과 학부에 모델로서 제시‧보급에
앞장서도록 해 실천 중심의 수업을 위한 교원 양성 대학의 역할에 관해 제시했다.
실천‧연습 중심의 수업을 위해 최근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관점을 기반
으로 한 수업과 수업에서의 ICT 활용이다. 특히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반으로 한 활동
수업을 뜻하는 액티브 러닝의 도입으로 체험적･ 활동적･ 실천적인 수업을 이끌 수 있는 교사를
모의 수업과 수업실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채용할 방법을 각 교육위원회별로 고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②의 개혁안으로는 학교 인턴십의 도입을 제안했다. 학교 인턴십은 2015년 10월
문부과학성의 자문 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초‧중등교육분과 회의 회합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이는 보통 4주간 정도의 기간 동안 교원으로서 일부 직무를 담당하는 교육 실습과는 다른 개념
이다. 학교 인턴십은 대학 1∼2학년부터 학교에서 주 1회에 2시간 정도 수업 보조, 사무 보조,
방과 후 수업이나 토요일 수업에서의 보조 등을 통해 이를 이수 단위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30시간을 1단위로 인정). 학교 인턴십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의 역할도 달라지는데, 교육 실습
의 경우 학교가 실습생의 실습 활동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학교 인턴십에서는
학생이 해야 할 보조 업무를 지시하는 수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
게 된다. 이와 같은 학교 인턴십의 도입은 예비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지역별 교육위원회와 대학의 90%이상이 이 제
도의 유효성에 찬성했다.
마지막으로 ③의 개혁안으로 교직 과정을 통괄하는 조직 설치 및 평가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직 과정에 대해서 학교종(種)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교과에 관한 과목’과 ‘교
직에 관한 과목’ 등의 과목 구분을 철폐하고 새로운 교육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의
신설을 제시했다.

(2) 교사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교사 채용 정책에 있어 문부과학성은 2016년 12월 답신을 통해 ① 교사 양성과 채용의 접속
충실 ② 현 교육위원회 채용선고의 질적 향상과 실시 효율화 ③ 특별 면허장 활용 등 선고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개혁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①과 관련하여 각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와 대학의 연합체제인 ‘교원육성협의회(가
칭)’를 통해 상호 인사 교류를 통한 교원 육성지원, 교원 채용 시험 문제 출제 및 연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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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채용과 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교육위원회에
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천사례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제시하였다. 가령, ‘교사양성학원’
을 통한 대학교수의 지도와 강습 등으로 예비 교사의 실천적 수업력 배양에 힘쓰거나, 교육위원
회와 각 학교가 채용 예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배정학교에서 학무를 체험하거나 교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미리 제공하는 등 신규 교사들의 현장 적응을 돕고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②와 관련하여 현 단위를 초월한 전국 공통의 교사 채용 선고를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국가는 교원 채용 시험의 공통 문제의 작성과 관련하여 각 도도부현의 채용 선고의 내용분
석 및 필요 파악 등에 관한 검토를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독립 행정법인 교원 연수 센터가
교원의 자질 능력의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한다면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채용
시험의 공통문제 작성과 검토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해당 법인이 적극적으로 활동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③과 관련하여 특별 면허장에 관한 수속의 개선과 활용의 탄력화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교육 문제의 복잡화‧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인재를 교육 현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특별
면허장 이외에도 교원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인재를 교원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귀한 교원상의 명확화, 선발
방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 지방 정부 수준의 혁신 동향
위와 같은 중앙 정부 수준에서의 교사 양성과 채용과는 별도로 각 지방 정부 수준에서도 기존
의 교사의 양성과 채용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나가노현의 경우, 2018년 교사 채용 선발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교사의 비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견을 바탕으로 한 면접을 실시
한다. 둘째로 ‘탐구적인 배움’을 실천하는 힘과 풍부한 인간성, 타자와 협동할 수 있는 힘을
측정한다. 셋째로 소학교의 경우 영어, 발달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교육과정에의
대응을 충실케 한다. 이와 같은 나가노현의 방침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교사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신규 교사의 교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교사
채용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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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 양성기관 수준의 혁신 사례
(1) HATO：교사 양성 기관의 연구 협력 및 연합체제
교원 양성을 위한 단과대학인 훗카이도교육대학(北海道教育大學,H), 아이치교육대학(愛
知教育大學,A), 동경학예대학(東京学藝大學,T), 오사카교육대학(大阪教育大學,O)의 연
합 연구협력체제를 HATO라고 한다. HATO는 교원양성교육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협동으로 해결 가능한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전국의 교원 양성 대학과 학부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본의 교사양성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HATO는 예비 교사의 교직 실천력 향상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
로 한 연합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 양성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고 연구 성과를 발표, 공유,
적용하며 전국 교원 양성 대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는
2012~2017년까지 실시한 ‘교직 기초 체력을 갖추고 국제 감각을 가진 우수한 교원의 양성의
충실을 위한 개혁 프로젝트’, ‘안전‧방화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2) 도쿄도 교육위원회 소속 교직연수센터의 도쿄교사양성학원
학교‧지역의 특징과 아동‧학생의 실태를 이해하고 수업 실천을 통해 실천적인 지도력을 갖춘
인재를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육성하는 도쿄도만의 교사 양성 시스템이다. 도쿄 교사 양성학
원은 대학과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학교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비 교사들이 수업을 관찰
하고 실습할 학교(교원 양성 지정교)를 정해주어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양성 지정교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수업 실천력을 갖춘 인재를 미리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예비교사들의 특별교육 실습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대학과의
연계로 대학교수에 의한 월 1회 수업 연구 지도, 교육실습 상황 등의 파악 및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4)
일본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 선발-선발 요건 및 자격의 다양화로 우수한 인재의 유인 및 확보이다.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의 득점과 면접, 소논문에 의해 치러지는 일반 입시와는 달리 특정 분야(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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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음악, 미술 등) 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해외 귀국생, 유학생 등을 위한 교직
과정 입시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해당 수험자들에게는 일반 입시와
는 달리 성적 조건을 완화해주거나 가산점을 주어 예･체능 및 외국어 인재, 유학생 등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교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발 요건 및 자격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예비 교사 선발 단계부터 인재를 미리 확보하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점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둘째, 교사 양성-학교 인턴십 제도로 예비 교사의 교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회 제공이다.
교원 면허증에 필요한 이론 중심 수업의 이수 단위를 경감하는 대신, 대학 1학년부터 정기 및
장기적으로 학교 수업과 행정 업무 보조에 참여하는 활동을 단위로 인정하는 실천, 현장 중심의
학교 인턴십 제도의 도입으로 예비 교사들이 스스로 교직 적합성을 판단해 보며, 실제 교직에 나가
서도 교직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일찍이 갖게 된다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셋째, 지역 교육위원회와 대학의 연합으로 교원의 채용과 양성의 연계성 확보이다. ‘교원육
성협의회’의 창설의 제안으로 지역 교육위원회와 교직과정을 설치한 대학이 연합하여 교원의
채용과 양성이 분절되지 않고 상호 연계성을 갖추는 체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교원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상호 인사교류는 예비 교사에게 교원 채용 시험에 관한 질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넷째, 신규교사 채용-사회인의 등용으로 인한 다면적 교원채용시험으로의 변화이다. 민간
기업과 관공서와 같은 곳에서 사회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 봉사단에서의 봉사 활동을 한
자, 혹은 국제 공헌 활동을 한 자와 같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능력을 갖춘 자가 신규
교사로 채용되어 다양한 인재풀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선발 요건의
다양화로 발생하는 교사로서의 교과 전문성과 교직 적합성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 채용
단계에서 교직 적성 검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면접 제도의 실시 등 다면적 교원 채용 시험에
관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5)

핀란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매 3년마다 시행한 OECD의 국가별 학업성취도평가인
25)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경희대학교 김병찬교수님이 집필한 “핀란드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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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테스트에서 네 번 연속으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교육 선진국
으로 불리어지고 있다(OECD, 2016). 핀란드는 초･중등교육의 질만 높은 것이 아니라 고등교
육의 질, 국민 행복도, 삶의 질, 국가경쟁력 등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이다(Sahlberg, 2011).
핀란드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은 바로 우수한 핀란드 교육에 기인한다(European
commission, 2009). 핀란드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Jakku-Sihvonen & Niemi, 2006; Simola, 2005; Sahlberg, 2011),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 성공을 이뤄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핀란드는 오래 전부터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핀란드는
견고한 교육 복지 제도를 갖춘 나라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육의 책임이 개인보다도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고(Aho, Pitkanen, & Shahlberg, 2006),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교육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
들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보조 자료 및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
핀란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다. 핀란드 교사의 질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
다(OECD, 2010; Sahlberg, 2011).
이러한 요소들 이외에 평등의식, 약자에 대한 배려, 협동과 협력 문화, 신뢰 정신, 합리적인
교육정책 운영 등도 핀란드 교육 성공의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Simola, 2005). 핀란드 교육의 여러 성공 요인 중에서 우수한 교사의 확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 성공의 핵심을 교사로 보고 있는데(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는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
보면, 해당 연령대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이 교사 양성 기관에 들어오고 있는 점
등의 다양한 요인이 부각된다(Sahlberg, 2011). 이하에서는 핀란드는 어떻게 질 높은 교사를
길러내고 있는가? 의 관점에서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1)

·

핀란드의 초ㆍ중등 교사 양성 정책에 관하여는 교사 양성교육의 철학 및 목적, 교사 양성교육
의 구조와 체제, 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실습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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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핀란드 교사양성교육의 철학 및 목적
핀란드의 교사 양성교육은 1863년 Jyväskylä 대학의 세미나에서 시작이 되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2). 당시 세미나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8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사 양성 교육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 논쟁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목표’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이 논쟁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논쟁의 주요 주제는 교사 양성 교육이 실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이론적인 것에 중심을 두어야하는지와 관련이 있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핀란드에서는 교사 양성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제의
조화 및 통합이라는 전통을 수립할 수 있었다(Simola, 2005).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사 양성 교육이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Sahlberg, 2007), 1974년부터 교사교육학과가 종합대학 내의 정식 학위(학
과) 과정으로 설치되게 되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을 교육학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하였고, 중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일반 전공에
서의 학위 취득 이외에 부전공으로 교사 양성 과정인 교과교육학(subject study in education)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등 교사 양성 과정 모두 철저한 연구 기반의 토대 위에
서 이루어졌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현재 핀란드에서 교사교육학과는
모두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현재 핀란드에는 종합대학교가 14개 있다. 이 중에서 11개 대학에 교사교육학과가
설치되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성인교육을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Kokkola대학) 1개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26)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Vaasa
대학) 1개가 있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핀란드에서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들은 비교적 분명한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교원을 배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연구를 통해 핀란드 교사 양성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교직으로서의 매력과 가치를 높인다, 셋째, 교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석사학위
26)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개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은 약 3%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언어를 사용하
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위한 교사양성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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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교사를 양성한다, 넷째, 교사 양성 교육에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 조화를 중시한다,
다섯째, 평생 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량을 길러준다, 여섯째, 연구기반 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
한다와 같이 제시된다(Sahlberg, 2007; Simola, 2005).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교사교육학과에서도 나름 대로의 목표와
철악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의 경우는 핀란드 사회에 필요한 교사
와 교수･학습 분야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다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지적 혁신을 통한 글로벌 리더 학과로서의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교사교육학과의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well-being)
.

,

,
,

.
.

,
.

, 3)

, 4)

1)
, 5)

, 6)

, 7)

, 2)

, 8)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3).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이외에 다른 대학의 교사교육학과에서도 나름대로의 목표와 철
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역시 분명한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교육학과에서는 자율적, 성찰적, 협력적 가치를 중시하며
목표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헬싱키대학과 위바스킬라대학교의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철학에서 부각되는
특징으로는 첫째, 핀란드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추구
하고 있으며, 둘째, 국가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셋째, 다문화사회 및 세계화에 대비한 융합형, 다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넷째, 교사들의 개인 역량, 특히 연구를 기반으로 한 성찰 역량 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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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란드에서는 초등 교사 양성 기관과 중등 교사 양성 기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종합
대학 내에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이 하나의 단과 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한 학과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운영되는 사례로는 헬싱키대학교와 위바스킬라대학교 사례를 제시한다.

가) 헬싱키대학교 사례
(1) 종합대학 구조
핀란드에는 교사를 양성하는 독립대학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종합대학 내에
교사교육학과를 두어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직학은 교사교육학
과에서 담당하지만, 교과내용학은 교사교육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 맡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교사교육학과에서 양성해 내는 교사들이 담당하는 교과들이 다양한 만큼,
헬싱키대학교의 일반학과 거의 대부분이 교과내용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사 양성 교육에 참여
하고 있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헬싱키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서 예･
체능관련 단과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망라여 11개 단과대학에 24개 학과를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University of Helsinki, 2017: 2).

❙표 Ⅴ-11❙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의 단과대학 구성 현황
대학

학과 수

인문대학(Faculty of Arts)

4개

교육과학대학(Faculty of Education)

2개

법과대학(Faculty of Law

1개

사회과학대학(Faculty of Social Sciences)

2개

신학대학(Faculty of Theology)

1개

자연과학대학(Faculty of Science)

5개

의과대학(Faculty of Medicine

1개

생명환경과학대학(Faculty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2개

농업 및 임학대학(Facult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4개

수의과대학(Faculty of Veterinary Medicine)

1개

약학대학(Faculty of Pharmacy)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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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대학교 단과대학 중에서 교육과학대학 내의 2개 학과는 교육학과와 교사교육학과이
다. 교사교육학과는 초등 교사 양성 과정과 중등 교사 양성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초등 교사
양성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교사교육학과로 입학을 해서 배우게 되는데,
교육학 및 교직 과목은 교육과학대학 내에서 배우고 교과내용학 관련 과목들은 각 해당 일반
단과대학에 가서 배운다. 반면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교사교
육학과로 입학하지 않고 일반 단과 대학의 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 소속은 교사교육학
과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이 있는 일반단과대학의 학과이다. 즉,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교직학을 교사교육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2) 교육과학대학(Faculty of Education) 구조
교육과학대학은 인간의 성장 및 발달, 행동, 학습 등과 관련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단과대학이다. 이 단과대학에서 생산해 내는 지식은 문화적, 사회적
자산이 되어 국가, 사회적인 통합 및 사회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Faculty of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헬싱키대학교 내의 한 단과대학인 교육과학대학
은 2개의 학과(교육학과, Department of Education; 교사교육학과,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와 1종류의 기관(교사훈련학교, Teacher Training School)으로 구성되어 있다.27)
교육학과는 교육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학과로서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의
교육학의 각 하위 세부 영역들을 다룬다. 즉 교육학과는 일반교육학을 주로 다루는 학과이다.
또한 교육학과에서는 교사교육학과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데, 교사교육학과에서 교사 양성
과정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교육기초학(Educational Foundation)’ 영역은 교육학과에서 맡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교사훈련학교는 예비 교사들의 교육 실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교이다. 교사훈련학교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데, 일반학교들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교사훈련학교는 대학에 소속된 학교이다. 따라서 핀란드의 교사훈련학교들은 대학과 긴밀
하게 연계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갖추고 있다. 헬싱키대학교 교육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훈련학교는 Helsingin normaalilyseo Teacher Training School과 Viikki Teacher Training
27) 헬싱키대학교 교육과학대학 내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교육학과와 교사교육학과를 통합하여 교사교육학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들은 2011년까지의 자료들임으로 2011년 체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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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University of Helsinki 등 2개이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3) 교사교육학과 구조
헬싱키대학교에서 교사 양성 교육의 실질적인 책임 및 주관 기관은 교육과학대학 내에 소속되
어 있는 교사교육학과이다. 교사교육학과는 교사양성교육의 학문화, 과학화 흐름에 따라 1974
년에 설립되었다. 교사교육학과는 통합 학문(multidisciplinary institution) 학과이며, 다문화
사회에 대비하여 교사를 준비시키는 미래 지향적 학과이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2-3).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는 모두 6개의 과정 즉,
① 초등 교사 양성교육 과정(class teacher education), ② 기술교사 양성교육 과정(craft
studies and craft teacher education), ③ 가정교사 양성교육 과정(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teacher education), ④ 유아교사 양성교육 과정(kindergarten teacher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⑤ 특수교사 양성교육 과정(special education), ⑥ 중등 교사 양성교육
과정(subject teacher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4-8).
교사교육학과의 모든 과정은 연구 기반 접근을 토대로 하고 있다. 모든 과목들이 연구 기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체계적인 연구방
법론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각 프로그램에는 교육실습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교육실습은
교사훈련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일반학교와 유치원 등에서도 보완적으로 교육실습을 담당
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및 다양성을 중시하며, 전통 및 과거의 실행 사례들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4).
한편, 위의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구성 체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교사 양성
교육체제는 우리 한국의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과 같은 교과별 학과 체제가 아니다. 이는
교과내용학을 교사교육학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일반학과에서 맡고 있는 핀란드 교사 양성 체제
의 구조적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에는 또한 매우 왕성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 기관
이 교육 연구 센터이다. 이 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다학문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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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센터는 특별히 교사교육학과를 중심으로 한 학문 공동체 내의 전통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내 교육연구센터의 하위 연구 부서는 크게 3분야의
17개 연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과교육연구부(Research unit for the pedagogy of
subject education) 8개 영역과 교수 학습 연구부(Research unit for teaching and learning)의
3개 영역, 그리고 기타 연구부(Other research groups)의 6개 연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10).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에서는 또한 2012년 1월부터 국가의 종합적인 평가연구 센터인
교육평가센터(Center for Educational Assessment)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육평가
센터에서 각종 국내 평가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OECD의 PISA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평가 업무 및 연구도 담당한다(http://www.helsinki.fi/teachereducation/).

나) 위바스킬라대학교 사례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헬싱키대학교와 거의 비슷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교과내용학 교육은 일반대학의 각 학과에서 맡고, 교직학 교육은 교사교육학과에 맡는
체제이다. 단 교사교육학과 속해 있는 단과대학의 명칭이 헬싱키대학교에서는 교육과학대학이
었는데, 위바스킬라대학교에서는 ‘교육대학(Faculty of Education)'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지
만,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육대학의 구조
와 체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University of Jyväskylä, Faculty of Education, 2017: 3-4).

❙표 Ⅴ-12❙ 핀란드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육대학 체제
학과 및 기관

프로그램
및 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
성인교육
특수교육
교육리더십 센터

교사교육학과
초등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
중등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
학교상담교사 프로그램

교사훈련학교
 University of Jyväskylä
Teacher Training School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육대학의 프로그램이 전체적인 면에서는 헬싱키대학교 교육과학대학의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구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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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대학교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육리더십 센터’가 위바스킬라대학교에는 설치되어 교장교
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헬싱키대학교와는 달리 교육학과에 설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교육학과에 상담교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
가 난다.
이상의 두 대학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 대학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과내용학은 일반학과에서
교직학은 교사교육학과에서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 둘째, 초등 교사 양성 과정
과 중등 교사 양성 과정이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과 내에서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교육학과와 교사교육학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넷째, 교사교육학과 내에 다양한 교육 연구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핀란드는 교사양성 대학에서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이념, 여건을 바탕으로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제 사례로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헬싱키
대학교 사례를 제시하고, 중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위바스킬라대학교의 사례를 기술한다.

가)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 : 헬싱키 대학(University of Helsinki) 사례
핀란드의 초등 교사들은 핀란드의 각 종합학교에서 1∼6학년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이들은 학급관리나 학교관리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들도 일부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초등 교사 혹은 초등 교사 양성교육 과정에 있는
예비교사들이 7∼9학년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혹은 추가로 이수하면 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초등 교사 양성 과정은 5년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비교사들에게 자신의 과업을 스스로 개발하고 다른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역량
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적 사고 역량을 길러주며 연구자로서
의 교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다룰 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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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실천적 지식 역량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2).
헬싱키대학교 교사양성교육학의 초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주전공은 ‘교육학’
혹은 ‘교육심리학’이며, 특별히 다문화 교육 분야로 특화시켜 배울 수도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4-10). 교육학이 주전공인 학생들은
교육의 문화적, 심리적, 교수학적, 연구적 기반(foundation)기초에 대해 배운다. 연구 기반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비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직접 연구하고, 교육적 의사
결정을 수행하며, 교육지식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즉 교사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분석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목표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주전공을 교육심리학으로 삼는 학생들은 교사 양성 교 과정에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상호 작용 기법, 학습, 성장 및 발달, 학교 삶의 실제와 연계된 교육과정 구성 및 학습, 연구
역량 등을 배우고 갖춘다. 교육심리학 전공 과정에서는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 학습을 매우 강조
한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독립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교사로 성장해 가도록 돕고자 한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예비 교사들은 특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 괴정에서는 예비 교사들에게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
칠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을 길러 주고자 한다. 문화적 상호 작용 역량,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점 등을 함양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 교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주전공은 ‘교육학’ 전공으로 인정받는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8).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초등 교사 양성 과정에는 해마다 약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데, 이 중에 90명 정도는 교육학전공 과정을, 10명 정도는 교육심
리학 과정을, 20명 정도는 다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3).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초등 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은 [부록 8]의 <부표 1>에 제시
되어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5-6). 간략히
기술하면, 교사교육학과 초등 교사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은 크게 의사소통 및 기본 역량 영역,
주전공 영역, 부전공 영역, 일반 선택 과목 영역 등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총 300학점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60학점 정도씩 5년에 걸쳐 이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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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 중에서 주전공 영역이 140학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 중에 ‘교육연구’ 학점
(70학점)을 어느 분야로 이수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주전공이 ‘교육학 전공’, ‘교육심리학
전공’ 등으로 구분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그리고 부전공 과목은 각 교과와
관련된 과목으로 이 부전공 과목 이수는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중등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즉 이 부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교과 분야에서 추가로 학점을 더 이수하면
중등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사교육학과가 아닌 타 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인데, 예비교사들에게 교육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11).

나) 중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 : 위바스킬라대학교(University of Jyväskylä) 사례
위바스킬라대학교의 중등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은 5년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 중에서 교과내
용학 과정은 일반학과에서 이수하고 교직학을 교사교육학과에서 이수를 하는데, 교직학 과정은
1년 간의 전일제 과정이다. 교직학의 1년간 전일제 과정은 총 60학점인데, 교직학 기초 영역
25학점(교육실습 안내 5학점을 포함), 교과교육학 영역 35학점(교육실습 15학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영역별로 편성된 과목과 학점 수는 [부록 6]의 <부표 2>에 제시하였다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7).
교직학 기초 과정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은 학교 환경 및 다양한 교육적 관점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이 과정은 교육학부의 일반적인 과정 및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과교육학 과정은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배우는 과정이다. 교과교육학 과정의 목표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교과 학습의 다양한 형태 및 학습 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3).
위바스킬라대학의 중등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의 교수법과 관련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다학문적 자질(multisciplinary qualification)을 함양하고자 하며,
교육, 가르침, 배움 등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교과목의 내용 지식까지도 교육 안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향한다. 또한, 예비 교사들에게 사색적이고 문답적이며, 실용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계발하고 정립하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10). 이 과정에서는 또한 예비 교사
들에게 교사의 교직 발전을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해하게 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203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변화의 흐름 및 사회 변화와 학교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룬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방
법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교육학과에서 중등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① 입학 당시부터 일반 전공 과목과 교직학 과목 이수를 병행, ② 2학년 이후에 교직학
이수자로 선발되어 이수, ③ 일반 전공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나서 교직학 과정에 지원하여
이수하는 방법 등이다. 이 중에서 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중등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한편, 핀란드에서는 초등교사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중등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다문화 교육
의 비중을 점차 넓혀 가고 있는데(Sahlberg, 2007), 위바스킬라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 교육 과정은 대체로 부전공 과정으로 개설이 되는데, 부전공 과정은 대체로 25학점,
5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문화, 정체성, 세계화, 다양성, 다른 학습자, 다문화 그룹, 제2외국어
로서의 핀란드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택 과정으로 다문화 음악, 미술,
공예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15).
두 대학의 교사 양성 교육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징은 첫째, 각 교과 전공별로
분리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교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둘째,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주전공 과정과 부전공 과정을 함께 편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교직학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넷째, 초등 교사 양성 과정 및 중등 교사 양성 과정 모두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 교육실습 프로그램
핀란드 각 대학의 교사교육학과에서는 교육실습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학
교 밖의 공동체와도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University of Helsinki, 2017). 교육실습은 풀타
임 과정이다. 교육실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이론, 연습, 경험이다. 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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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와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탐구, 정립하는 것이다(Simola,
2005).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교사양성 과정에 있는 모든 과목의 핵심 기반이 된다. 그리고
교육실습 과정은 이 세 요소의 통합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이 된다. 교육실습 과정 중에 연구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기도 한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예
비 교사들은 교육실습 과정을 통해, 동료 예비 교사, 지도 교사, 학생 등과 상호 작용 및 협력하
는 방법을 배운다.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 교사들은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반응하는 방법, 자신의 교육 철학
점검, 다양한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기법 등을 배운다. 교육실습 과정은 토론, 현장 방문,
협동 작업, 시뮬레이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실습 과정에
서 지도교사는 예비교사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안내하며, 교육실습 과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실습 프로그램은 대학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교육학과의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네 과정 즉,
① 교육실습 안내(5학점, 대학에서 이수), ② 기초 교육실습(5학점, 교사훈련학교에서 이수,
7~8주), ③ 심화 교육실습(7학점, 일반학교에서 이수, 7~8주), ④ 응용 교육실습(3학점, 교
사훈련학교에서 이수, 7~8주)으로 이루어져 있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Jyväskylä, 2017: 7~11).
교육실습 안내는 교육실습의 기초 및 이론을 대학에서 교수들로부터 배우는 과정이고, 기초
교육실습은 교사훈련학교에서 수업 참관 및 지도 교사로부터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조언
을 받는 과정이며, 심화 교육 실습은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업 및 학급 운영에 대해
익히는 과정이고, 응용 교육실습은 주로 교사훈련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구 기반 관점에서
자신의 수업 시연 및 분석을 통해 수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이다.
헬싱키대학 교사교육학과에서도 위바스킬라대학교와 비슷한 체제로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습계획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University of
Helsinki, 2017: 10). 예를 들어, 초등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1학년 때 학습의 계획
을 짜고, 3, 5학년 때는 그 계획을 업데이트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학습법과
교수법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즉, 스스로 자신이 개발할 것들과 도전할
것들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개발시켜 나가며, 그 결과와 과정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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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과정은 교직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나) 교육실습을 전담하는 교사훈련학교
핀란드에서는 교사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서 교육실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사훈련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헬싱키대학교 역시 2개의 교사훈련학교를 두고 있는
데, 그 중에 Helsingin normaalilyseo Teacher Training School은 종합학교 7~9학년과 인문고
등학교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7~9학년 종합학교에는 300명, 인문 고등학교에는 240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http://www.norssi.helsinki.fi/English/). 인문고등학교 과정에
는 핀란드 전역으로부터 81개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으며, 종합학교는 주로 헬싱키 남부지
역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들 종합학교와 인문고등학교는 한 건물에 함께 위치해 있다.
종합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20명 전후이고, 인문고등학교의 과목 당 학생 수는 15-20명
정도이다(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at University of Helsinki, 2017: 20).
위바스킬라대학교 역시 University of Jyväskylä Teacher Training School 이라는 교사훈련
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1~9학년 과정의 종합학교로서, 88명의 교사와 14명
의 행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약 94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http://www.norssi.j
yu.fi/English/). 이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위바스킬라대학교의 교사교육학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부 및 외부 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사 양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 대학에 부설로 교사훈련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 교사훈련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실습 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다. 이들은 선발 과정부
터 교육실습 지도 역량을 점검하며 자체 연수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높여
가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이들은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데, 다음 사례도 그 예이다.
교사훈련학교는 또한 다양한 국가의 교육계획 및 대학의 연구 등과 관련하여 협력이 이루어지
는 협력 학교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연구의 장이기도 하며, 연구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예비교사들은 이 교사훈련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환경, 다양한 학습 관점, 학생의 개인 지식 등을 이해하고 개발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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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중등 교사 채용 정책
(1) 채용 공고
초･중등 교사 모두 교사 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서 관장한다. 해당 지자체
내의 학교에서 교사 결원이 생기거나 채용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
(education committee)에서 어느 과목에서 몇 명의 교사를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대체적
으로 은퇴한 교사의 자리, 또는 학생 수가 늘어 교사가 더 필요한 경우 등이 교사 채용이 이루어
지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각 지자체에서 교사 채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채용 공고가 나는데, 교사 채용 공고는
주로 일간 신문이나 교사 전용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 채용 공고문에 기본적인
자격 기준이나 요건들이 함께 공지된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교사 채
용 공고문을 보고 자격을 갖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대학 학위, 이력서 등도 제출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교육 활동이
나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함께 제출한다. 이 포트폴리오가 교사 채용 전형 과정에
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포트폴리오에는 교사로서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이 담기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들을 해 왔는지,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교육방법들을 개발시켜
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료들로 포트폴리오가 채워진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2) 1차 서류 전형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 전형은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각 지자체 교육
위원회에서는 응시 서류 및 자료들을 검토한 다음 각 해당 교과나 과별로 최종 채용 인원의
3배수를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류 및 자료 평가에서는 대개 5-7
가지의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지자체 교육위원회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서류 전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는데, 여러 평가 기준 중에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석사학위이다. 즉 석사학위의 주전공이 무엇이고, 부전공이 무엇
이며, 후보자가 가르칠 수 있는 학년이 어느 학년인지 등은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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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교육 경험이다. 즉 후보자가 어떤
가르치는 경험을 해 왔으며, 몇 년 정도 가르치는 경험을 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경험들, 예를 들어, ICT를 활용한 교육경험, 그리고 외국 학생들과의 협동
경험 등도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3) 2차 면접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는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3배 정도를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이 실시되는데, 이 면접은 각 지자체
교육원회(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대표들)이 담당한다.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에게 우선 교사로서의 지원 동기에 대해 물어 보고, 경험 과정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
며,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면접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 및 확인 사항은 교사로서의 철학, 교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교육관 등이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4) 교사 채용 과정의 특징
핀란드에서는 이와 같이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통해 해당
지자체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를 최종 선발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선발 주체인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학위, 학점 등 공식적인 기록도 검토하지만, 후보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교사로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를 선발한다. 선발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다
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의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를 들어, ICT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T
역량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등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고자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교사를 선발하면서 후보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즉 후보자가 해당 지자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
하면서 성공적인 교육 경험을 했다면, 선발 과정에서 그 후보자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자신의 지자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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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발을 담당하는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신뢰를 한다. 즉 핀란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는 공정한 선발에도 관심을 갖지만, 보다 우선적으로는 해당 지역 학교에 가정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적합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에서는 학교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학교 시스템이 변하면 교수･학습
및 교사의 역할도 변하게 되고, 아울러 교사의 선발 및 채용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인정을 해야 할 것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는 학생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형성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 밖이나 가정에서 상당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교 밖에
서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매스미디어나 또래 집단은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대해 각 가정의 불안감이 늘어
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미래 사회에 교사들의 책임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며, 사회의 여러
윤리적 문제 상황에 교사들이 더욱 민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7).
아울러 교사의 교직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대해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 사회의 교사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학교 학습에 있어서
도 교사의 활동보다는 학생의 활동에 초점이 더 맞추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독립적 학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이거나 연구 기반 역량을 갖춘 멘토이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ICT 활용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교사는 이러한 다양한 학습을 관리, 촉진
할 수 있어야 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사회 및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핀란드에
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교사 및 교사 역량의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핀란드에서는 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상당한 자율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또한
각 학교 및 교사들에게까지 이어져 핀란드의 학교 및 교원들은 매우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
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자율로 인해 핀란드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을 더 크게 떠안게 되었다(Finnish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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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Culture, 2017). 또한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되어 종합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 체제의 변화는 교사의 역량 개발, 채용 및 선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핀란드의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이 한국의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양성 및 채용과 관련하여 철저히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이자 목적은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이었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의 가치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이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Lassonde, Michael, & Rivera-Wilson, 2008).
핀란드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특한
과업의 수행자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
치는지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맥락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
에서 이론과 실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를 연계시키는 역량은 교사에게 핵심 역량이 되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교사가 전문
성 있는 교사라고 보는 것이다. 핀란드 두 대학의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둘째, 교사 양성 및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들 간의 철저한 분업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교사 양성
기관의 교사교육학과, 일반 단과대학 학과, 교사훈련학교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또한 긴밀한 협력 기관이 된다.
우리나라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교사 양성 기관의 해당 학과 중심의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어과 교사 양성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 국어교육과에서 거의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직과목만 교육학과에서 맡고 있음에 비해, 핀란드의 국어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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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교사 양성 기관의 교사교육학과, 인문대학의 국문과, 교사훈련학교가 서로 협력,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한 학과에서 모두 담당하지 않고 나누어 담당함으로 인해 관리, 운영상
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각 담당 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한국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의 교사 양성 과정
에서 교과내용학을 교사 양성 기관의 학과에서 맡고 있는데, 교사 양성 기관이 가지는 특수성과
한계로 인해 교사 양성 기관 학과에서 교과 내용학 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교과 내용학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교사 양성 기관 국어교육과의 교과 내용학
커리큘럼과 인문대학 국문과의 커리큘럼의 차이만큼 교과내용학이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육학 영역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의 해당 학과에 대체로 1~2명
정도의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들이 배치되어 가르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교사교육학과에
수십 명의 교과 교육 전공 교수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과교육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양성 기관과 연계 및 전문성이 부족한 부속 학교나 병설 학교에서 이루
어지거나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교육 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교육실습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교사훈련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모든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는 교사 양성 과정의 각 하위 영역 프로그램을 분야별 전문 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교사를 길러 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각 하위 영역별로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체적으로 교사 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각 기관 간의 원만한 관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각 하위 영역을 맡은 기관들 간의 분업과 협력
체제는 핀란드만의 독특한 체제는 아니며, 유럽의 대다수 국가 및 미국 등 많은 나라의 교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이기도 하다(Europran Commission, 2009; Houston, 1990).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하나의 학과 내에서 거의 모든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더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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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 각 과목별로 교사교육학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과목별로 담당 학과가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교사교
육학과 하나에서 모든 교과의 교사 양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 양성에 있어
교과별 특수성보다는 교사 양성 교육의 전문성을 더 중시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사
양성 교육 특히 교직학 교육에 있어서는 교과별 차이를 크게 보지 않고 교사 양성 교육의 공통성
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 교사 양성 교육에 있어 각 하위 영역, 즉 교과내용학,
교직학(교과교육학), 교육 실습 등은 각 전문 담당 기관에서 분리하여 맡도록 하고 있지만,
과목별 교직학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체제는 하나의 전공 교과
교육만이 아니라 타 전공 교과교육 이수도 수월하게 하여 핀란드 교사들이 모두 2개 이상의
교과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교사 양성 기관의 각 교과교육과에서는 교과내용학, 교과교육
학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교수의 구성 비율로 분류해보면 교과내용학 교수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담당 교수는 그동안의 많은 충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확보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김병찬, 2001; 정영수, 2007). 교직학은 교육학과에서 교육실습은 일선 학교
에서 맡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교사양성기관의 각 교과교육과는 교사 양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주체는 교육내용학 교수들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교사 양성 기관의
각 학과는 형식적으로는 교사 양성 교육 기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과내용학이 주도하는 기관
인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 양성 교육 개혁이 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 기인한 점이 없지 않다. 즉 구조적으로 교사 양성 교육을 주도한 주체가 모호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교과내용학은 해당 일반학과에서 교육실습은 교사훈련학교에서
맡고 있지만 교사 양성 교육은 교직학을 맡고 있는 교사교육학과에서 주도한다. 즉 타 기관들은
협력기관이며 어디까지나 교사양성교육의 주도권은 교사교육학과가 가지고 있다. 이 교사교육
학과가 주도하여 그동안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왔던 것이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셋째, 교사 양성 및 채용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이 교과내용학을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중등 교사 양성 교육 과정에서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교과 내용학 분야 일반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 내용학 분야의
석사 학위 과정은 해당 학문 분야를 배우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핀란드에서 교사 자격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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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일반전공 학과에서 정상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석사학위를 따야 하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내용학 분야를 보다 깊이 있게 배우
게 된다(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중등교사는 교과 전문가이다. 교과 전문가의 핵심적인 요건 중의 하나가 해당 교과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중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담당 교과 분야의 내용학을 충분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의 각 학과에서 교과내용학을 대체로 교사 양성 기관의 학과 내에 있는
내용학전공 교수들이 맡고 있는데,28) 학과의 영세성으로 인해 내용학전공 교수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비교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은 구조적인
여건 때문에 해당 교과 내용학을 충분히 배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사 학위 과정에
그치고 있다. 일반대학 해당 학과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내용학을 배우고 있는
핀란드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넷째, 교사 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학(pedagogical studies)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다. 교직학(pedagogical studies)은 교사를 준비시키는 과목(과정)으로 교사 양성 교육의 고유
영역이며 핵심 영역이다(Holmes Group, 1986). 교직학에는 대체로 교과교육학29), 교직과목,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이 된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우리나라 교직학 과정은 교
직이론과목 위주(약 70%)이다(교육부, 2012b: 72-73). 그런데 이 교직과목들은 대부분 교육
학의 하위 영역을 과목화한 것으로 성격상 교육학에 더 가깝다(김병찬, 2001). 즉 우리나라는
교육학 위주의 교직과목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교과교육학 위주로
(약 68%) 교직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교직학 과정 중에 교육학 성격을 띤 과목도
있지만 비중이 많지 않으며 순수 교육학이 아니라 교사를 위한 기초로서의 교육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교육학 지식을 배우고 있지만,
핀란드 예비교사들은 교직학 과정을 통해 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즉 교직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28) 물론 교사양성기관의 각 학과에서 예비교사들이 내용학 과목들을 배우기 위하여 관련 일반학과에 가서 과목을
이수하기도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타과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29) 교과교육학은 해당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대체로 교과내용학이 아닌 교직학으로 분류하
고 있으나(Krzywacki, Maaranen, & Lavonen, 2011), 한국의 경우 2009년부터 교과교육학을 교직학이 아닌
전공과목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2b: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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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교직학 운영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양성 과정에 교직학 과목이 처음 설치될 때부터(1967년) 교육학의 하위 학문 영역 중심의
과목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과목의 추가나 삭제, 과목 명칭의 변경 등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과목의 성격은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강환국, 1995). 즉 우리나라
에서는 교직학 과정이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들로 구축이 됨으로 인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와 관련된 진정한 교직학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고, 그 결과 교직학 분야의 과목 개발 및 학문적
인 탐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교사 양성 교육을 대학에서 담당하기 시작
한 1960년대부터 교직학 과목을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으로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과목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교직학 과정에서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과교육학 과목을 개설
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교과교육학과 관련된 논의와 탐구 부족으로 정체성이나 기반이 아직
은 약한 편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과교육학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 교수요원의 부족 및 내용의
부실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신현석, 2009; 정영수, 200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핀란드 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교직학의 특징
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학의 정체성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교육학의 하위 영역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핀란드에서는 교육학 하위
영역 중심이 아니라 보다 실제적인 교직 및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로 교직학 과목
을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 양성 교육은 결국 교사로서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의 문제이다. 핀란드에서는 교사 준비
및 질 관리와 관련하여 입구(入口)전략을 쓰고 있다(Jakku-Sihvonen & Niemi, 2006). 즉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교직에 들어 온 뒤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및 통제를 하려는
전략보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시킨다는 전략인데, 이러한 전략이 핀란드에서 현
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제도나 평가제도가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질을 유지
하는 비결이 되고 있다(Sahlberg, 2011).
다섯째, 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교사 채용 과정에서 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전형이
이루어진다. 특히 면접 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이들의 전략이기도 하다. 즉 핀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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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지자체 중심으로 교사를 선발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학교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필요에 맞는 교사를 최대한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로 지필평가 위주로 전형이
이루어져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합성을
놓치고 있는 면이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적합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채용 정책 및 전략으로
인해 매우 우수한 현직교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OECD, 2016). 우수한 교사를 확보, 채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과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치
게 공정성 확보에 치중하여 정착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를 선발, 채용해 왔다.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는 없앨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우수
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향적으로 방향을 바꾸
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보다 철저한
질적 평가, 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교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다 체계화, 심화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0)

연방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평가에서 호주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한 낮은 성취도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였
고, 이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호주의 학교교육 개혁은 3가지 핵심
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호주 학교교육 개혁의 주요한 3가지 핵심 정책은 우수한 교사
의 확보, 국가 수준에서의 통일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학생 평가 체제의 혁신
등이다.
호주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들 중의 하나는 우수한 교사
30) 본 연구에서 의뢰하여 단국대학교 박삼철교수님이 집필한 “호주 초·중등 교사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 내용에 맞게 요약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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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성 및 확보이다. 학생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낮은 수준의 초기 교사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다(NSW
DEC, 2015). 호주의 교사교육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은 교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의 개혁이
호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새로운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교사교육 체제의 혁신 영역은 교원 양성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체제 구축,
현직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전문성 개발 체제 구축, 그리고 교사 교육 기관의 평가
인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호주에서는 국가 수준
에서의 교사 자격 기준(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을 2004년부터 개발·
적용하고 있다. 즉, 모든 교사들은 2018년까지 호주 교사 자격 표준에 비추어 교사 자격 인증을
받고 자격을 유지하도록 입법화하였으며, 호주 교원 양성기관의 모든 교사교육 프로그램들도
교사 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호주에서는 교원 양성 제도의 혁신을 위해 5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원 양성 제도의 개혁을 위한 주요 혁신 내용은 ① 교사 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제고, ②
신입생 선발의 엄격성 확보, ③ 교사 교육 과정 학생들의 전문적 교육 경험 제공, ④ 졸업생의
평가 엄정성 확보, ⑤ 국가 수준의 연구 활성화 등이다. 또한 각종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인재를 예비 교사로 확보하
기 위하여 교사교육 장학금 제도와 인센티브 장학금 제도 등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매년 약
300명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예비 교사로 육성하였다(NSW DEC, 2015).

1)

·

가) 교원 양성 프로그램 현황
2015년 4월 기준으로 호주에는 48개의 교원 양성 기관에서 총 406개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다. <표 Ⅴ-12>에는 2013년의 교원 양성 기관 지원자 수 및 입학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2013학년도 교원 양성 프로그램 진입자 수는 1만 8,218명이었으며, 전체 지원자의 약 60%
정도가 1지망으로 입학이 허가되었으며, 전체 입학생 비율은 전체 지원자의 약 81%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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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3❙ 호주의 교원 양성 프로그램 지원자 및 입학생 수(2012~2013)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2년

지원자 수

22,566

22,661

1지망 합격자

13,626(60.4%)

14,107(62.3%)

1지망 불문 총 합격자

18,218(80.7%)

18,159(80.1%)

출처: AITSL(2016a), p. 9.

<표 Ⅴ-13>에는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생, 등록생 및 졸업생 수가 제시되어 있다. 2013학년
도 기준으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여 총 2만 9,595명이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입학하였으며, 교원 양성 과정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은 7만 9,623명, 졸업생 수는 1만 7,903
명이었다. 이 중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한 경우가 약 58% 정도였으며, 석사 과정 졸업생 수가
약 42% 정도였다.

❙표 Ⅴ-14❙ 호주 교원 양성 과정의 입학생, 등록생 및 이수자(2012∼2013)
(단위: 명)

구

분

입학생

등록생

이수자

2013 전체

29,595

79,623

17,903

2012 전체

30,457

78,212

16,650

증감(%)

-3%

2%

8%

출처: AITSL(2016a), p. 10.

나) 양성대학 신입생 선발제도
호주의 예비 교사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영역들 중의 하나는 교사 교육 과정의 신입생을 엄격
하게 선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Aitsl(2016a)에서 제시한 예비 교사 선발 지침에 의하
면,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학문적인 영역과 비학문
적 영역을 평가하여 선발해야 하며,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 절차, 입학최
소 기준 및 예외적 사항 등과 같은 대학의 선발 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에 모든 주정부 교육부 장관들은 예비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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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역량과 문해 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선발 절차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비교사 선발제도의 혁신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 교사
선발 절차는 선발 요소의 다양화, 문해 능력 검사 도입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마련 등 크게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요 내용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교사 과정 선발 요소의 다양화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하려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요소로는 지원자의 학문적 성과와
비학문적 요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혁신하였다. 학문적 및 비학문적 선발 요소
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학 능력(학문적 역량)
지원자의 학문적 역량은 개인의 인지 능력과 언어적 논리력 등이 포함되며, 지원자의 고등학
교 학업성취도와 기타 수학 능력 정도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학문적 역량 평가 준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① 12학년에서의 대학 수학 능력 고사 점수, ② 수학 능력 시험 최소 기준
적용, ③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과정 이수 결과 등이다.
교사 양성 과정 신입생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는 교사 교육 과정에 지원하
는 학생들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HSC 시험)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최저 기준은 영어를 포함
한 적어도 3과목 이상에서 최소 5등급(6등급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 비학문적 능력
학문적 성과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교직 적성과 인간 관계, 기타 인성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역량들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평가 준거가
된다. 평가 준거로는 ① 교직 적성, ② 교직 입직 동기, ③ 직업 경험과 삶의 경험, ④ 대인
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⑤ 학습 동기, ⑥ 회복력(스트레스 극복 능력), ⑦ 자아 효능감, ⑧
성실과 인성, ⑨ 기획력이나 조직력 등이 적용된다.

218

Ⅴ.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2) 문해 능력 검사
지원자의 학문적 성과와 비학문적 요소 이외에 모든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한 신입생들에
게 문해 능력 시험(Literacy and Numeracy Test for Initial Teacher Education Students:
LANTITES)이 요구된다31). 시험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의 기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예비
교사 과정의 학생들은 진입 전 혹은 적어도 졸업 전까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 통과 수준
은 호주 성인 인구의 상위 30% 이내에 드는 정도의 역량 수준을 의미한다(Aitsl, 2015c).

(3)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교사교육 장학금 제도 도입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예비교사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 지망생을 위한 각종 장학금제
도를 마련하여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는 점이 부각된다. 교사 교육 장학
금을 지원받고 공부한 학생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식 교사로 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도입된 교사교육장학금제도(Teacher Education Scholarship program)에 의해
2013년까지 약 1,700여 명의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교사로 임용
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300명의 새로운 지원자들이 장학금을 받아 예비교사 과정을 이수하
고 있다. 2008년부터는 대학 4학년 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사로 유인하기 위하여 예비교
사 인센티브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에는 27명의 신규교사들이 동 제도에 의해 장학
금을 받고 수학하였다. 이 밖에도 농･어촌 및 벽지 지역에 우수 교사들을 배치하기 위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들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2)
교사 양성은 학교급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3가지 경로를 통해 양성된다. 첫 번째 경로는
3년의 학사 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1년 과정의 학사 후 교사 양성 과정(Graduate diploma in
Education)을 이수하거나 교육학 석사(Master of Teaching)과정과 같은 교사 교육 과정을 이
수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경로는 일반 학사 과정과 교육학사 과정(Bachelor of teaching)을
복수로 전공하는 경로(double degree programs)이며, 셋째는 우리나라의 교육대학이나 사범
대학과 같이 교육학사 과정(Bachelor of education, primary 혹은 secondary)을 이수하는 경로
이다(DET, 2016).
31) https://teacheredtest.acer.edu.au, 2017.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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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포함될 내용은 전공 분야와 관련된 교육학 및 교수법, 전문
적인 교육실습 경험, ICT, 특수교육 및 학급경영 기술 등이다. (AITSL, 2015c). 교사 양성과
정은 학교급별로 유사한 체제로 양성되고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사 양성
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 초등 예비교사 양성제도
호주의 초등학교 교사(Primary teachers)는 한국과 달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다. AITSL에 의해 인가된 초등학교 교원 양성 과정의 교과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과목(Key Learning Areas: KLA)을 포함해야 한다. 호주에서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로는 ① 4년의 초등 교육학사 (Bachelor of
Education, Primary), ② 일반 학사 과정과 초등교육학사 과정의 복수 학위 과정, ③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적어도 1년 이상의 초등 교육과정의 교수법을 포함하는 초등 교육학 석사 과정이다.

나) 초등 교원 심화 과정(Primary Specialisation) 도입
초등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혁신적 변화 중의 하나는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에게 적어도
한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즉, 초등학교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특정 교과에 대한 심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초등 심화 과정은 우리나라 교육대학교 심화 과정과 유사한 제도로써 모든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에 대한 전문적 심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의 졸업생들은 초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준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학습 영역(Key Learning Areas: KLA)
중의 한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심화 과정으로는 영어, 수학, 과학과
기술, 개인 개발, 건강 및 체육, 사회 및 환경, 예술, 외국어가 포함된다.

다) 중등 교사 양성제도
호주에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중등학교 과정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으로 적어도 4년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 수학과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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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호주의 중등학교 교사 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즉, ① 4년의 중등 교육학사 (Bachelor of Education, Secondary): 담당할 교과교육을 위해
요구된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② 복수 전공(전공 관련 학위+교육학사(중등)): 3년의 학사
학위 과정 이수 후 적어도 1년 이상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③ 교육학 석사
학위(중등): 이때 학사학위 과정은 반드시 중등학교에서 지도할 교과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호주의 신규교사 채용 제도(Graduate Recruitment Program)는 주 교육부의 교원 충원 자료
에 의해 직접 단위학교에 임용·배치하는 방식과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교육부에서 임용·배치하
는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교육부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단위학교 추천 임용 방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임시직(기간제) 임용 방식이다. 단위학교
추천에 의해 교사로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일정기간 후에 평가를 거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가) 신규교사 채용 전 검증 제도
(1) 아동보호청(NSW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의 범죄 경력 조회
호주의 모든 신규교사들은 채용되기 전에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모든 신규교사들은 교사로 채용되
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신규교사
채용 예정자는 신규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동보호청(NSW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으로 부터 아동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WWCC(Working
With Children Check)라고 하는 검증 과정에 이상이 없을 때에 신규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 기관으로부터 검증
을 받아야 하며, 검증의 주요 내용에는 ① 범죄 경력 조회, ② 직장에서의 잘못된 행동 여부
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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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교사 자격 인증(Graduate Teacher Accreditation)
AITSL에서는 호주의 교사 자격을 4단계로 인증하고 있다. 즉 최초 교직에 입직하는 신규
교사(Graduate teacher) 단계, 숙련된 교사 단계(Proficient teacher), 높은 성취 단계 교사
(Highly Accomplished teacher), 그리고 교직 전문성의 최고 단계인 지도자 단계(Lead
teacher)로 구분하고 있다(AITSL, 2015). 따라서 신규 교사(Graduate Teacher)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채용되고자 하는 지역의 교사 자격 인증 기관에서 교사 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3) 기타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검증 내용
아동 관련 범죄 경력 조회와 신규교사 자격 인증 이외에도 호주에서 신규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 영재학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지식과 이해,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신규 교사 채용 전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Ⅴ-14>와 같다.

❙표 Ⅴ-15❙ 호주의 신규 교사 임용 전 자격 조건
구

분

임용 조건 내용

필수 조건

∙ WWCC(Working With Children Check) 통과
∙ 호주교사자격체제 하의 신규교사 자격 인증

기타 요건

∙
∙
∙
∙
∙

다문화 학생의 교육적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
영재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대한 이해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등

나) 신규교사 채용 방법
교사 충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현직 교사의 전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거나 혹은
신규교원 충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원한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교사보다
는 유경험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원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 부분 신규
교사를 충원하는 신규 교사 충원 프로그램(The Graduate Recruitment Program: GRP)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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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목적은 신규 졸업생들에게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규 교사 채용 방법은 교육부 직권 채용 방식과 단위 학교 추천 교육부 채용 방식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NSW DEC, 2016). 교육부의 직권 채용 방식은 전체적인 교직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단위학교의 세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가 추천하고 교육부가 확인·채용하는
보완적 채용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NSW DEC, 2016). 채용 절차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직권 채용방식: 교원 수요 공급 최적화
예비 교사들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모든 자격 기준을 통과한 경우, 교육부의 졸업생 채용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과 중등, 교과별 코드로 구분하여 신규교사 명부
를 작성하고, 명부의 순서에 따라 채용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신규 교원 채용 절차를 요약
하면 다음의 <표 Ⅴ-15>와 같다.
❙표 Ⅴ-16❙ 호주의 신규 교원 채용 절차
단 계

내 용

담당
(주체)

비 고
교원노조와
협의

1단계

매년 졸업생 채용 인원 결정

교육부

2단계

각 학교별로 충원할 신규교사 수요 조사함

학교장

3단계

교육부의 신규교원 채용 명부에서 적절한 자원이 있는 경우,
명부 등재 순서대로 충원

교육부
학교장

협의사항

4단계

교육부의 신규교원 채용 명부에서 적절한 자원이 없는 경우,
단위학교 추천·채용 방식으로 충원

교육부
학교장

임시직

(2) 단위학교 추천(Local Choice) 교육부 채용 방식
교육부의 신규교원 채용 명부에 등재된 신규 교원 후보군 중에서 단위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단위학교에서는 교육부에 학교 추천 임용 방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의 중앙 집중식 교원 배정 방식은 다양한 학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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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경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교원 충원 프로그램은 신규교사를 임시직으로 충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정 기간 (2년 정도)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의 추천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이
라 판단될 경우 교육부의 웹 사이트와 일간지 등에 학교의 신규교사 충원을 공고한다. 공고문은
교사선발위원회에 의해 작성되며 광고문에는 그 학교에 대한 소개와 직위, 선발기준 등이 포함
된다. 교사 선발위원회에서는 지원자들을 면담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용을 제청한
다. 교육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교사선발위원회의 결정에 큰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의견을 받아들
여 추천자를 임용하게 된다. 단위학교 추천 임용 방식에서 임시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2년 이상 동일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②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전문성 개발에 참여한 경우, ③ 정규교사 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연방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 혁명기의 세계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경
쟁력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교원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에서는 2014년에 교육부장관 산하에 교사교육자문위원회
(Teacher Education Ministerial Advisory Group)를 설치하여 호주의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한
정책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법률(Commonwealth Corporations Act 2001)을 개정하여 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AITSL)을 설치·운영하고 있다32).

가)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동향
연방 정부와 AITSL에서는 교사 양성 및 채용 등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예비교사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3). AITSL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동향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2) https://www.aitsl.edu.au/ 검색일: 2017.06.25
33) https://www.aitsl.edu.au/initial-teacher-education/ite-reform. 검색일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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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원 양성 과정의 인증 절차 강화이다. 예비교사 교육 혁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영역은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인증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의해 모든 교원 양성 프로그램들은 호주 교사 자격 기준에 비추어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를 평가·인증받도록 법제화하였다. 연방 정부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DET, 2015), 호주의
모든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들은 새롭게 강화된 평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
며, 결과적으로 졸업생들의 예비교사로서의 준비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둘째,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다. 예비 교사 교육 혁신을 위한 두 번째 영역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하려는 지원자의 선발 방식을 엄격하게 하여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고
자 하는 것이다. 우수한 자원의 선발은 효과적인 교사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에 모든 주정부 교육부 장관들의 합의를 거쳐 지원자의 학문적 역량, 문해 능력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비 교사 선발 절차 지침을 마련하였다.
AITSL에서 제공한 교사교육과정의 신입생 선발 가이드라인(2015)에 의하면, 교사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대학들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 기준에는 ① 학생
선발을 위해 학문적인 영역과 비학문적 영역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② 투명성을 보증하기 위해
대학의 선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선발 절차, 입학최소 기준, 예외적 사항 등), ③
전반적인 문해 능력, 효과적인 대인 관계 기술, 의사소통 능력,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
등을 평가한다가 포함된다.
또한 모든 교사 양성 과정 지원자들에게 문해 능력 시험을 의무화하여 후보자들의 기본적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에서는 이러한 검증 과정이 교사 양성 과정에 선발된
후보자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적응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사로 성장할 가능성
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TSL, 2015).
셋째, 교사교육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경험 제공이다. 새롭게 개정된 교사 양성 과정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기준 5)에 의하면, 교원 양성 기관들은 모든 협력학교와 문서로 작성된 파트
너 십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교육실습 강화를 위하여 모든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간의 강력한 파트너 십을 구축하도록 교원 양성기관 인증을 위한 표준과 절차를 보완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교실에서의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교육학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실습 기간을 학사 과정의 경우 최소 80일 이상, 석사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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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소 6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감독 교사로부터 전문적 실습지
도와 평가를 받게 되며, 학교문화와 교직환경 및 학교조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다.
넷째, 졸업생 평가 엄정성이다. 교원 양성 과정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
시 졸업 예정자들이 호주 교사 전문성 표준에 비추어 엄격한 졸업 기준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은 수학, 과학 및 언어 영역 등과 같은 주요 교과들 중의 한
과목에 전문성을 갖추어 다른 교사들을 지도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연구와 노동력 확보이다. 호주에서는 수많은 외국의 교사교육 및 교원
양성 관련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호주의 교육적 맥락에서 조사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호주의 상황에 적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교사 교육 및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 제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교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호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정교화하
여 미래의 교육수요와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신규교사 채용 정책의 혁신 동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자원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는 국가 수준 및 주정부 수준에서 우수한 신규교사를 채용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의 신규교사 채용 혁신 동향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교사 사전 인증제도이다. 신규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즉, 호주에서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
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서 Working With Children Check(WWCC)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와 함께 신규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호주 교사 인증 기관에서 교사 자격의 1단계인 졸업 교사 자격(Graduate
teacher)을 인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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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위학교 추천 교육부 채용 방식 도입이다. 신규 교사 채용은 주정부 교육부의 권한
사항이다. 그동안의 신규 교사 채용 방식인 교육부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여 단위학교에 배치
하는 방식은 단위 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천하고 교육부가 임용 제청하는 단위학교 추천 방식을 새롭게 마련
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리적 상황과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필요한
최적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규교원 채용 방식으로 단위학교의 교사 선발에 관한
의사결정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이다
셋째, 교사교육 장학금 제도 도입이다. 2002년부터 도입하여 확대되고 있는 교사교육 장학금
제도는 교원 양성 과정에 우수한 신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동 장학금을 지원받고 교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은 신규교사로 우선 채용될 수 있다.
넷째, 교사 봉급 체계의 상향 조정이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교사 자격 기준에 기반한 보수
체계를 수립하여 우수한 예비교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교사 보수체계에
의하면, 교사 자격 인증 3단계인 높은 수준의 성취 단계 교사(Highly Accomplished) 자격 인증
을 받은 교사의 평균 연봉은 A$100,000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DET, 2016).

5)
호주의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에 의해 호주의 교사교육체제는 최근 10여 년 동안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호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은 한국에서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것도 있으며, 혹은 한국의 교사교육제도 및 채용제도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의 교원 양성 및 채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
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원교육의 핵심은 호주 교사 자격 기준
(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ing)34)이다. 즉, 호주에서는 교원의 질을 제고
34) 호주의 교사 자격 기준은 4단계의 교사 전문성 발달 수준에 따라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 전문적
실제(Professional Practice), 전문적 참여(Professional Engagement)의 3개 영역과 7개의 기준(standards)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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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2002년에 교사 자격 기준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수많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완성된 자격 기준을 법제화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그 후 2016년 현재까지 호주 교사 자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면서 교원 인사 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개별 교사에 대한 자격 인증 기제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점차 교원 양성 기관 프로그램의
평가인증을 위한 준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원양성제도, 양성
기관 평가인증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두 호주 교사 자격 기준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4주기 교원 양성 기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매 주기 교원 양성 기관
평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평가 지표와 준거들이 서로 달라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준비에 혼란을
주며, 평가의 타당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호주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론
적 근거에 기반한 교사 자격 기준을 개발한 후, 신규교사의 자격 기준을 반영하여 교원 양성
기관의 평가 인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원 양성 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 기준과 실제로 교원
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 일치할 때 프로그램 평가의 타당도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교원 양성 기관 평가 기준을 매 주기 새롭게
개발하기 보다는 선행연구 등을 반영하여 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
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인재를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서 양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 평가제도가 호주와 한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였으나 호주에서는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 평가제도를 모든 교사
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새로 교직에 입직하는 신규교사부터 적용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직 사회의 부작용과 저항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 결과 20여 년이 흐른 지금
상당수의 교사들이 자격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까지는 모든 교사들이 교사 자격 인증을 받도
록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교직 사회에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의 적용은 역사적 관점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 갈 때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호주에서는 신규교사로 채용하기 전에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신규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즉, 교사란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 혹은 기타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
서도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신원조회 등을 거치고 있다. 나아가 만일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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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호주의 WWCC(Working With Children Check)와
같은 절차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호주에서는 신규교사로 임용하기 전에 다문화 학생, 소외 계층 학생, 영재학생, 남녀
평등과 같은 교육적 이슈에 대한 학습과 자신의 관점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직
소양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모종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호주
의 예비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혁신 영역에는 교육실습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적어도
80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도록 하여 이론과 실제를 접목한 교육적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수업 현장에 투입되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실습 기간이 단지 20일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현장
실습 경험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하였을 때 학생 지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과 같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부터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5개국의 교원 양성 및 채용 사례가 직면한 주요 도전
및 극복 전략으로서의 혁신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교원양
성 및 채용 정책은 해당 정책의 전통과 배경, 역사적 변천 과정 등 교원 정책의 자체 요인으로
인하여 제도와 정책이 다른 점도 있지만, 국가의 규모나 인구 구성,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도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국가의 교원 양성 및 채용이 직면한 도전 또한, 각 국가가 전통적으로 채택해 온 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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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체제 및 구조, 사회적 요구의 충족, 그리고 그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채택해
온 전략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는 OECD
PISA 등과 같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가 일반화되면서 각 국가의 교육제도의 효과성과 교사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이러한 척도가 교원 양성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는 국제화의 공통적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PISA에서 만 15세 학생들이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
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단행해 온 교원 정책의 개혁이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
을 획득하고 개혁을 지속하도록 하는 힘을 불어넣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는 이와 대조적으로
학생들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하여 정권과 정파에 관계없이 교사교육을 비판하고 있고, 이러한
비판이 개혁의 동인이 되고 있었다. 국제성취도 비교 결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교원 양성 및
채용은 상시 개혁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서 교원 양성 및 신규채용 분야에서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
인 이슈들이 발견되었다. 교원 양성 관련된 이슈들은① 교원 양성 체제의 부적절성, ② 교원
양성 기관에 유입되는 예비 교사들의 경쟁력 저하 및 선발 방식의 경직성, ③ 교원 양성 교육과
정과 교과목이 이론과 지식 습득에 치중하여 적절성 결여, ④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부족, ⑤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질 관리 노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었다.
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이슈들은 ① 교원 양성과 채용 간의 괴리, ② 교원 신규 채용 제도와
방식의 부적절성 및 질 관리 부족, ③ 학교 변화에 대응할 우수하고 필요한 인재의 교직 유입을
제한하는 채용제도의 경직성 등이었다.

.
이상 주요국이 직면한 도전에서 추출한 공통 이슈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 관련 도전과 혁신
사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Ⅴ-17>과 같고, 신규 채용 관련 도전과 혁신
사례 종합은 <표 Ⅴ-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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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주요국 교사 양성의 주요 도전 및 혁신 사례
주요 도전 이슈

교원 양성 분야 혁신적 제도와 정책
미국

교원 양성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영향력 강화 →
교원 양성
엄격한 교원 양성
체제의 부적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정부에
재정 지원

양성기관에
유입되는
인재의 경직성
및 경쟁력
저하

일본

핀란드

호주

1960년대까지
비학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체제
→73년 교육원의
관할로 이관→91년
난양기술대학
산하 NIE 설립

교원양성체제가
개방제로 운영되어
교사로서 교과 및
실천 역량 부족
→2007년
교직대학원제도
창설

71~73년, 양성을
종합대학으로 이동
→ 79년 석사학위
수준으로 개편
연구기반 교사교육
모형의 창출･적용

87년 과거
종합대학과
목적대학/프로그램
으로 이원화된
양성체제를
종합대학으로
일원화

신입생 입학 기준
전통적 사범대학
학사학위, 디플로마, 다양한 학생 선발 교육중시 전통 유지
강화, 문해 능력
위주의 양성에서
대학원 프로그램 등 방식 운영 (일반 및 무상교육, 생활비
검사 등 선발 요소
벗어나 국가 수준,
다양한 인재 유입이 입시, 추천 입시, AO 지원 등 교육복지
다양화 우수 신입생
지역수준, 영리 목적
가능한 다원적 선발 입시, 귀국생 입시 혜택으로 최고의
유치를 위한
등 다양한 대안적
등)
인재 확보
전략 운영
장학금제도 도입
교사 자격증 확대

인턴쉽을 통한 학교
교원 양성 현장 체험 및 이
교과목이 기간 동안
이론과 지식 예비교사들에 대한
습득에 치중 양성기관 교수들의
직접적 지도 감독

교원 양성
기관과
현장과의 연계
부족

싱가포르

유능한 현직
교사들에 의한
예비교사 전문적
모니터링

InTASC, CAEP
등과 같은 전문적
교원 양성
질 관리 기구에서
과정의 질
예비교사 양성 원칙
저하 및 보증
및 기준을 토대로
미흡
양성기관 인증 등
질 관리

실천중심으로 양성
4년간 22주에 걸친
교육과정 개편, 체험
체계적 실습으로
활동, 실천적 수업
학교에서의 실천
능력 제고 위한 교수
역량 함양
방법 혁신

종합대학 내에서
이론과 내용지식은
일반대학이
교사교육과정
전문교육은
학생들에게 전문적
교사교육대학이
교육 경험의 제공
담당하는 협업체제
운영

현직교사 멘토링
철저 및 입직 후에도
동일 멘토링 지속
현직교사의 NIE
파견

2015년 학교
인턴십 제도의
도입으로
예비교사의 학교
체험 및 적응 역량
증진

양성대학별 교사
훈련학교(부속학교)
의 운영으로
심도있는 현장실습
및 체험 기회 제공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구상과
연동된 교원 양성
전략 구상
교육부, NIE,
학교현장 3자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으로 적합성,
현장성 제고

교직과정 통괄조직
설치 및
2010년부터 교원
양성 기관 평가 추진
HATO와 같은
양성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초등교사 전문성을
교원양성 질 관리를
갖추도록 1과목 1년
위해 입직 전
이상 심화과정 운영
질 관리를 철저히
교원 양성 과정의
하는 입구 전략 채택
인증 절차 강화
교사교육학과 내
호주의 교사교육
교육 연구 기관의
대안 제시 연구
설치로 연구력 확보
강화 지원

양성기관-협력학교 간
파트너십을
명문화하여 연계
강화하도록 양성
기관 인증 표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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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8❙ 주요국 교사 신규 채용의 주요 도전 및 혁신 사례
주요 도전 이슈

교원 양성 분야 혁신적 제도와 정책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

교육실습을 받은
학교에 신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양성과 채용 간
괴리 극복

양성대학과 채용
주체인 교육위원회
연합으로 ‘교원
육성협의회’ 구성
및 상호인사 교류로
공동 대응

양성대학별로
교사훈련학교
운영으로 학교 채용
시 필요한 현장
연구 및 실천 역량
보유

교육부 채용 외
단위학교 추천으로
교육부가 임용하는
Local Choice
채용방식 추가

전국 공통
소수 인종들이
교사채용시험
신규채용
교원 양성 혜택을
재학하는 대학 등을
출제로 시험의 질
제도의
받은 신규교사에
활용하여 유식 인종
향상 나가노현의
부적절성 및
대해 3~5년
예비교사를 적극
경우, 교사의 비행
질 관리 부족
의무발령제 시행
채용
행위 근절 위한 면접
강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중에서
면접전형 강화
포트폴리오
활용으로 공정성,
객관성 보다는
적합성 검증에 주력

신규교사
사전인증제도 도입
다문화 및 저소득층
학생, 남녀평등
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임용
전 자격요건으로
검증

다문화, 다학문,
융복합적 자질
함양으로 변화에
대응

2016년부터 새
자격기준 기반
보수체계 수립 및
봉급체계 상향
조정으로 유인가
제고

교사 채용 결정에
학교의 요구와
교원 양성과 목소리가 많이
채용 간의 괴리 반영하여
신규채용의 적절성
확보

대안적 자격증제의
학교변화에
확대로 학교가
대응할 우수한
필요로 하는
필요 인재의
중도 경력자 등
교직 유입 제한
다양한 인재 유입

특별면허장을
다양한 경로로 NIE
유연화, 탄력화하여
입학생을 선발, 보수
교원면허
지급하고, 그들을
미소지자의 교직
학교에 신규채용
영입 확대

.
주요국의 교원 양성과 신규교사 채용 정책이 직면한 도전과 해법은 10 여년 전의 상황과
상당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도에 출간된 OECD 교원 정책 보고서에서는(OECD,
2005) 당시 위기 의식을 느낀 사회 변화로 다문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학생 인구 다양화,
ICT 보급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이 주요 도전이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정책 개혁의 해법으로 주로 ① 교사 직무 수행 기준의 개발, ② 교사 자격의 표준화,
③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등으로 교직과 교사의 표준화 및 통제를 강조하였고, 이런 정책이
각 국가에 앞 다투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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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교원 양성 및 채용에 관한 멋진 보고서와
국가 수준, 혹은 탁상 행정 수준의 제도적 개선으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교육 모델 자체가 학문적 훈련(academic preparation)으로부
터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과 직무를 수행할 전문가 양성(preparing professionals in school
setting)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양성이 종합대학 수준으로, 그리고 대학원 수준으로 전문화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학교
교육 전문가 양성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우려가 만연되어 있고,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예비 교사들이 교실 환경에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노출되는 방향으로, 양성
과정 중에서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이론과 실천 간의 균형을 토대로 하되 실천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도전과 혁신 사례의 공통점을 간추려 기술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원 양성과 신규 채용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특정 틀로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가 이런 저런 혁신적 제도와 정책을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식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각 국가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탈맥락적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와 정책 혁신의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이슈별로 몇 가지 공통적 동향을 정리하
고자 한다.

1)

,

,

주요국 모두 교원양성체제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는 목적형 소규모 단과대학이
나 프로그램 위주로 초등과 중등이 분리된 형태로 교원이 양성되었다. 특히, 초등의 경우 목적
형이 많았고 중등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혼재된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교원 양성은 점차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학부 수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그 여파로
초등과 중등의 분리 양성에서 통합 양성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의
주도권은 주로 중앙 정부에서 나왔으며, 교원 양성 기관만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고등교육개
혁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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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교원 양성 기관이 종합대학화되고 대학원 수준으로의 상향 경향은 교사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교원 교육 기관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전문
적 교사를 키워내는 하는 데는 점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의 단절, 이론(혹은 학문)과 실천 간의 분리 현상은 공통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사를 길러내려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subject content
knowledge)과 교육학적 전문성(professional pedagogical knowledge)이 모두 중요하다. 그러
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도록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 노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만 하는가는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주요국이 양성체제를 개혁하거나
양성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 양성 교육과정
을 실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거나 교육실습 강화로 실천 역량 함양 등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원 양성 기관이 학문에 몰두하면서 학교 현장과의 접촉, 협력, 상호 교류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양성 기관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양성의 목적은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알고, 이를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세 가지의 균형을 강조한다.
그 가운데 그 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현장 실천 중심의 교육학적, 교과교육학적 훈련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단순히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인턴십 제도, 현직 교사의 멘토링 및 양성 기관 파견, 협력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4)

,

주요국들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탄력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교원 양성은 경직되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가 양성 기관에 유입되어야 하고, 신규채용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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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교원 교육 기관 졸업자의 범위를 넘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인구의 다양성과 요구의 다양성(예를 들
면, 다문 화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복잡화 및 다양화 등은 학교에
유입될 필요가 있는 교사의 다원화 및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주요국은 다양한 연령의 우수한 인재가 양성 과정에 유입될 수 있도
록 선발 방식 다양화, 교육복지 혜택 및 장학금 지급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사 신규채
용도 일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화･유연화되는 경향이 있다.

5)
주요국의 사례는 교원을 양성하는 주체인 교원 양성 기관과 채용하는 주체인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간 협업의 부족으로 양성과 채용 간 괴리가 크고, 채용 시에 현장 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드러내 준다.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필기 시험(혹은 서류 심사)이 주가 되는 1차 전형과 면접이
위주가 되는 2차로 구성되는데, 점점 면접의 비중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포트
폴리오와 같이 교사의 과거 이력과 경력 등 전반을 볼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된다. 그 이유는
교직 수행에 있어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내용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학교 현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과 인성 검증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보다는 채용하는
학교와 학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역량의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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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이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요구에 관하여 관련 집단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관련 집단에는 각급학교 교원과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
청 및 교육부, 교원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이 시급한 영역과 혁신 요구가 높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에 관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요구 조사 개요와 요구 조사 결과,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으
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요구 조사에 관하여는 ① 조사 목적과 기간, ② 조사 방법 및 표집 규모, ③ 조사 영역 및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요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Ⅵ-1>
과 같다.

.
본 연구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의 혁신과제를 탐색하는 3년 과제 중 1차년도
과제로서 교직 입문 단계에 관련되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본 조사는 교직 입문 과정에 관련되는 정책 영역으로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교사 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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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교육과정,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교사양성체제, 교사 임용고사 및 신규교사 채용,
교장 채용으로 구분하여 논의된 이슈별로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여 혁신 과제 설정에 관련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
고자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약 2주간이었다.

❙표 Ⅵ-1❙ 혁신 요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1. 조사 목적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탐색

2. 조사 기간

2017. 9. 7(목) ∼ 9. 14(목)

3. 조사 내용 및
문항수

 조사 영역: 4개 영역(일반문항,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교원 양성 및 채용정책의 혁신 과제 및
채용 정책의 혁신 필요, 혁신 가치 및 혁신 이슈 등)
 조사 문항 수: 35문항
 조사지 제목: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조사지: 1종([부록 2] 참조)

4. 조사 대상 및
규모

조사 대상: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이해가 높고 설문 응답에 전문성을 갖춘
각급학교 교원,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교원 정책 관계자
조사 규모: 1,340명(초･중･고등학교 교원 1,090명, 교원 양성 대학 교수 170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80명)

5. 조사 방법 및
절차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절차: 응답 사이트(URL)에 접속하여 응답 조사 전문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수행

6. 표집 방법

1차 조사 대상 포함하여 표집
초·중·고등학교 : 109교(전국 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모집단의 1%, 수석교사 소속교 포함하여 표집)
교원양성기관: 34개(초등교사 양성대학 20개, 중등교사 양성대학 20개), 국공립 사립
안배하고, 중등의 경우는 일반대학 교육과와 교직과정 포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20개[교육부 2곳(교원 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시･도교육청 17개(교원 정책과)]

.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였다. 응답 전용 웹사이트(URL)을 만들어 응답자가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리서치앤리서치)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는 총 1,340명이었다. 전국의 각급학교 교원, 양성 대학 교수, 교육부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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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 한국교육개발원 수업개선지원센터의 수업탐구교사공
동체 소속 교원 중에서 표집 비율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자 수를 정하였다.
다음의 <표 Ⅵ-2>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대상과 표집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총 대상자 수는
1,340명으로 초중등학교 교원은 모집단의 1%인 1,090명, 교원 양성대학 교수는 초･중등학교
표집의 25%인 204명, 교원 집행 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원 정책 담당자는 68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Ⅵ-2❙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 및 표집 규모
(단위: 개, 명)

구

분

조사 대상 기관

조사 대상자

60

600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기관

중 학 교

32

320

고등학교

17

170

소

109

1,090

교육대학교

계

11

66

사범대학

11

66

일반대학 교육과

6

36

일반대학 교직과정
소

교원 정책
집행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6

36

34

204

교육부

2

4

시 교육청

8

32

도 교육청

9

32

소
전

계

계

체

20

68

163

1,340

표집 비율

모집단의 1%

초중등학교 표집의
25%

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는 한국교원교육학회 및 한국교육개발원 교원 정책연구실 수업개선지
원센터의 협조가 있었다. 각급학교 교원의 표집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 및 수업개선지원센터
의 협조를 통해 전국수업탐구교사공동체 소속 교원 인력 중 1%를 학교급별 할당에 의해 표집하
여 1,090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양성기관 교수 표집에서는 본 연구의 전문가 협의와 포럼
등을 통해 연구 이해가 높은 교원 정책 전문가를 우선 표집하였고,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 중
초·중등학교 표집의 25%를 교원양성기관별 할당에 의해 204명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
교육청 장학사의 경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표집의 25%를 교원 정책
집행 기관별 할당에 의해 68명을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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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영역은 일반 사항 외에 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Ⅵ-3>은 조사 영역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조사지 전체 내용은 [부록 2] 에 제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해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 편차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차 분석
과 t, F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Ⅵ-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
일반 사항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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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1) 소속기관, (2) 교원 학교급, (3) 교원 직급, (4) 양성대학 유형,
(5) 양성대학 교수 직급, (6) 지역
(1) 교직환경변화 요인(1, 2순위 선택)
(2)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1, 2순위 선택)
(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7개 하위 문항)
①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②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④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⑥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⑦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4)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교원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5)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 요구(7개 하위 문항)
①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②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④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⑥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⑦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2)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
(3)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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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4)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핵심 가치(1, 2순위 선택)
①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②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④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⑥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⑦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별 혁신 과제 선정 동의
①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관련
②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관련
③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관련
④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⑥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관련
(2)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에의 제언

2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를 조사한 결과에 대해 교직환경 변화 요인,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채용
정책 영역 및 그 이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동의 수준 순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조사 대상자 1,340명 가운데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대상자는 671명으로 50.1%의 응답률
을 보였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직급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554명, 양성기관 교수 및 전문가가 75명, 시·도교육청 교원 정책 담당자가 4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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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 280명, 중학교 교원 158명, 고등학교 교원 116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교원의 직급별로는 교사가 155명, 부장교사 및 수석교사가 356명, 교감 및
교장이 43명이었다. 교원 양성 대학의 유형별로는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30명,
중등 교원 양성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45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는 수도권이 138명, 시 지역이 247명, 도 지역이 286명이었다.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른
인원 수 및 비율은 다음의 <표 Ⅵ-4>와 같다.
❙표 Ⅵ-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전

소속 기관

교원 학교급

교원직급

양성대학
유형

지역

분

사례수

비 율

671

100.0

초･중･고등학교

554

82.6

교원 양성 대학

75

11.2

시·도교육청

42

6.3

초등학교

280

50.5

중학교

158

28.5

고등학교

116

20.9

교사

155

28.0

부장교사, 수석교사

356

64.3

교감, 교장

43

7.8

초등교원 양성 대학

30

40.0

중등교원 양성 대학

45

60.0

수도권

138

20.6

시 지역

247

36.8

도 지역

286

42.6

체

.
1)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직환경 변화 요인 중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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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 변화(교직원 및 학생의 구모 및 구성비 등)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지능정보사회로의 이
행)(19.7%), 교직사회 문화 변화(학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 세대 간 차이 등)(10.6%), 핵심
교육정책 추진(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9.7%), 새 정부 국정 과제 및 교육 공약
추진(7.3%), 직업 및 고용 구조 변화(직종 변화, 비정규직 증가 등)(3.7%), 고령화 및 평생
교육 요구 증가(1.3%) 순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Ⅵ-1] 참조).

❙그림 Ⅵ-1❙ 교직환경 변화 요인(1순위)

다음으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2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직사회 문화 변화(17.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17.3%),
직업 및 고용 구조 변화(16.7%), 인구 변화 (15.9%), 핵심 교육정책 추진(13.7%), 새 정부
국정 과제 및 교육공약 추진 (12.1%), 고령화 및 평생교육 요구 증가(6.6%) 순으로 분석되었
다([그림 Ⅵ-2] 참조).
종합해 보면 현직 교원, 교사양성대학 교수 및 전문가,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교직환경의 변화 요인은 1순위로 ‘인구 변화’, 2순위로 ‘교직사회 문화변화’로 제시되었고,
1순위와 2순위 응답 모두 ‘4차 산업혁명 대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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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교직환경 변화 요인(2순위)

2)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사
양성(23.5%)을 가장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으로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원 근무 여건
(13.4%), 신규교사 채용(11.5%),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9.5%), 교원 승진(8.6%),
교원 문화(8.6%), 교원 자격(6.9%), 교원 연수(6.7%), 교원 평가(4.5%), 교원 후생 및
복지(4.2%), 교장 임용(2.4%), 교원 전직 및 전보(0.1%) 순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Ⅵ-3]
참조).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에 따른 분석 결과, 소속 기관(초‧중‧고등학교), 양성대학 유형(초등교
원 양성대학/ 중등 교원 양성대학), 지역(수도권/ 시 지역/ 도 지역)에 따른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교사 양성’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 직급에 따른 분석 결과에
서는 1순위 응답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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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1순위)

❙표 Ⅵ-5❙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교사 양성

교원 근무
여건

신규교사
채용

교사
양성대학의 교원 승진
학생 선발

교원 문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중･고등학교 554 82.6 109 19.7
소 속
기 관

교 원
학 교
급
양 성
대 학
유 형

지역

82

14.8

60

10.8

54

9.7

57

10.3

54

9.7

교사양성대학

75

11.2

38

50.7

3

4.0

11

14.7

9

12.0

0

0.0

0

0.0

시·도교육청

42

6.3

11

26.2

5

11.9

6

14.3

1

2.4

1

2.4

4

9.5

초등학교

280 50.5

46

16.4

35

12.5

23

8.2

36

12.9

45

16.1

33

11.8

중학교

158 28.5

37

23.4

27

17.1

14

8.9

12

7.6

10

6.3

18

11.4

고등학교

116 20.9

26

22.4

20

17.2

23

19.8

6

5.2

2

1.7

3

2.6

30

40.0

20

66.7

0

0.0

0

0.0

5

16.7

0

0.0

0

0.0

45

60.0

18

40.0

3

6.7

11

24.4

4

8.9

0

0.0

0

0.0

수도권

138 20.6

37

26.8

11

8.0

23

16.7

9

6.5

6

4.3

6

4.3

시 지역

247 36.8

47

19.0

43

17.4

29

11.7

26

10.5

19

7.7

26

10.5

도 지역

286 42.6

74

25.9

36

12.6

25

8.7

29

10.1

33

11.5

26

9.1

초등교원
양성 대학
중등교원
양성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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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구 분

전

체

교원 연수 교원 자격 교원 평가

교원 후생
교원 전직
교장 임용
및 복지
및 전보

X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중･고등학교 554 82.6 38 6.9 33 6.0 25
소 속
기 관 교사양성대학 75 11.2 2 2.7 8 10.7 2
시·도교육청 42 6.3 5 11.9 5 11.9 3
교 원
학 교
급
양 성
대 학
유 형

지역

4.5

26

4.7

15

2.7

1

0.2

2.7
7.1

1
1

1.3
2.4

1
0

1.3
0.0

0
0

0.0
0.0

초등학교

280 50.5 15

5.4

13

4.6

10

3.6

16

5.7

7

2.5

1

0.4

중학교

158 28.5 11

7.0

10

6.3

9

5.7

6

3.8

4

2.5

0

0.0

116 20.9 12 10.3 10

8.6

6

5.2

4

3.4

4

3.4

0

0.0

30 40.0

1

3.3

3

10.0

0

0.0

0

0.0

1

3.3

0

0.0

45 60.0

1

2.2

5

11.1

2

4.4

1

2.2

0

0.0

0

0.0

138 20.6 14 10.1 15 10.9 10

7.2

3

2.2

4

2.9

0

0.0

시 지역

247 36.8 13

5.3

16

6.5

9

3.6

13

5.3

6

2.4

0

0.0

도 지역

286 42.6 18

6.3

15

5.2

11

3.8

12

4.2

6

2.1

1

0.3

고등학교
초등교원
양성 대학
중등교원
양성 대학
수도권

66.731
***

58.544
***

16.371
*

40.637
**

*p<0.05, **p<0.01, ***p<0.001

다음으로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에 대한 2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교원 근무
여건(1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사 양성(14.2%), 교원 문화
(12.8%), 교원 승진(8.3%), 교원 평가(7.6%), 신규교사 채용(7.5%), 교원 연수(7.3%),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7.2%), 교원 후생 및 복지(7.0%), 교원 자격(6.7%), 교장 임용
(3.4%), 교원 전직 및 전보 (1.8%) 순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Ⅵ-4]).

❙그림 Ⅵ-4❙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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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인별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소속 기관에 따른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 근무 여건’을, 교원 양성 대학 교수 및 전문가는
‘교사 양성’을,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담당자는 ‘교원 문화’를 우선적으로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표 Ⅵ-6> 참조).

❙표 Ⅵ-6❙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2순위)
(단위: 명, %)

구 분

전

체 교원 근무 여건 교사 양성

빈도 비율 빈도
초･중･고등학교 554 82.6
소 속
교사양성대학 75 11.2
기 관
시·도교육청 42 6.3
구 분

신규교사
채용

교원 문화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원 승진
빈도

교원 평가

비율

빈도

비율

97

17.5

69

12.5

69

12.5

50

9.0

44

7.9

7

9.3

19

25.3

9

12.0

3

4.0

3

4.0

5

11.9

7

16.7

8

19.0

3

7.1

4

9.5

교원 후생
및 복지

초･중･고등학교 38 6.9 46
소 속
교사양성대학 9 12.0 0
기 관
시·도교육청 3 7.1 1

교사
양성대학의 교원 연수 교원 자격
학생 선발

교장 임용

X²

교원 전직
46.047**
및 전보

8.3

38

6.9

37 6.7

33

6.0

21

3.8 12 2.2

0.0

8

10.7

5

6.7

11

14.7

1

1.3

0

0.0

2.4

2

4.8

7 16.7

1

2.4

1

2.4

0

0.0

*p<0.05, **p<0.01, ***p<0.001

3)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우수 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사 양성과 채용 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영역들의 현장 적합성 정도를 진단하
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의 관련 영역으로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
과정,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교장 채용 방법에 대해 현장 적합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고 있는지 현장 적합성이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를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가 평균 3.23점(5점 척도)으로 현장 적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가 평균 2.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그림
Ⅵ-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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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5❙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한편 교원 양성 및 채용의 관련 영역 중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21.9%)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20.9%),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17.0%),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14.2%),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11.8%),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8.6%),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5.7%) 순으로
현장 적합성을 낮게 진단하였다([그림Ⅵ-6] 참조).

❙그림 Ⅵ-6❙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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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
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과 관련하여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이다/ 실적 위주의 승진’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Ⅵ-7❙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이유
(N=671)

내

용

전

체

사례 수

비 율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

87

13.0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이다/ 실적 위주의 승진

62

9.2

실습 기간이 짧다

32

4.8

일회적인 시험으로 교사 임용이 결정된다

29

4.3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

28

4.2

교장 자격 기준이 교사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28

4.2

주: 서술식 응답에 대해 동일한 응답 수를 분석하였으며, 응답 비율이 전체의 4%이상인 항목을 제시함.

응답자의 배경 변인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현장 적합성을 가장 낮게 진단하였으며, 교사양성대학 교수 및 전문가는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는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낮게 진단하였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소속 학교급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교원은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는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현장 적합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교원의 직급별로는 교사 및 부장교사, 수석
교사의 경우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교감 및 교장은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낮게 보았다(<표 Ⅵ-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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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
(단위: 명, %)

전

구 분

소 속
기 관
교 원
학 교
급
교 원
직 급

초중고등학교

빈도
554

비율
82.6

교사양성대학

75

11.2

교 원
학 교
급
교 원
직 급

6

교사 양성대학의 신규교사 채용 및 교장 채용
교육과정
임용고사
방법 및 절차

8.0

빈도
116

비율
20.9

빈도
81

비율
14.6

빈도
85

비율
15.3

14

18.7

23

30.7

10

13.3

시·도교육청

42

6.3

6

14.3

10

23.8

10

23.8

0

0.0

초등학교

280

50.5

66

23.6

71

25.4

31

11.1

45

16.1

중학교

158

28.5

42

26.6

29

18.4

28

17.7

23

14.6

고등학교

116

20.9

27

23.3

16

13.8

22

19.0

17

14.7

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155

28.0

44

28.4

31

20.0

23

14.8

20

12.9

356

64.3

89

25.0

76

21.3

53

14.9

58

16.3

43

7.8

2
4.7
9
20.9
5
교사 양성대학의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교육실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6
11.9
42
7.6

전

구 분

소 속
기 관

체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빈도
비율
135
24.4

체

초중고등학교

빈도
554

비율
82.6

교사양성대학

75

11.2

5

6.7

11

14.7

11.6
7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빈도
비율
29
5.2
6

8.0

시·도교육청

42

6.3

8

19.0

5

11.9

3

7.1

초등학교

280

50.5

36

12.9

12

4.3

19

6.8

중학교

158

28.5

15

9.5

16

10.1

5

3.2

고등학교

116

20.9

15

12.9

14

12.1

5

4.3

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155

28.0

24

15.5

7

4.5

6

3.9

356

64.3

34

9.6

28

7.9

18

5.1

43

7.8

8

18.6

7

16.3

5

11.6

16.3
X²

36.396
***

23.836
*

24.283
*

*p<0.05, **p<0.01, ***p<0.001

4)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혁신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각 항목에 대한 혁신 필요도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선택하도록 한 다음 5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
필요도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고사(3.9점),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3.8점),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3.76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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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방법 및 절차(3.74점),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3.62점),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 순(3.44점)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7] 참조).
(단위: 점)

❙그림 Ⅵ-7❙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영역별 혁신 필요

다음으로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28.3%)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24.0%),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16.5%),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10.7%),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8.8%),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6.6%),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5.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8] 참조).

❙그림 Ⅵ-8❙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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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속기관에 따른 분석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사 양성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모두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학교급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교사는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혁신
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표 Ⅵ-9>참조).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에 대해 서술식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교육과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일회적인 시험으로 교사 임용이 결정된다’ 등의 응답이 제시되었다(<표
Ⅵ-10> 참조).
❙표 Ⅵ-9❙ 혁신이 가장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영역
(단위: 명, %)

전

구 분

소 속
기 관

교 원
학 교
급

교 원
학 교
급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중고등학교

554

82.6

155

28.0

126

22.7

103

18.6

62

11.2

교사양성대학

75

11.2

22

29.3

22

29.3

5

6.7

4

5.3

시·도교육청

42

6.3

13

31.0

13

31.0

3

7.1

6

14.3

초등학교

280

50.5

94

33.6

48

17.1

59

21.1

30

10.7

중학교

158

28.5

39

24.7

37

23.4

29

18.4

19

12.0

고등학교

116

20.9

22

19.0

41

35.3

15

12.9

13

11.2

체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초중고등학교

554

82.6

45

8.1

41

7.4

22

4.0

교사양성대학

75

11.2

9

12.0

2

2.7

11

14.7

시·도교육청

42

6.3

5

11.9

1

2.4

1

2.4

초등학교

280

50.5

16

5.7

25

8.9

8

2.9

중학교

158

28.5

17

10.8

8

5.1

9

5.7

고등학교

116

20.9

12

10.3

8

6.9

5

4.3

전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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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빈도

구 분

소 속
기 관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체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교장 채용 방법 및 교사 양성대학의
절차
수학연한 및 체제 X²

33.588
**

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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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0❙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단위: 명, %)

혁신이 시급한 이유

사례수

비 율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

100

14.9

교육과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35

5.2

일회적인 시험으로 교사 임용이 결정된다

32

4.8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이다/ 실적 위주의 승진

30

4.5

실습 기간이 짧다

29

4.3

주: 1. 응답자 수는 671명
2. 서술식 응답에 대해 동일한 응답 수를 분석하였으며, 응답 비율이 전체의 4% 이상인 항목을 제시함.

5)
예비교사가 교직에 입문하기까지 관련되는 교사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을 혁신하고자 할 경
우, 혁신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6개 혁신 이슈별로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된 혁신 가치를 살펴보았다.

❙표 Ⅵ-1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별 혁신 가치 1순위
(단위: %)

혁신 이슈

혁신 가치 1순위

응답률

교직(현장) 적합성

26.8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전문성

35.3

교사 양성대학 수학연한 및 체제 혁신

전문성

34.6

양성대학 교육실습 혁신

교직(현장) 적합성

45.2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교직(현장) 적합성

29.4

교장 자격취득 방식 혁신

전문성

25.0

교장 채용 방식 혁신

공정성

24.4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 과정 혁신

이하에서는 혁신 이슈별로 구분하여 혁신 방향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혁신 가치에 관한 1순위,
2순위 응답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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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에서의 혁신 가치
교원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제도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교직(현장) 적합성(2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역량 중심 및 전문성(17.9%), 공정성(16.7%), 책무성(4.0%), 창의성(2.8%), 다양성
(2.7%), 자율성(2.4%), 형평성(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9] 참조). 응
답자에 따른 분석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사 양성대학 교수 및 전문가, 시·도교육청
정책 담당자 모두 ‘교직 현장 적합성’에 가장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Ⅵ-9❙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 혁신의 가치(1순위)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제도의 혁신 가치에 대해서 2순위 응답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직
(현장) 적합성(17.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량 중심(14.8%), 공정성(11.5%),
전문성(10.4%), 형평성(9.4%), 책무성(8.3%), 협력성 및 다양성(4.6%), 적응성(4.5%),
창의성(3.9%), 민주성(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0] 참조).

❙그림 Ⅵ-10❙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 혁신의 가치(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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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가치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전문성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교직(현장) 적합성
(30.1%), 역량 중심(12.1%), 다양성(5.2%), 실용성( 4.0%), 창의성(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1] 참조). 그리고 2순위 응답에서는 1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았
던 교직(현장) 적합성이 19.7%로 가장 높았으며,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던 전문성이
17.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2] 참조).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종합해보면, 조사 대상자들은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반영되
어야 할 혁신 가치를 ‘교직(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Ⅵ-11❙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가치(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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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2❙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가치(2순위)

다) 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의 혁신 가치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 체제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교직(현장) 적합성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는 전문성(17.7%), 역량 중심(10.0%), 적응성(9.4%), 실용성(4.6%), 협력성(3.0%)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3] 참조).

❙그림 Ⅵ-13❙ 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 혁신의 가치(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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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에 대한 2순위 응답에서는 전문성이
1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역량 중심(16.4%), 교직(현장) 적합성(15.9%), 적응성
(12.2%), 실용성(10.1%), 협력성(7.9%), 책무성(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
-14] 참조).

❙그림 Ⅴ-14❙ 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 혁신의 가치(2순위)

라) 교사 양성체제 혁신의 가치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사 양성 체제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전문성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직(현장) 적합성
(22.5%), 역량 중심(12.1%), 다양성(5.8%), 실용성(4.8%), 적응성 및 자율성(3.3%)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5] 참조). 2순위 응답에서는 1순위 응답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교직(현장) 적합성이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순위 응답에서 가장 높았던
전문성(15.2%)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6] 참조).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볼 때 교사 양성 체제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로 ‘전문성’과 ‘교직(현장) 적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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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5❙ 교사 양성체제 혁신의 가치(1순위)

❙그림 Ⅵ-16❙ 교사 양성체제 혁신의 가치(2순위)

마)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혁신의 가치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교직(현장) 적합성이 2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
성(21.0%), 공정성(17.4%), 역량 중심(1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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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7❙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혁신의 가치(1순위)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고사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에 대한 2순위 응답에서도 교직(현장)
적합성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량 중심 (16.5%), 전문성(16.1%),
공정성(12.8%), 형평성(7.3%), 책무성(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8]
참조).

❙그림 Ⅵ-18❙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혁신의 가치(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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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전문성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역량 중심
(16.7%), 공정성(14.8%), 민주성(10.1%), 책무성 (9.2%), 교직(현장) 적합성(7.5%) 등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19] 참조).

❙그림 Ⅵ-19❙ 교장 자격 취득 방식 혁신의 가치(1순위)

2순위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도 1순위 응답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15.9%)이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책무성
(13.1%), 역량 중심 (12.2%), 민주성(11.6%), 공정성(11.5%), 교직(현장) 적합성(8.6%),
형평성(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Ⅵ-20] 참조).

❙그림 Ⅵ-20❙ 교장 자격 취득 방식 혁신의 가치(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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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의 혁신 가치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중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는 공정성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성
(18.2%), 역량 중심(12.7%), 민주성(10.7%), 책무성 (6.7%), 교직(현장) 적합성(5.8%),
공공성(4.9%), 형평성(4.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1]).

❙그림 Ⅵ-21❙ 교장 채용 방식 혁신의 가치(1순위)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혁신 가치에 대한 2순위 응답에서도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주성(12.5%), 전문성
(11.2%), 책무성(10.6%), 역량 중심(9.8%), 교직(현장) 적합성 및 형평성(9.1%), 공공성
(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2]).

❙그림 Ⅵ-22❙ 교장 채용 방식 혁신의 가치(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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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와 관련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
였다.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 다섯 단계로 조사하
였으며, 각 항목을 5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 관련
교원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기준 강화, ②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③ 면접 전형 방식의 변화,
④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 방지, ⑤ 선발 시기 조정(수시 전형으로 전환 등), ⑥ 예·체
분야 전공 별도 선발의 여섯 가지이다. 이하의 내용은 각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 조사 결과이다.
동의 정도가 높은 과제부터 살펴보면,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가 평균 4.29점으로 동의 정도
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 방식 변화,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기준 강화,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 방지, 선발 시기 조정(수시전형으로 전환 등), 예·체육 분야 전공 별도
선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Ⅵ-23] 참조).

(단위: 점)

❙그림 Ⅵ-23❙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관련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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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양성 체제 관련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양성 체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양성 기관 간 통합·조정, ② 유능한 인력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 ③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④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⑤ 양성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⑥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의 여섯 가지이다. 각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4.34
점)였으며, 다음으로는 양성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4.11점), 유능한 인력의 학교교육 활
동 참여 기회 확대(3.95점), 양성기관 간 통합·조정(3.58점),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3.35점),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3.1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4] 참조).

(단위: 점)

❙그림 Ⅵ-24❙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 관련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

다)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관련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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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기간 확대, ② 실습 학교 확보, ③ 실습 전담교수 및 교사의 질, ④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⑤ 실습학교의 실습 환경, ⑥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 체제 구축의 여섯 가지이
다. 각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 4.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 체제 구축, 실습 전담교수 및 교사의 질, 실습 학교의
실습 환경, 실습 학교 확보, 실습 기간 확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5] 참조).

(단위: 점)

❙그림 Ⅵ-25❙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관련 혁신 과제의 동의 정도

라)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역
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정보 기술 활용 역량 개발, ③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④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통합, ⑤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⑥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⑦ 교수진 역량 개발, ⑧ 온·오프라
인 기반 개별 학습 활동 촉진, ⑨ 교직 적성·인 성지도 프로그램 강화의 아홉 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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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교직 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4.44점)였으며, 다음
으로는 교수진 역량 개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정보 기술 활용 역량 개발,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
학습 활동 촉진,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초등과 중등 교육
과정의 연계·통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6] 참조).

(단위: 점)

❙그림 Ⅵ-26❙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혁신 과제의 동의 정도

마)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혁신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②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③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에 절대평가 도입 등), ④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⑤ 임용 고사
준비 사교육 시장 의존 방지, ⑥ 인턴교사제도 도입의 여섯 가지이다. 각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4.49점)였으며, 다음으로는
임용 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 인턴교사제도 도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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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그림 Ⅵ-27❙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혁신 과제의 동의 정도

바) 교장 자격 취득 및 채용 관련
교장 자격 취득 및 채용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한 혁신 과제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 ②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③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과정 신설,
④ 교장 임명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⑤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의
다섯 가지이다. 각 혁신 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혁신 과제는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3.84점)이었
으며, 다음으로는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과정 신설,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 임명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Ⅵ-28]
참조).

268

Ⅵ.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단위: 점)

❙그림 Ⅵ-28❙ 교장 자격 취득 및 채용 관련 혁신 과제의 동의 정도

3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대해 관련 집단의 요구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
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조사 결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직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인구 변화
(교직원 및 학생의 규모 및 구성비), 4차 산업혁명 대응(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 교직사회
문화 변화(학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교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사
양성과 교원 근무 여건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정부의 국정 과제나 핵심 교육
정책의 경우 다른 요인과 달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따른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그에 따른 변화를 급격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 및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 등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대하여 학교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힘든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구 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원
양성 및 교원 수습 조절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교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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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해본 결과 현장 적합성이 매우 높은
영역은 교사 양성 체제와 신규교사 채용 임용고사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과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었다.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로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점,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이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과 실적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많이 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볼 때,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장
자격 취득을 위한 평가 시 점수나 실적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혁신이 필요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영역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혁신 필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과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 모두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경우 현장적합성이 가장 낮으며, 혁신필요도는 가장 높고,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분석되어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혁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제도의 경우 교직(현장) 적합성, 교사 양성대학 수학연한 및 체제의 경우 전문성,
교사 양성대학 교육실습의 경우 교직(현장)적합성,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성,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경우 교직(현장)적합성이 1순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사 양성 및 채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직(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혁신 가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장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혁신 가치로
전문성이,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의 혁신 가치로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추진 시, 교직(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혁신 가치로 지향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과제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의 경우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의 경우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 실습의
경우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경우 교직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경우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가 각각 1순위의 동의를
얻은 혁신 과제로 나타났다. 교원 양성 및 패용을 위한 각 영역별 정책 추진 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동의를 얻은 혁신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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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역별 조사 결과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종합하여 교사 양성, 신규교사 채용, 교장
양성 및 채용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혁신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전문성에 기반을 둔 교사 양성대학
의 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과정 혁신에서 교직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교사의 채용 및 임용고사에 대한 혁신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았다. 조사 결과 신규교
사 채용 및 임용고사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직(현장)적합성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향후 임용고사 개편 시 임용교사의 교직(현장)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교장 양성 및 채용의 경우 현장 적합성은 낮았고, 혁신 요구도는 매우 높았다. 교장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에서 교장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교장 채용 정책과 관련해
서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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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I)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Ⅶ.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1. 혁신 방향
2. 혁신 과제의 구조 및 내용
3.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영역과 과제
4. 교원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과 과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Ⅶ.

이 장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고,
혁신 영역별로 혁신 과제를 제시한다.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핵심 기능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형의 교원을 적합한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은 변화하는 현장
의 요구와 연계 하에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에서는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한다. 다음의 [그림 Ⅶ-1]은 본 연구에서 접근한 혁신
전략과 지향성과 혁신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 정책 혁신의 지향성은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요구
를 반영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교원 정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탐색된다. 교직
현장 변화에 관하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학교교육체제 변화 요구에 따른 혁신 요구,
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 변화 및 요구되는 역량과 관련된 혁신 요구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글로벌 미래교육 선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안되는 4차원 교육 역량과 연계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 적응력 제고와 연계하여 교원정책 혁신이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의 기존의 핵심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지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원 정책 중점 과제(교원 전문성 신장)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75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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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과제

￭ 학생 중심
교육과정개편

￭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 기초학력
보장

￭ 혁신학교 등
확대

￭ 교원 전문성
신장

￭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 혁신 요구 수렴 및 혁신 이슈 진단
혁 신
전 략

￭ 새로운 가치 창출 및 혁신 장애요인 제거
￭ 지속가능한 혁신 관리체계 구축
￭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교원 정책
과 제

교원혁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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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 양성기관과 단위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혁 신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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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정책



교직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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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 적･인성 높은 우수 인재
유인체계 구축
￭ 현장 수요 변화와 연계한 교원

교원
양성 및
채용의
혁신
영역

￭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혁신
￭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채용정책
￭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
￭ 교장 채용 혁신

￭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 교사 양성체제
혁신

❙그림 Ⅶ-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전략 및 혁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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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혁신 전략은 교육 현장의 변화 요구와 정부의 정책 추진 요구를 반영하여 네
가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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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혁신 지향성으로는 ① 교직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②
글로벌 역량 중심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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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으로 정립하였다.
혁신 지향성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 입문 과정에 관련된 교사 양성 과정과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절차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다. 특히 교사 양성대학의 신입생 전형 방식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중심으
로 변화시키고 양성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을 현장 교육과정 중심으로 혁신한다. 신규 교사 채용
에 관련된 시·도교육청의 임용고사의 출제 및 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등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전 세계적으로 교육과정의 적응력 제고를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에서는 글로벌 미래교육 선구자들(파델과 트릴링 등)이 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 재설계
동향과 그들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교육 역량과 연계하여 탐색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의 관점에서 수행한 국제비교 연구와 ‘새로
운 4차원 교육과 4차원 미래 역량’에 주목하고, 교육과정의 적응력을 높이는 국가 수준의 메커
니즘 구축의 일환으로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양성 체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우수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고 현장 적합성 높은
우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양성기관과 단위학교의 연계를 높이도록 한다.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채용 전 실천 중심의 실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실습을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넷째, 교직 적성이 높은 유능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기제가 필요
하다. 현재는 교직 적성과 인성을 진단하는 기제가 양성대학마다 다르고, 부적격자에 대한 대응
도 양성대학 간 차이가 있으므로 양성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제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은 교육과정 변화(2015 개정 교육 과정 등)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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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진한다. 학생의 핵심 역량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모델을 조속히 개발하여 도입하
도록 한다. 교원의 역량 모델은 학생의 역량과 연계하여 교원의 직급별 역량군과 핵심 역량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 역량을 반영한 양성과 채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여섯째, 미래 교원의 양성 프레임은 미래 학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현장의 수요 변화와
연계하여 양성을 책임지는 다양한 주체(혹은 기관)들 간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 기반
을 토대로 구안하도록 한다. 네트워크에서의 주체들 간의 협력 활동은 전문 학습 활동 중심의
현안 진단과 혁신 요구를 공유함으로써 발전 지향성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화해 가는 지능형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 양성을 위한 주체들 간의 책임 있는 역할과 협력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일곱째, 혁신 지향성은 교직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혁신 요구와 혁신 가치를 반영하여 정립하
고, 혁신 과제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원인,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탐색하여 정하도록 한다.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새로운 가치로는 교직(현장)적
합성, 역량 중심, 전문성, 공정성, 실용성, 적용성, 다양성, 민주성, 책무성 등으로 제시된다.
여덟째, 교직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화될 예정이다. 교직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혁신 요구는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수준에서의 전담체계가 필요하다. 교원에 관한, 교원을 위한 교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혁신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과제는 앞서 4장에서 분석한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혁신 과제는 단기 과제 11개 과제, 중･장기 과제 11개로 총 22개이다. 다음의
<표 Ⅶ-1>은 혁신 과제를 영역별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거나 혁신 이슈로 부각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을 반영하여 혁신 영역별로 단기 과제 2개와 장기 과제 2개씩을 선정하였다.
혁신 요구가 높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단 신설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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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련 집단의 요구 조사와 합의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
였다. 교원 양성 체제 혁신의 경우 양성체제 혁신 모형에 관한 논의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단기 과제 1개, 장기 과제 2개를 제시하였다.
혁신 영역별로 구분하여 혁신 과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를 제시하였다. 단기 과제로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와 ②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가 제시되고, 중･장기 과제로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가 제시된다.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현장 친화형 주기적 교육실
습 모니터링 실시와 ②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 간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
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하였다.
❙표 Ⅶ-1❙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혁신 과제
혁신 영역

단기 혁신 과제

1.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3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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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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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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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혁신 과제
①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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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혁신 영역

단기 혁신과제

중･장기 혁신 과제

4. 교원 양성체제 혁신
(3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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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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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시험의
연계 추진

6.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4과제)

① 교장 공모제 확대
② 특정 기피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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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개 과제

11개 과제

11개 과제

주: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교육정책포럼(10월 13일)의 주제발표 3 박영숙(2017),p .90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

교원 양성체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1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
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운영과 ② 교원전
문대학원 설치･운영을 제안하였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 채용 계획 합리화와
②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제안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
육청 주도의 임용 고사 제도로의 전환과 ② 교원 양성과 임용 시험의 연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와 중･장
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와 ② 특정 기피 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와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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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앞서 제시한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대응이 시급한 교원 정책 영역 가운데
세 번째로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제도의 개선을 지적하였다. 교육 전문가들은 신입생
선발 과정의 개선을 교원 승진, 교원 연수, 교원 자격 및 복지 제도의 개선보다도 더 시급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중등 예비교사 선발 제도의 혁신이 초등 예비교사의
선발보다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응답하였다(혁신 필요성 초등: 3.3점/5점, 중등: 3.7점/5
점). 교사교육 전문가들도 교직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우수한 교원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교원 양성 기관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강태훈, 류성창, 2013; Hargreaves & Fullan, 2012).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예비교사 선발 제도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교직(현장) 적합성
을 강조하였는데, 응답에 있어 학교급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초등학교 교원들은 전문
성(23.7%)과 역량 중심(20.6%) 가치를 강조한 반면, 중등학교 교원들은 교직(현장) 적합성
가치를 강조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중학교 교원: 36.2%, 고등학교 교원
35.0%). 이를 토대로 볼 때 초등에 비해 중등학교 예비교사 선발제도 혁신에 있어 보다 교직
(현장) 적합성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발 관련 혁신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슈로 교육 전문가들은 교직 부적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의 강화와 교직에 필요한 인성, 적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면접 전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로 집중되었다. 부적격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강화와 면접 전형 방식의 개선은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교사 양성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제도는 교과 성적
중심의 정량적 평가와 피상적이고 다소간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면접의 한계로 인해 부적격 대상
자와 교직 적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예비교사 선발과 관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의 문제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이 있다. 교과 성적 우수자가 교대나 사대로 진학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없다는 애매한 측면 때문에 요구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측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교육 전문가들은 교과 성적 우수자 일변도의 균질적 입학 선발 제도의 개선을
시급한 문제로 여겼다.

281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 (Ⅰ)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혁신 과제로는 다음의 <표 Ⅶ-2>와 같이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1개를 선정하였다. 단기적 혁신 과제는 ① 면접 전형 방식의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수시 전형 제도 개편이고, 중·장기적인 과제는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기준의 강화이다.

❙표 Ⅶ-2❙ 예비교사 선발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혁신 과제
∙ 면접 전형 방식의 개선
∙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 제도 개편
∙ 역량 중심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

중·장기

1)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대학에서 입학 업무는 대학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차대한 업무이다.
특히, 교사 양성 기관에서는 우수한 자질과 헌신적인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신춘호 외, 2017). 하지만 현행의 짧은 개인 면접이나 집단 토론식의
면접 전형 방식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들이 많다(강태훈, 류성창, 2013).
또한 면접 내용이나 방식이 주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질문을 통해 ‘사변적이고 인지적인’
답변을 요구하거나,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보다는 단순하고 추상적인 질문을 중심
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교사의 잠재적인 ‘교직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면접 과정에서 학생들은 면접관들이 질문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응답하여 무난하
게 면접을 통과하지만, 합격 후에 상당수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고, 재학 중에 진로
에 대한 고민을 한다(김광수, 김현령, 2013). 설령 교사 양성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낮은 교직 효능감이나 헌신,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와 같이 높은
이직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Johnso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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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현행의 다소간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인지적 일변도의 면접을 개선하고, 교직 역량을 효과적
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량 중심의 면접 문항 개발 및 출제와
이에 상응하는 면접 도구와 방식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교직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
오 방식의 면접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강태훈, 류성창, 2013).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형 일정에
임박한 출제를 피하고, 보다 일찍 문항을 개발하고, 입시를 비교적 최근에 경험한 1학년 재학생
을 대상으로 문항 검증과 문항 반응 검사 등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준비가 요청된다. 다음으
로 역량 중심 면접을 위해서는 현행의 짧고 형식적인 면접을 탈피하여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면접 대상자 선발을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임으로써 면접자와 학생과 활발하
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신춘호 외,
2017). 또한 개별 면접 또는 집단 면접 접근으로부터 탈피하여, 교사로서의 공동체 의식, 대인
관계 역량, 리더십,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1박 2일의 캠프와 같은 실험적
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추진하는 것도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무들
은 현행과 같이 회전문과 같은 보직 수행,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 입학 업무를 비롯하여 입학 전형 개선에서 특히
가장 시급한 면접 전형 개선을 위한 전담 인력과 상설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학교 현장의 교권 추락 우려와 함께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국가들의 교사들에 비해 가운
데 직무 만족도, 효능감이 매우 낮고, 특히 자신의 교직 선택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허주 외,
2016), 교대와 사대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여 성적이 우수한 상위
권의 학생들이 교대와 사대로 몰리고 있다. 최근 빚어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임용 비율
저하와 임용 절벽 사태로 인해 올해 2018년 교대와 사대의 수시 모집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경쟁률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교대와 사대는 다른 학과나 대학에 비해 높은 인기를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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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또한 이것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이탈을 유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동아일보, 2017. 9. 15.).
교원 양성대학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입하게 되는 것 그 자체는 단순하게 본다면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
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성적 우수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초래될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나 아이들과의 상호 작용 적성이 부족하다면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이 아닌 교직 적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교과
성적 일변도의 평가를 통해 교직 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고민 없이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진학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근 교대
학생들의 고민과 상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흥미롭게도 바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이슈라는 것이다(김광수 외, 2013).
둘째, 교과 성적이 우수한 전형적인 모범생 학생들이 과연 자신과는 달리 학업이나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담당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교과 성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긴밀
하게 연동되고 수렴되어가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수한 중산층
으로 구성된 교원 양성대학 학생들이 소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현저하게 다른 ‘사람
들의 아이들(Other people's children)(Delpit, 2006)’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발생한다.
셋째,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은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교대나 사대
로 진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교직의 구성원을 균질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하고 융합적･창의적인 활동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교원 양성대학의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수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드시 교과 성적 우수자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능과 특기, 적성
등을 가진 창의적이고 유능한 학생들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
고 이를 입학 전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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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경우 흔히 알려져 있듯이 상위 10% 이내의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에서 50%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성적의 학생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잠재적 성장 가능성, 적성,
특기 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비교사의 교과 성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직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공감대의 제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입시에서는 이러한 현장 적합성 교직 역량
강조는 구두에 그치고, 교과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위주의 선발의 관성과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
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교직 역량과 현장 적합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고무적이다(강태
훈, 류성창, 2013; 신춘호 외, 2017; 허주 외, 2016). 수시 전형의 확대에는 시간과 인적
및 행정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시 전형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었다 해도, 대학 입시 운영
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정시 전형에 가까운 양상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입시 운영 내실화, 입시 운영 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학 업무 수행
체제의 개선과 전담 조직 개편을 필두로 한 입학 업무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어쩌면 교과 성적이
현저히 낮은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의 교원 양성대학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 또한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은 극심한 취업난과 다른 직종의 강도
높은 위계적인 직무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안정적이고, 직업 문화가 수평적인 교직을
선호하게 되면서 빚어지는 일시적인 거품과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임용 절벽 사태로 교원 양성대학의 지원자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수 지원자의 쏠림도 문제이지만 현저한 감소는 교원
양성대학과 교직의 또 다른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입학생 및 재학생 추적 및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원 양성대학에서는 교직 인성 및 적성이 뛰어난 예비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2012년 입학사
정관제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 전형을 확대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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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전형의 본질과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부단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원 양성대학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기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수시 전형을 포함한 입학 전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 더 나아가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1) 중기적 과제
현 입시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예비교사 선발을 위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재능과 특기, 교직에 부응하는 적성 및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인재를 발굴했다고 해도 이들이 최종적으로 교원 양성대학에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가 되었던 수능 최저 등급 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지하는 시도를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회 균등 차원에서 소외 계층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 학생 전형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사 양성대학
입학생 가운데 다른 직장이나 대학을 다니다가 뒤늦게 교직으로 진입하는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형 과정을 제공하는 것도 교직 다양성 제고 및 기회 균등 차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Johnson, 2007). 마지막으로, 입학생 전형의 다양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위 최근에 제기되는 임용 양극화와 지방의 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
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장기적 과제
다음으로, 장기적 차원의 과제로 보다 과감한 차원의 역량 중심 학생 선발 체제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입학 전형 체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보다 변혁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요청된다. 즉 우선적으로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세밀한 분석, 입학생의
입학 후 생활 및 학업에 대한 종단적 연구, 그리고 이들 학생들의 졸업 후 최소 5년간 교직
업무 수행 능력을 추적하는 대규모 종단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기적 차원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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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신입생 선발 전형제도를 획기적으로 재구
조화하는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2: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혁신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교원양성’을 가장 변화
가 시급한 영역으로 지적하였고, 그 중 ‘교육과정’ 분야에서 혁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직 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 교육 연계 강화’를 혁신 과제로 선정하였다.
혁신 과제는 교직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들
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35) 그리고 다른 제도(예: 교사 임용, 선발 등)에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을 단기 과제로, 심층 연구･개발 기간을
요하거나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단기
과제는 ①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 강화, ②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의
2개이고, 중･장기 과제는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의 2개이
다(<표Ⅶ-3> 참조).
❙표 Ⅶ-3❙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혁신 과제
∙ 교직 적성･인성 지도 프로그램 강화
∙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 교육 연계 강화
∙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중·장기
∙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

35) 이 과제들은 혁신요구조사 결과 교사양성대학 교육과정 분야에서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 획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지지 받았다. 한편 조사 결과 교사양성대학 교육과정 분야에서 필요한 혁신가치들은 전문성
(56.3%), 현장적합성(48.7%), 역량중심(2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해당 과제들은 이 가치들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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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올해 몇 차례씩 보도된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교직 윤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36)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까지 상기하지 않아도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08년과 2013년 조사 결과 OECD 회원국 중 교사의 효능감
과 직무 만족도가 참가국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보고된 것(허주, 2016:29)은 교사 양성
단계에서 교직 적성･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이켜볼 만하다. 지난 2015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4주기 교원 양성 기관 평가에서 ‘예비 교원 인성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교육대학교 특화 지표로 설정한 것(한국교육개발원, 2015)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
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의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마련이라 교사의 직업의식이나 효능감이
낮아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쉽지 않지만, 개인적･사회적･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신규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결여되었고 업무 스트레
스를 견뎌낼 인내력이 부족한 편이다(박남기, 2017). 과거 교사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이 확실
한 교직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개인의 삶을 즐기겠다는 의식을 가진 교사들
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물리적･환경적인 어려움에 노출될 기회가 적은 신규교사들은 발령받아
쏟아지는 업무 앞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박남기, 2017:9).
한편 취업난으로 인한 과열 경쟁 문화는 교원 양성 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졸업을 앞둔 고학
년 학생 대상 수업에서 교사로서 필요한 직무나 소양보다는 교원 임용 시험 준비를 지원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견된다. 이는 곧 교원 임용 시험이 실제 필요한 직무 능력이나 태도를 검증하지
않고 문제 풀이를 통한 단편적 지식 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선발 제도의 문제
와 연관된다.
취업난, 경쟁 문화 과열, 교원 임용 시험 제도의 문제 등 신규 교사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동시 다발적이고 복잡하다. 그러나 신규 교사들의 소명 의식, 회복 탄력성, 인내력 등은
예비교사 시절에 제공받는 교육 콘텐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절에서는 개선의 초점을

36) 관련 기사 예시: 남교사 2명이 ‘전교 여학생 3분의 1’ 성추행, 해당 고교생들 “성희롱 교사 더 있다” 진술(중앙일보,
2017.7.28.); 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하고 제자 성희롱한 40대 남교사 집행유예(조선일보,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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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분야로 맞추어 학생의 적성･인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관마다
고유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적성･인성이라 함은 인지적 정보
습득과 달리 한정된 시간에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은 공식･비공식적 형태로
제공되어 예비교사의 대학 생활 전(全) 과정 속에서 체화되어야 한다. 이는 혁신 과제에 필요한
핵심 가치 중 교사로서의 ‘전문성’신장과 관련되기도 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신(新) 역량’과
도 연결된다. ‘인성’은 미래 사회에 인공 지능이나 기계로부터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창의성, 직관 등과 함께 강조되는 역량이기 때문이다(이용순, 2017; 조벽, 2017a,
2017b;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첫 번째 혁신 과제인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의 강화’는 교원 양성･채용 정책 혁신 요구
조사에서 교육과정 분야의 핵심 과제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86.5
점). 특히 현장 교사가 동의한 정도는 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약 90점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직 적성･인성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 교장, 교육전문직들 오늘날 교사 양성대학의 수업 방식과 매체의 활용은
우수하나 교사로서의 인성, 사명감 등 정의적 측면, 학교 문화 적응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평가
한 것(박상완, 2017: 120)과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사실 교원 양성 교육에서 교직 적성･인성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되어 왔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원 자격 취득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서 교직 적성･인성 적격 판정 기준을
1회에서 2회로 높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외적 기준은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분명한 방향성을 주지만, 양성 기관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획･운영되어야 할지의 방향
성을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추진 전략을
대상 학년 및 양성과정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에 따라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의 유형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서 ‘학년’은 교과에 대한 전문성 수준이 달라짐을 내포한다. 즉, 저학년은 아직 전공 교과의
내용적･방법적 전문성이 심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생활형’적성･인성 교육이 적합하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바롬인성교육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활형 합숙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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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은 발전적으로 벤치마킹할 사례 중 하나이다.37).전교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교 등 단과대학교 차원에서 교직에 초점을 맞춘 합
숙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 단과대학･학과
전체 수준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형 합숙을 제공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이 경우 부속기관(예: 대학 내 교직 전담부서 또는 교육대학원, 관련 연구소 등)에서
교직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관 규모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양성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콘텐츠와 함께 물리적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쌓이면 가상의 교직 상황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체험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현장 교사들이 다양
한 교과에 따라 인성･창의성 강좌를 운영하고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특정 사례를 모의 실습해 볼 수 있다. 한편 양성기관과 지역사회의 대안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양성기관의 3, 4학년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대안학교의 교과 강사, 보조 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실질적인 교직적성･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둘째, 교육대학교, 사범대학･사범계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성격에 따라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구안되어야 한다.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종합대학으
로 상당 비율의 졸업생들이 교직으로 입문한다. 그에 반면 사범대학･사범계학과는 중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으로, 대상 학교급 뿐 아니라 상당 비율이 교직 이외의 직업을 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 교직 입문 비율은 사범대학이나 사범계학과보다 더욱 낮아
진다. 동학년 중심의 초등학교와 동교과 중심의 중등학교 문화에서 요구하는 교직 역량은 차별
적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교사 단계에서의 경험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
다. 특히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경우 기본적인 교직 소양과 인성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을 제공하되 졸업반으로 진학한 학생 중 실제 교직에 입문하길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더 심화된 교직 적성･인성 집중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상기 전략들은 양성 과정 유형과 학생의 학년에 따른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으로, 그동안
양성 기관에서 교직 적성･인성 교육을 위해 수행해 온 단편적인 노력들(상담처 운영, 상담 홈페
이지 구축, 적･인성 검사 도구 개발 및 실행 등)에 유기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37)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원 홈페이지, 대학생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참조
(http://home.swu.ac.kr/iba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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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예비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이다. 여러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나름의 e-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 활용 범위 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리의 질적 수준과 내용의 밀도는 천차만별이다.
최소한의 질적 표준화를 통해 교직 적성･인성 프로그램에 따른 학생별 활동 기록을 축적하면
교직 입문 전 훨씬 성숙된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동할 경우, 교직 준비를 위한 충실한 포트폴리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교사 선발에 포트폴
리오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
상윤, 2017: 73). 기존 교사 임용 시험 제도에 대한 한계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보완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예비교사 양성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실질
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인･적성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대 또는 교대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 간 협력형 수업’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간 협력,
융･복합 수업 등을 중시함과 연계하여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사대 교양 교과목으로 또는 3학년
이후 교재 연구 수업 등에서 융･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다.

2)

2: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이 현장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왔다. 전공 교
과, 교과 교육, 교직 이론 과목 등 교원 자격 검정과 관련된 기본 이수 과목의 법적 규정과
교원 임용 시험 제도 등 제반 사항들과 맺어진 견고한 관계로 인해 개선의 여지를 갖기 쉽지
않다. 앞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과목 간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체계적 구조는 ‘분절’과 ‘중복’이라는 양상을 보인다. 교과 내용, 교과 교육
과목, 교직 이론 과목이 비슷한 차시에 같은 관점을 가지고(예를 들어, 창의적 수업이라는 목적
을 가지고) 상호 관련성 있게 조직되지 않고 별개의 수업으로 제각기 운영되는 것이 분절적
특성에 해당한다.
한편 교과 교육 과목(예: 교과 교수법, 교과 교육과정, 교과 평가 방법)과 교직 이론 과목
(예: 교육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의 내용적 중복(김희백, 2017), 교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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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예: 교수법과 교재연구) 간 내용적 중복(김갑성 외, 2009; 박상완, 2017)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 외 교과내용이 일반 전공과 별반 다르지 않아 교직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
지 않다던가(이병기, 2017), 교대의 전공별 교과교육과정이 차별성 없이 반복된다는 점 등의
문제(김갑성 외, 2009b; 박상완, 2017)들은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적 비체계성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직에 입문했을 때 교원 양성 대학 재학 시절 습득한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장과의 괴리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은 교직, 교과 내용, 교과 교육 담당 교수들 간의 상호
협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그동안의 교원 양성대학의 수업은 철저히 개별 교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 기본 이수 과목 비율의 과중함에
서 찾을 수 있고, 이는 결국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의 폭을 제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원 양성대학은 교직, 교과내용, 교과교육 간 구조적 연계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교원 양성 과정의 교직(현장) 적합성, 전문성,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 교육 연계 강화’는 교원 양성･채용 정책 혁신 요구 조사에서 교육과
정 분야의 핵심 과제에서 네 번째로 높은 동의를 받았다(100점 기준으로 환산 시 80.2점).
특히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가 동의한 정도는 100점 기준 환산 시 87.5점에 달해 현장
교사(약 80점) 및 교원 양성 대학 교수(약 76.2점)에 비해 교육과정의 구조적 비체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구조적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교원 양성대학 차원에서의 혁신적
운영 측면과 ②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성대학 차원에서는 단과 대학 차원의 연구 기반 교수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교수진 스스로 도모해야 한다. “통일된 목표를 함께 도출하
는 힘도 약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는 이혁규(2017: 19, 박남기, 2017:3 5에서 재인용)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 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강좌 이외의 다른 강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함께
경험을 나누려는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박남기, 2017),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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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연구기반 교수협의체 구성을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다.
교육과정의 연계는 ① 교직 과목과 교과내용 및 교과 교육의 연계와 ② 교과 간 연계(융합)를
포함한다. 강원대학교의「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운영 사업」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긍
정적 시도로 보이는데,38) 사범대학 내 개별 전공 간 교수진들의 협력 체제를 통해‘융합･연계형
교육과정’운영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직, 교과내용, 교과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학습자들이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논의를 통해 재조직하였고 국어교육과와 수학교육
과 간 협력을 통해 3주간 교수들의 팀 티칭을 실시하여 융합 수업을 제공하였다(강원대학교,
2017: 13-14).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 내 모든 전공 수업을 같은 요일에 편성함으로써 교수들
간 논의 및 참관, 팀티칭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운영 방식은 전체 교육과정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 주는 시사가 크다.
한편 교과 내용이 일반대학의 전공 내용과 차별성이 없어 교직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병기, 2017)은 현장 밀착형 교원 양성 과정(박남기, 2017)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즉 단과 대학 또는 학과 차원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교사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교과
내용 과목 교육과정 설계 시 현장 교사의 모니터링을 받는다. 또 다른 방안은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비교사가 담당 교수와 현장 교사로부터 동시에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래 교육에 필요한 역량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존 역량을 모두 갖출 수 있게 한다(박남
기, 2017). 교원 양성대학 교수와 현장교사가 함께 가르침으로서 예비교사의 교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코-티칭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Cook & Friend, 1995; Villa,
Thousand, & Nevin, 2008).
둘째, 교육과정의 부족한 연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대학에서 중복적 성격을 가
진 과목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수적인 과목을 대상으로 체계적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원 양성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교원 자격 검정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필수 기본 이수 과목의
과중한 설정을 조정할 때 가능하다. 조정의 방식은 필수 기본 이수 과목으로 설정된 이수 학점
자체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필수 과목에 대한 인정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이 가능하다.
38)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사업」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예비교원 양성 및 선도 교원양성모델을 창출‧확산하
기 위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 사업임. 2012년 고려대, 성균관대‧서울
교대가 시범사업 운영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총 12개 대학이 참여하여 6년째 지속되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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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목 신설의 형태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
에 반영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교원 양성 과정에 안전
과목을 신설하였고(｢교육부고시｣ 제2015-73호, 2015.10.1.)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실습
1회 이상을 의무 반영하였다(「교원자격검정령」2015.12.15.)(김희규, 2016: 8).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진로교육 신설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김희규, 2016: 13-19). 이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나, 중요한 개별 과목에 대한
추가 신설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만 이어진다면 교원 양성 대학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강좌를 개설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한계를 동반한다.
상기 진술한 방안 중 ‘교원 양성 대학의 전공 간 연구기반 교수협의체 구성을 통한 융합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단기적으로 기획 및 실행될 수 있는 혁신 전략이며, 두 번째 제시된
‘교원자격검정령 필수 기본 이수과목 설정 비율 또는 인정 범위 조정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제고’는 혁신 전략임과 동시에 첫 번째 전략을 위한 선결 조건의 성격을 가진다.

3)

·

3: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체계성 부족이나 예비교사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은 예비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육적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요구 조사에서도 역시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장 적합성이 매우 낮은 영역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교원 양성대학이 앞으로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교육과
정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사회는 교육이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를 요구하고, 가치 있는 지식의 개념은 달라진다. 이는 전통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필요하며, 자연적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태중과 동료 연구자들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한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의 역할을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강태중 외,
2016: 178)고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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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시대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역량(competency)이라는 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역량은 기존에 강조했던 지식과 정
보의 습득 방식으로는 사회의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거라는 데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지능정보사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등장했다. 이는 교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혁신 가치로서, 전공 교과 지식 위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첫째, 시대에 부응하는 교원 양성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대변되
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요구되는 교사들의 역량을 새롭게 규정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 양성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박상완, 2017).
국내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국내 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이해 역량, 수행 역량, 협동 역량(정제영 외, 2014)이나 수업 역량, 배려 역량, 정보 역량,
협업 역량, 민주 역량(최석민 외, 2015) 등이 세부적인 교사 역량으로 제시된 사례들이다.
이는 팀 워크, 대인 기술, 의사소통,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 갈등 관리 등 여러 학자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것들(박영숙 외, 2015)과 어휘상 차이는 있으나 내용으로는
대동소이하다.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래 교사의 역할과 이를 위해 개별 대학 단위에서 추구하는 학교
고유의 교원 양성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교원 양성 대학이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둘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위한 연구 기반 교수 조직이 필요하다.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공과 교육학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중심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형태와 수업내용이 앞으로
의 사회에서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길러주기엔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강태중 외,
2016: 185). 대학마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행 주체를 설정하고
연구 기반 교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 기반 교수 조직은 교육과정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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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존의 위원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원 양성 전공
교수들이 실제 교육과정이 효과적으로 편성 및 운영되도록 교원 양성대학의 비전 및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융합적 교육과정 개발하며 융합적 교수법 개발 및 공유･연수･팀 티칭 등을 논의하는
연구 기반 협의 조직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체제에서 혁신적인 재구성을 도모하는 만큼 교수진들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
를 요구하며, 이는 전공교수 간 협력적 연구와 실질적인 적용을 도모하게 된다. 이는 현재 대학
의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창의
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사범대학 차원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역량을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노력을 가졌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창의 교육’을 설정하였고, 사
범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교직이론,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현장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는 전공 소속 교수뿐 아니라 시간 강사들까지 동참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
는 대부분의 교육적 경험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이화여자대
학교, 2017). 충남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도 동 사업에 참여
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교수협의체를 통해 창의성을 강조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학회, 2017). 이러한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혁신의 시도는
특정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꾸준
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풍부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대학 간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제한된 교수진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지능정보 사회에서 쏟아지
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역량에 대해서는 ‘학과의 신설’
로는 도저히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는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가 있는데, 공유의
단계는 대학 내 공유에서 출발하여 대학 간 공유까지 가능하다.
종합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코딩교육, S/W 교육, 안전교육 등 새로운
기술, 정보에 대한 전문적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대학교처럼 단과대학 수준의 교원
양성 대학에서는 대학 내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는 대학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인프라, 교육과정 등의 상호 공유 협약체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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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대학 간 상호 공유 협약 체제는 ‘공유경제’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공유대학’개념
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다. 서울 소재 32개 대학의 총장모임인 ‘서울총장포럼’에
서는 2017년 시행되는 대학 간 학점 교류, 연합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개방형 온라인 강좌
(MOOC)의 운영은 등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유 대학 실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데일리, 2017). 이는 프로그램 공유, 공동 연구, 온라인 강좌의 공동 운영, 학점
교류 등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양성대학 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볼만한 과제로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복수 전공을 의무
화하자는 요구가 있어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는 고등학교 교사의 중･장기적 채용 문제와도 연계
되는데, 일반 공통 기본과목 이후 고교 학점 선택제가 도입될 경우 학교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과의 교사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근거한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담당교
사의 시수가 감소하여 수급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유사 전공 또는 전혀 다른 전공의
복수 전공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4)

·

4: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원 양성대학의 교수는 현직 교사들에 비해 외적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직 교사들과는 달리 연수에 대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박남기, 2017). 대학 교수
의 주요 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 그리고 행정 활동 전반에서 책무성이 요구될 수 있겠으나,
연구 성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교수의 학술 활동에 대한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교수의 계약 갱신, 승진, 성과급 지급, 종신제 보장 등 인사 고과에 반영되거나(박남기
외, 2006),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책무성을 확인하는 기제의 부재
뿐 아니라 교원 양성대학 교수의 실천 의식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박남
기, 2017). 본 연구에서 시행한 혁신요구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데, 교원 양성
대학 교육과정 영역에서 ‘교수진 역량 개발’에 대한 혁신 필요성에 대해 동의 정도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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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초･중등학교 교사(100점 기준 환산 시 약 86점)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들(약
89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데 비해 교사 양성대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동의 정도(약 76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 구성원들에 비해 교수진 스스로의 자각 정도가
약한 것을 보여주었다.
역량 개발에 대한 교원 양성대학 교수의 주체적 인식 부족과 이에 대한 책무성 기제의 부족
등은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이 전문성 측면에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저하시킨다.
전문성이라는 혁신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교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혁신 과제 추진 방안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 간 공동 연구, 포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들 간 학습 공동체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전문가 학습 공동체란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을 탐구하고
향상시켜 나아가는 전문가 집단을 의미한다(서경혜, 2015: 177). 단편적 지식･정보를 전달
받기 위한 연수 또는 세미나 참석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여러 활동 중 하나로 포함될 수는 있으
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 수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전문성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궁극
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습 공동체의 기초적인 형태 중 하나는 대학교수 또는 연구자 간 공동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자들은 함께 일하는 관계 속에서 지적인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지식의 발견
을 꾀할 수 있다(Bozeman et al., 2013; Brew et al., 2013; Katz and Martin, 1997; Stokes
and Hartley, 1989, 허은정, 김양선, 2015: 160에서 재인용). 즉 대학 교수 또는 연구자 상호
간의 협력적 문화나 대학 교수의 동료 관계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로서(Kuh & Whitt, 1988) 대학 교수들이 지식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장이 된다.
허은정과 김양선(2015)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교수들 모두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단독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구 협력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공무원이나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또는 교육공무원(초･중등교사)과의 연구 협력 양상은 추후 심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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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는 지도 교수와 지도 학생 간 공동 연구일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교대와 교대
교수 간(17%), 사대와 사대 교수 간(14.9%), 또는 교대와 사대 교수 간 연구 협력 비율은
(16.6%, 5.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교수 사회에서의 협력 연구에 대한 폐쇄적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었다(허은정, 김양선, 2015: 166-169).
이를 감안하면 교사 양성대학 교수의 연구 협업에 대한 권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공동 작업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 및 기관 차원에
서도 아이디어 공유 및 협력적 연구 수행을 위한 조직 문화를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 공모 방식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대학 및 연구 단체에서 컨소시
엄 형태로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 또한 가능하다(허은정, 김양선, 2015).
한편 협력 연구 또는 프로젝트 활동 등의 학습 공동체 활동은 교원 양성대학 내 교육과정
기획, 설계, 운영의 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연구 산출물들은 다양
한 국내외 학술 포럼을 통해 공유되면서 자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학회와
교원 양성대학 간 긴밀한 연계 체제를 통해 기획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학회와 대학 간의 연계는
현재에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회가 연구물 발표의 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착수 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되어 중간 공유, 결과 발표 등 연구의 각 과정에서 활발한
의견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둘째, 교원 양성 기관 평가 등 기관 평가에서 평가 내용으로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성적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전임 교원의 연구 실적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하고 있는 교원양성 기관 평가에서
2010년부터 꾸준히 주요 지표로 포함되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5). 4주기 평가
시에는 물론 정성지표인 ‘현장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적’을 통해 교육과정 합의
절차와 결과 등을 기술하여 교원 양성 대학 내 교수진의 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 성격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앞선 연구실적 지표의 배점 비중이 높게 배정되어 그 중요성을
훨씬 인정받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원 양성기관 평가는 교원 양성대학이 교육 여건, 교육과정, 성과의 측면에서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하는 동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
면, 연구 산출물의 양적 수치를 보는 지표에 국한하지 말고, 양성 기관이 전임 교원의 연구
활동에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 활동이 어떤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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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는지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전임교원의 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 참여 비율’ 지표는 지난 3주기 교원 양성 기관 평가(2010
년부터 2014년까지 실행)에서는 포함되었다가(한국교육개발원, 2010), 참여 비율에 대한 정
량적 수치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학교 현장에 대한 견학 또는 세미나 참여로 한정했다는 한계점
을 가져 4주기 평가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교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활동을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교원 양성기관 평가
시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정성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

3: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실제 교수･학습 실전에 부딪치면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시험
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미래에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 현장을 이론이 아닌 실제적 측면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
기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 중 초등과 중등 교육실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문제
점들이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내용과의 연계성 부족,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와의 연계 협력 부족, 부족한 교육실습 기간 등이다.
교원 양성 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학교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고,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
실습이 아닌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의 교육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실습 기간이 부족
하여 충분히 학교 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이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용 고사를 통해 단위학교에 배치되자마자 교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교직 현실에
비추어볼 때, 교육실습은 교원 양성 기관의 졸업을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가 아닌 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존
에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교육실습 관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교육실습이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에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Ⅶ-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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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혁신 과제
∙ 현장 친화형 교육실습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교원양성기관과 실습학교 간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

중·장기

1)

∙ 교육실습 기간 확대
∙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우수한 학생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 입학하지만 교원 양성 기관에서 유능한 교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의 투입(input)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사의 산출
(output)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교사를 길러내는 교원 양성 과정 및 교육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이경 외, 2004).
일반적으로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교원양성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
와 교원 양성 기관 간 교육과정 통일성 부재 문제로 구별할 수 있다(김갑성 외, 2009a).
교원 양성 교육과정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일반 이론 중심의 교직 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제공됨으로써 학생들은 교육
현안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둘째, 가르칠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교과 내용학, 교과교육학, 교육학 이론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이 약한 교육과정이 지적된다. 넷째, 실습 기간의 부족, 실습 학교와 대학
간 연계･협력 체제 미흡, 실습의 형식적인 운영 등 교육실습의 체계화 부족의 문제이다. 다섯
째, 교육시설의 미흡, 교수진 구성의 부적절성 등 교원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미흡이 지적
되고 있다(황규호 외, 1999; 김갑성 외, 2009a).
교원양성기관 간 교육과정 통일성 부재 문제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김이경 외
2004). 즉,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등 교원 양성 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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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교직과정의 이수학점)에 따라 일정수의 기본 교과목
과 교직과목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직 과정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사범대학은 비목적 대학의 교원 양성 교직 과정의 지침에 맞춰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양성 비목적 대학 교직과정 운영 지침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목적 대학의 지침을 모델로 삼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교
원 양성 목적 대학은 그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대학교
나 사범대학의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단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함으로써 한편
으로는 대학의 특성을 살려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교원 양성 기관 간 교원의 질적 차이는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조절과 통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길러주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 기관의 설립 목적은 현장 교사 양성에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원 양성기관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내용과 방법도 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및 사회의 요구, 교육적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등으로 인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이 실제보다는 이론 중심, 교과 교육학보다는 교과 내용학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이론과 교과 내용학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 적합성과 교과교육학이기 때문이다.
교원 양성 기관을 통해 배출된 교사는 당연히 단위학교에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교원 양성 기관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교
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즉, 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떤 직무를 가장 빈번히 수행하고,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면 교원 본연의 역할을 학교에서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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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현장 친화적 교원 양성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교원 양성 기관 차원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 주기적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교육실습 결과를 기초로 내용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교원 양성 기관의 예비교사들은 매년 교육실습을 단위학교로 나가고 있고,
많게는 10주에서 적게는 4주 간 실습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그러므로 1년에 1~2회의 교육실습 과정 분석·검토를 통해 현장 친화적 교원양성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진다. 교육실습을 통한 교원 양성 기관 차원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과정과의 간극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양성 기관 차원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교원 양성 기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직에서 주기적으로 수집
하는 교육실습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대학 정책 연구를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친화적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교원 양성 기관의 교원양성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외에 국가 차원에서 교원 양성 기관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각
교원 양성 기관이 양성 기관들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의 교육과정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지역 간, 양성 기관 간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예비교원들이 교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자질들을 함양할 수 있게끔 장려
하며, 배출되는 교원의 질도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지역에
따라, 혹은 교원의 출신 학교에 따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질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
과 함께 교원 양성 기관을 통해 배출된 교원의 일반적인 질 차이가 없음을 교육 수요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육실습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의 적극적인 연계 및
지원, 그리고 지도 교수 및 지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 양성 기관과
기관 내 교수들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실습 시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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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습학교와 실습 지도 교사들은 교육실습생들이 짧은 교육실습 기간 내에 예비교사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해주어야 한다.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 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실습 과정을 교원 양성 기관뿐만 아니라 실습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교원 양성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체계적
실습기반의 교육실습이 교원 양성 교육과정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정미경 외, 2011a).
교육실습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 프로그램이 짜임새있게 구
성되어야 한다. 교육실습은 교직 입직 전 예비교사로 하여금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의 특징이나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강영하, 2015).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일정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유지영, 2008) 예비교사에게 요구
되는 전문성이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육실습을 구성·실행하며,
교육실습의 목적과 내용 및 평가 준거를 이러한 기준과 구체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정종진,
2009)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은 실습 내용의 재구조화를 통해 반성적 성찰과 실천성에 기반을
둔 현장중심의 실습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정혜영, 2009).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가 공동으로 교육실습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실습이 체계적이면서 현장성을 담
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실습 매뉴얼에는 교육실습의 사전 교육 – 현장 교육 사후교육-실습 평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과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있어야 한다.
다음은 A고등학교 교육 실습생 실제 운영39)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단위학교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교육실습이 실시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뉴얼 제작의 기초
자료가 되어준다. A고등학교 교육실습은 실습 기간이 4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교사는 담임

39) 2016 A고등학교 교육실습생 지도계획서 참조

304

Ⅶ.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교사 중 교육 실습생과 동일 과목 담당으로 우선 배정하나, 학교 여건에 따라 동일 과목의 지도
교사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계획상에 제시하고 있다. A고등학교 교육 실습생의 4주간의
실습 내용은 다음의 <표 Ⅶ-5>와 같다.
A고등학교 교육실습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연구 교생을 선정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교육실습생이 수업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수업 지도와 학급 경영 지도에는
참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단위학교 업무에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위학교 업무에 관련해서는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등의 중요 부서 부장
들이 교육 실습생에게 각 부서의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정도 설명해주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Ⅶ-5❙ A고등학교 교육 실습생의 교육 내용
주

1주
(4. 6. ~ 4. 10)
오리엔테이션
&
수업 참관

2주
(4. 13. ~ 4. 17.)
수업 참관
&
수업연구 실시
교생 선정

실습 내용

세부 실천 내용

각 부서별 오리엔테이션
실습생 대표 선출
지도교사 상담
교재연구 및 일지 작성
학급 조회 참석
수업참관

교직자의 사명감 및 수업 기술 등에 관한 연수
실습생 대표 선출
교과 지도 내용 및 학급 경영 업무 관련 상담
교재 연구 및 실습 일지 작성
학급 조회 참석
수업 참관 : 4. 8.(수)부터 실시(수업 참관 전에
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

교통 및 등교지도
조·종례 참석
수업 참관
수업 연구 실시 교생 선정

교통 및 등교 지도 실시
해당 학급 조·종례 참석
수업 참관(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
수업 연구 실시 교생 선정을 위한 교생 협의회
수업 연구 실시교생 선정
과목별 대표로 하되, 해당 과목 교사가 적은 경우는
몇 개의 과목을 통합하여 선정

교통 및 등교 지도
3주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
(4. 20. ~ 4. 24.)
실시(주당 5시간 내외)
수업실시
조·종례 실시
&
수업 연구 실시
수업연구
수업 참관

교통 및 등교 지도 실시
수업 실시 : 4. 20.(월)~ 실시
· 수업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자료 준비
· 지도 교사와의 협의 하에 주당 5시간 내외로 조정
(최대 8시간 이내)
학급 조·종례 실시(지도교사 참관)
수업 연구 실시[4. 24.(금)까지 완료]
전체 교생 및 참관 희망교사 수업 참관
수업 참관(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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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주

실습 내용

교통 및 등교 지도
과제물 제출
4주
· 수업 실시
(4. 27. ~ 5. 1.)
· 수업 참관
평가
· 조･종례 실시
· 평가

세부 실천 내용
·
·
·
·
·
·

교통 및 등교 지도 실시
실습 기간 부여된 과제물 제출
수업 실시(지도 교사 참관)
수업 참관(해당 교사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
조･종례 실시
교육 실습생 평가 실시

출처 : A고등학교 교육실습계획서(2016), p.1에서 발췌

이상의 내용은 A고등학교 교육실습 하나의 사례이지만 A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습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 학교 간 공동으로 개발된 교육실습 매뉴얼에는 교육실습 기간에 예비교
사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 학급 경영 지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내 공식 조직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이 실습학교에 대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실습 학교는 예비교사들에게 무엇을 해주
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매뉴얼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매뉴얼에는 교육
실습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뿐만 아니라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의 의무와 책임, 권한까
지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외에 매뉴얼은 교육실습 후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와의 실습 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보완되는 매뉴얼은 교원 양성 기관 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 개발 및 체계적 교육실습 운영으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내용과 방법 뿐 아니라 실습학교의 실습내용 및 과정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3)

·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학교 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상담하는 등 교육실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 기간을 기존보다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실습에서 학생들
이 보다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려면 현재의 기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습
시기도 조정하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교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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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실습의 세계적 추세는 실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황윤한, 2015). 교육실습 기간
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
하기에 실습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습 기간 동안 실습 학교의 학사 일정으
로 인해 실제 실습 기회가 많지 않았던 점을 실습의 아쉬운 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김갑성
외, 2009a).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실습도 예비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에 나가기 전 최대한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실습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정미
재·정제영, 2012). 실제로 수업 역량은 실제 본인의 수업시수가 많아질수록 향상된다고 하니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비교사에게 실제 수업 시수를 많이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정미재･정제영, 2012).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는 실습 학교의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실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실습은 지금보다 기간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육실습
관련 혁신 과제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교육실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①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기간 확대
초등과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은 장기적으로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수업 참관에서부터 수업 실습, 학급 경영, 학교 내 교사의
행정 업무, 학생 생활 지도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교육실습 기간 확대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 및 실습 학교 상황에서
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교육실습 기간의 확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방법은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실습을 현행 4주에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예와 같이 적어도 8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중등 교원 양성 기관 2학년 과정과 3학년 과정에서 각각 2주간의 수업 참관 기간을 현재의
교육실습 기간에 추가하여 총 8주의 교육실습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예비교사들은 2~3
학년의 4주 교육실습 기간을 통해 단위학교 교사들이 실시하는 수업을 참관함으로써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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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고, 4학년의 4주 교육실습 기간에는 실제 수업과 학급
운영을 진행함으로써 교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배양한다.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 및 운영
앞서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중 교직학 중심의 교원대학에서 언급했던 교육실습센터를 설치·운
영한다면 교육실습 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실습센터는 교원대학 내에 설치되는 교육
실습 전담 기관으로, 교육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실습 전-실습 중-실습 후 과정을
기획·설계·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실습센터에는 교육실습 전담 교수를 채용하는 ‘교육실습 전담교수제’를 시행한다. 교육
실습의 성공적 운영은 실습학교, 실습 지도 교사, 예비교사의 노력 이외에 교원 양성 기관,
특히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대학의 교수들이
교육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원 양성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실습 전담교수제가 바로 그 예라 할 수 있다. 현직 교사나
교원 양성 대학의 교수 중에서 교육실습 전담 교수를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원 양성 대학과
실습협력학교의 연계,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를 방문하게 하고, 교육 실습생들의 수업 참관
및 수업 개선을 위한 평가 협의에 함께 참여하게 함으로써 실습 협력 학교와의 연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교육실습에 전담 교수제를 도입할 경우, 이들의 참여는 교육 실습생들의 수업 개선을 도모함
과 동시에 교육실습 담당 학교 및 교사의 실습 지도 계획과 일정, 방법, 결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촉진시킴으로써 교육대학교와 실습학교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교육
실습생들의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등의 교육 실습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 교육실습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 교육실습 전담 교수를 선발하여 교육실습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은 교육실습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 과제로는 ‘교육실습
센터’를 교원 양성 기관 또는 교원대학 내 설치하여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교육실습센터의 교육과정은 교육실습 안내와 기초 교육 실습, 심화 교육 실습, 교육실습 평가
의 네 개 영역으로 편성한다. 이들 영역별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Ⅶ-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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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6❙ 교육실습센터 교육과정(안)
영

역

주요 내용(안)

교육실습 안내

교육실습 전반에 대한 안내를 기본으로 하고 교원대학 내에서 실시함. 교육실습의
의미, 교육실습의 과정, 학교 및 학급의 이해, 학교문화 및 풍토 확인, 학교조직 파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기초 교육 실습

교육실습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실습학교에서의 본격적인 실습 이전에
모의 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심화 교육 실습

실습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과정이 교육실습센터의 교육실습의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에서 실제로 수업, 학급운영, 생활지도
등의 교사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보는 기간임.

교육실습 평가

실습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심화교육실습 후 교육실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
교육실습 평가는 교육실습 전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보고 느끼고 행했던 여러
내용들에 대한 내부자 평가를 통해 교육실습 자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실습 혁신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다음의 측면에서 교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장 친화적 교원양성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은 단위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예비교사들이 교사
가 되어 단위학교에 배치되었을 때, 현장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 간 교육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을 통해 교육실습이 체계적이
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가 학교라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 줌과 동시에 예비교사가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교사로 변화할 때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실습 전담 교수제 시행 또한 교육실습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교수의 교육과 실습
업무를 분리시킴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교사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실
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실습 기간의 단계적 확대는 예비교사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 확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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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깊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 교사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학생 생활 지도와
학급 경영 측면에서 현재보다는 긴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예비교사들이 신규교사가 되어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

4: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 등 지식기반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의 빠른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교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식의 창출자로서, 그리고 현장 교육의 실천 연구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학교를 둘러싼 상황과 과제 및 요구들이 달라짐에 따라 특히 현장
실천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새로
임용되는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갑성 외, 2009a). 이는 이론과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의 교원
양성 체제의 문제로, 학문적 능력과 현장 실천 능력을 겸비한 교사 양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 교양교육, 일반교육학,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 교직 소양, 교육실습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4년의 학부
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지식정보사회에서 교사는
자신의 지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존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김갑성 외, 2009a).
이외에 사회 일반적 고학력 사회의 진전과 함께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사회적 지위 약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교사들의 자기 효능감, 사기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학력 사회로의
변화는 특히 두드러지는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의
교사 전문성 및 학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관한 혁신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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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내용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사범대학에서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가칭) 교원대학(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의 명칭)으로의 변화이다. 셋째는 현재의 교원 양성 체제를 대학원 수준인 교육전문
대학원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이는 4년의 교원 양성 기관의 양성 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성
및 학력 향상으로의 변화이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원대학 및 교원전문대학원으로의 교원
양성 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할 준거는 전문성, 연계성, 적응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
화될 수 있다.
다음의 <표 Ⅶ-7>은 이들 세 가지 준거에 관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들 세 가지 준거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성 체제 개편에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변화 및 지식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에게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고, 기존의 학부 과정에서의 교원 양성으로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학생들의 눈높
이에 맞춰 지식을 재구조화해서 전달할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 양성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로의 변화 내지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
❙표 Ⅶ-7❙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준거
개편 준거

내

용

전문성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은 배출되는 교원의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교원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교원의 교과 전문성, 생활 지도 전문성, 학교
및 학급 관리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식 전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함.

연계성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는 현행
교원양성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형식적인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과제임.

적응성

교원 양성 체제의 개편은 미래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적응성은 우선 학교 현장의 필요나 요구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그리고 교원 양성 체제의 교육과정 및 구조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함.

둘째,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할 이유로는 교원 양성 과정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
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교원 양성 과정에서 수용해야 하고 이를 위한 내용적·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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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체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과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은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 수준의 선택 과목 및 심화 과목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원들에게는 심화된
전문성이 필요한데,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과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원 양성은 이러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
셋째, 적응성이 고려되어야 할 이유는 교원 양성 과정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 단위학교에
배치되자마자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은 학교 현장이 원하는 지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은 폭 넓고 심화된 교육을 통해 예비
교사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임을 고려해 볼 때, 교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과 대학원 수준의 교원교육은 교원들이 지식 기반
을 구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상의 혁신의 필요성 및 준거에 따라 교원 양성 체제 혁신 과제는 단기 과제로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 ･운영,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의 2개 과제
를 제시한다(<표 Ⅶ-8> 참조).

❙표 Ⅶ-8❙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혁신 과제
∙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 및 운영

중·장기
∙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

1)

1: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현재 교원 양성기관 내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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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일반적으로 기관 간
협력은 산학 협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산학 협력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 여건 조성,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보고 있다(장병집·정지용, 2005: 555). 또한 산학협력은 21세기의 신자유주의와 엄청난
속도로 생성되는 지식기반시대에 변화에 국가 혁신체제의 일부로까지 여겨지며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정효경, 2014).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식을 창출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연구와 지식 개발을 수행하기 보다는 각각의 기관의 장점을 바탕으로 협력
을 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산학 협력의 필요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
협력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별로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는 산학 협력
을 통해서 과학 기술 기반의 확충, 교육·연구 기회의 확대, 실용화 기술에 적합한 인력 양성과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① 개발 부담에 따른 자체수행
이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의 응용, ② 대학·연구소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
화, ③ 유능한 인력 확보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여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완흡, 2006: 4).
김환식･나승일(2001)은 산학 협력의 필요를 대학 측면과 기관 측면, 산업계 측면으로 구분하
여 기술한 바 있다. 즉, 대학 측면에서는 이론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으며,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대학교수
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얻으며,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급 연구 개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통한 대학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관 측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를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지식 및 경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산업계 측면에서는
산업계가 원하는 직업 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며, 연구를 위한 시설이나 연구 인력을
공유할 수 있고, 공동 연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김환식·나승일, 2001:
13-14).
산학 협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강인선·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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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5),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간의 활발한 지적 교류가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Looy et. al, 2003). 이와 함께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체제 개편과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산학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이정미 외, 2015). 이상 연구자들이 제시한 산학 협력의 필요성에 관하여 참여
주체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Ⅶ-9>와 같다.

❙표 Ⅶ-9❙ 참여 주체별 산학 협력의 필요
참여 주체

필요성

대 학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 확보
기술 이전 및 자문을 통한 지원금 확보
취업 기회 확대, 진로 경험의 다양화
연구 개발 능력 확대

연구소

교육 및 연구 기회 확대
연구 지원 인력 확보
대학교육 간접 참여를 통한 연구원들의 경력 다양화
추가 연구시설 및 대학 고급 인력 활용

산업계

산업체에 수요에 맞는 인력 수급
안정적인 연구 개발 여건 조성
기술 향상 및 자문 획득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협력 가능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 가지 협력 가능 유형은 인적 협력,
물적 협력, 공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시한 세 가지 협력의 유형은 선행연구들의 유형과
구체적 활동을 바탕으로 구분한 유형이며 특정 유형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Ⅶ-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협력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한다.
인적 협력은 인적 자원의 교류를 말하는 것이며 2가지 차원에서 인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인적 협력으로서 교원 양성 기관,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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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개정 관련 공동연구, 공동 세미나, 교육실습 매뉴얼 개발, 인적 자원 상호 파견 등을 수행하
는 것이다. 둘째, 지원 인력의 협력으로서 교원 양성 기관 학생들이 연구 지원 인력으로 국책
연구 기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위학교 교사와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원이
교원 양성 기관의 강사로 위촉되어 현장의 생생한 지식과 교육 관련 많은 연구 경험에서 쌓은
지식과 통찰력을 교원 양성 기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외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교육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 및 상호 협의도 구현할 수 있다.

❙표 Ⅶ-10❙ 실현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의 유형과 활동 내용
유형

활동 내용

인적
협력

-

공동연구 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교원양성기관에의 지식 전수
인적자원 상호 파견
상시적인 정책 자문

물적
협력

-

연구 시설 및 기자재 상호 활용
연구비 지원
다양한 교원양성기관 교육 프로그램 공유
다양한 교원양성 관련 데이터 및 연구 결과 공유

공간
협력

- 공동 연구 및 협의 시설 활용
- 교육실습 장소 제공

물적 협력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기자재 활용, 기관 간 연구비 지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 공유, 연구 데이터 및 연구 결과 공유 등의 교류를 의미한다.
공간 협력은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가 수시로 인적 혹은 물적 교류를 위해
서 접근성이 뛰어난 장소에 공동 연구,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협의를 위한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양성 과정의 질적 향상, 연구 역량과 협력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실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가 교원 양성 기관에 실습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교원 양성 기관은 안정적으로 교육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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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과 내용의 재조직, 교과 간 융합, 현장 친화적 교사 양성 등을 위해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를 중심으로 교원대학을 설치 및 운영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칭) 교원대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교과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며,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
중심의 교육학 일반, 실제 중심의 교과교육학과 교육실습을 강화하는 교직학 중심의 현장 친화
적 교원 양성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학을 의미한다.
현재 교원 양성 기관 중 대표적인 사범대학은 교과 내용학 중심의 학과 중심 양성 체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어교육과의 경우 국어라는 과목이 학과의 중심 교육과정이 되고,
교사가 되기 위한 교직 과목과 교직 소양, 교양 과목 등이 부수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정 교과의 교사(중등교사의 경우)가 되기 위해 교과 내용학 지식의 깊이가 깊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깊이가 일반학과(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와 같을 필요는 없다(김갑
성 외, 2009a).
교사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학적 지식보다 교직학적 지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교과 내용을 잘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필요에 따라 전달하는 역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과 내용학 중심의 교원 양성은 한계가
있다. 교사는 교과내용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교직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교원대학은 반드시 종합대학 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는 현재 사범대학이 지니고 있는 교과 내용학 중심의 학과들이 교원대
학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명칭을 어떻게 하는 가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교원대학이라 칭하고자 한다.

나) 혁신 과제 추진 방안
교원대학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교원대학 내에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과, 그리고 교육실습
센터를 둔다. 교육학과는 교육학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학과이다. 기존의 교육학 전공과목인
교육사·철학,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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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연구하는 학과이다. 전통적인 교육학 전공과목을 강의·연구함으로써 교사가 지녀야하는
이론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교육학 또한 순수한 이론 중심의 교육학이
라기보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를 다루는, 즉, 이론에 실제가 보완된 교육학이다.
교과교육학과는 실제적인 교수･학습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가 교과 내용학적 지식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습수준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융합하
는 전문적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탐색 및 적용을
통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과교육학과의 존재
이유이다.
교육실습센터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 가장 취학하다고 할 수 있는 교육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기 위해 실습 전-실습 중-실습 후 과정을 기획·설계·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실
습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교육실습 협력 학교의 관리, 교육실습 체계의
평가 및 개선을 담당하는 센터인 것이다. 교육실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은 최소한 6개
월을 기본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과 내용학적 지식은 종합대학 내 일반학과에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예비교사들에
게 제공된다. 그러므로 교원대학은 종합대학 내 단과대학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교원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교원대학 두 개의 학과와 한 개의 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직학적 역량을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교과내용학적 지식을 종합대학 내 타과의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습득하
여 특정 교과의 교사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교사가 되기 원하는 학생은 교원대학에서
교직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종합대학 내 국어 관련 학과에서 내용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후, 교육실습센터에서 6개월의 교육실습 과정을 통해 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교원대학이 설치될 경우 교직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이론과 실제를 두루 섭렵하는 교사
를 양성할 수 있다. 교육학, 교과교육학, 교육실습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수함으로써 이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교사를 양성해 낼 수 있다. 둘째, 연구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교육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교과교육학의 강화를 통해 학교 현장에
서 필요시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를 교사 스스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연구 가능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셋째, 교육실습 강화를 통해 임용 즉시 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 예비교사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교육실습센터의 도움을 받아 체계
적인 교육실습을 하게 되어 신규교사로 임용된 후의 어려움을 현재보다 덜 경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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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요구는 양성과정의 연한이 4년으로 학부 수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석사 수준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석사 학위로의 연장은 무엇
보다 현장에 석사학위를 가진 학부모들이 증가함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우수 교원 확보, 교직의
유연성 확보,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 강화 등의 관점에서
석사 학위 수준의 양성기관 설치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원전문대학원이란 정보화·세계화·다양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
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이하여 지식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첨병으로서
그에 걸맞은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교사를 고도의 지식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
원 수준의 교육전문기관을 의미한다. 교원전문대학원의 설치 방안은 초등 교육과정 중등 교육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여 초등교원전문대학원과 중등교원전문대학
원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나) 혁신 추진 방안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방안과 관련해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의 특성을 살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원 전문대학원과 중등교원 전문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4년제 학부에 2년을 연장하여 6년제로 설치할 경우의 설치 모형을
제시한다.
초등교원 전문대학원의 양성체제 모형은 2+4년제로 한다. 2+4년제로 접근한다면 <표 Ⅶ
-11>에서와 같이 최초 2년 동안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교양과목을 수강한 후 전공 및 심화과정
운영과 교직과목 이수와 집중적인 교육실습이 가능하며, 통합교과 담당교사 양성과 복수전공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등의 장점이 제시된다. 초등교원 전문대학원에서는 기초 및
소양 교육과 전공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처음 2년은 대학교양 및 교직교양과목(기초 및 소양교육)
을 이수하고, 이후 4년은 전공 및 심화 과목, 교직 과목 이수(전공교육), 교육실습을 이수한다.
반면, 중등교원 전문대학원의 양성체제 모형은 4+2년제로 한다. 4+2년제는 전공 교육과
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처음 4년은 전공 과목(전공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이후 2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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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및 교직 과목(실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4+2년제 모형은 다양한 인력의 교직
진출이 가능하고 교원 수급 변동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에 기인하고
있다.
❙표 Ⅶ-11❙ 초등 및 중등 교원전문대학원의 운영 모형
구 분

초등교원
전문대학원

중등교원
전문대학원

운영 모형

2+4년제 모형의 선정 이유

2+4년제 모형

 최초 2년 동안 대학인 또한 예비교사로서 다양한 교양과목 수강을
통해 다양한 교양 및 예비교사로서 넓은 시야를 경험할 수 있음
 전공 및 심화과정, 교직과목 이수, 집중적인 교육실습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 함양 및 현장 경험을 강화
 통합교과 담당 교사 양성이나 복수전공·부전공 교사 등 학령 인구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교사 양성 용이
 초등 교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력의 수용이 가능(편입)하여 초등
교직의 개방화 가능

4+2년제 모형

 보다 심도 있는 교원양성 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원 양성이 가능
 교직희망자가 보다 성숙한 시점에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음
 다양한 인력의 교직 진출이 가능하여 교직의 개방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의 교직 진출이 용이함
 교원양성의 회임기간이 종전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교원
수급 변동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법령 제･개
정 방안에 관하여는 <표 Ⅶ-12>에서와 같이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고등교육법시행 개정을 통해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양성체제
를 2+4년제 또는 4+2년제로 개편할 경우 관련 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을 개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교원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교사 자격 관련 법령 검토도 요구된다. 법령
개정에 관하여는 2급 정교사 및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의 개정이 요구되고, 교원전문대학원 졸업
생에 대한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표 Ⅶ-13> 참조). 아울러 교원
전문대학원 설치 관련하여 심의하고 허가하는 ‘(가칭) 교원전문대학원 선정 심사위원회’를 설
치할 필요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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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2❙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관련 법령 제･개정(안) 내용
구 분

설치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1안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개정으로 4항에 별도 법률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별도 법률안에서 정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

2안

 고등교육법시행 개정을 통해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4(교원전문대학원) 신설하여 교육과정 운영, 평가 등
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교원전문대학원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신설 필요
(교원전문대학원에 대한 별도 설치 요건 규정)

3안

 교원양성체제를 2+4 또는 4+2체제로 개편할 경우 법령 개정 방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필요

교사 자격
부여 관련

 2급 정교사 및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의 개정 :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의 별표
2에 ‘교육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추가
 교원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교원자격의 무시험검정 조항 추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3항 개정

다음의 <표 Ⅶ-13>은 초등교원전문대학원과 중등교원전문대학원의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원전문대학원의 세부 운영 방안을 ① 교원 및 시설에 대한 기본 여건,
② 교원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③ 교원전문대학원에서 실시 가능한 프로그
램 종류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원 및 시설에 대한 기본 여건 영역에서는 교원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확보와 전용
시설(전문도서관, 모의 수업실, 수업 분석실 등)의 확보가 요구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에서는 ①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② 교직 과목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목 신설(학교사회의 특성과 행정, 교직과 교사, 학교교육사, 학급경영론 등), ③ 핵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원전문대학원에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
램 종류로는 1급 정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2급 정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특별 프로그
램, 교장 양성 프로그램의 세 가지 유형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교장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장의 교육리더십, 변화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6-12개월 과정 이수 후 교장 자격증(교육학
박사, EdD)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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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3❙ 교원전문대학원 설치･운영 방안
운영 요소

운영 방안

기본여 건
(교원 및 시설)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진 및 시설 확보
기존의 관련 학부(사범대 학부/교직과정 등) 및 교육대학원의 폐지 또는 감축되는
학생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 및 시설기준 충족 시 인정
(교원) 교원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을 확보하되, 이중 1/3은 겸임교원(또는
초빙교원)으로 배치 가능
(시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을 확보하되, 교원전문대학원을 위한
전용시설(전문도서관, 모의수업실, 수업분석실 등)의 확보 의무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현장전문성 높은 교원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및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현장 지향형 교육과정
교직 과목 중심 교육과정 : 교사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된
교과목 개설(예 : 학교사회의 특성과 행정, 교직과 교사, 학교교육사, 학급경영론 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 단위학교 현장을 실제로 이해하는 교육과정 제공
(예 : 강화된 교육실습, 다양한 산업 현장 방문, 복지 시설 견학 등)
실제 지향 교육과정
- 기존의 이론 학습이 아니라 강의 과정에서도 실제 수업이나 실무를 배우고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교육내용과 교수법 제공
미래 지향형 교육과정
- 핵심 역량 강화 교육과정 :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제공
- 인지 과학(cognitive science)적 교육과정 : 학생들의 학습 메카니즘과 인지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에게 제공
 1급 교사양성과정 : 1급 정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 대상 : 기존 교원양성기관(4년제 이하) 및 일반대학 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
※ 교원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됨. 이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음.
- 프로그램 기간 : 기존 교원양성기관 졸업자(12학점 이수), 일반대학 졸업자
(24학점 추가 이수) 대상으로 2년
- 수여 자격증 및 학위 : 1급 정교사 자격증 및 Ed.M(교육학 석사)

교원전문대학원
내 교사양성
프로그램 종류

 2급 교사양성과정 : 2급 정교사 자격 부여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 대상 : 교과 관련 과목 박사학위 소지자
- 프로그램 기간 : 6개월(6학점 추가 이수)
- 수여 자격증 및 학위 :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Ed.S(교육학 특별 학위)
※ 특별 프로그램 이수자는 임용고사를 면제받으나 단위학교에 임용된 후 6개월 간
현장 실습을 수행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2급 정교사로 발령받음
 교장양성 프로그램
- 학교장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이론과 실제 지식 제공
- 대상 : 석, 박사학위 소지자(석, 박사학위 소지 교원도 가능)
- 프로그램 기간 : 석사학위 소지자 12개월(9학점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6개월
(6학점 이상)
- 수여 자격증 : 교장자격증 및 Ed.D(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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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전문대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의 기대 효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 제고,
예비교사의 현장 실습 중심의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6개월 이상의 교육실습 운영 가능, 교원
수급의 탄력적 대응 촉진 등이다.

4
.

1:

본 연구에서는 교원 양성대학 학생 선발에서 출발하여 교원 정책 전반을 아울러 선정된 12개
영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가운데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혁신
요구가 교원 양성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이어 3번째 순위로 나타나 혁신 요구가 매우 높다.
신규채용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단계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새로운 교사가 충원되는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방법은 물론, 현직
교사들의 연수, 승진, 평가, 문화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새롭게 신규 채용된 교사
들을 바라보는 재직 교원 및 학교 현장의 시선은 그들이 교직 입직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절에서는 신규교사 임용 고사 및 채용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혁신과제 선정의 개요를 간략하게 제시한 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각
과제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개선을 위한 다수의 방안 가운데 혁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혁신 요구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혁신 과제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
혁신 과제의 선정은 앞서 혁신 이슈별 현장 적합성 진단에서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에서 제시
된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요구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혁신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고사 혁신’영역에 제시된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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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과제 가운데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5점 기준에 4.47점)’와 ‘임용 고사 준비
사교육 시장 의존 방지(4.41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지도가 매우 높고, ‘임용 시험 관리
방식(4.02점)’, ‘임용 시험 평가 방식(4.05점)’, ‘신규교사 채용 절차(4.09점)’에 대한 변화
요구도 못지않게 높았다.
이와 같이 도출한 문제점, 혁신 요구, 혁신 과제를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혁신 두 영역으
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혁신 과제를 연계하여 표로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Ⅶ-14>와
같다.

❙표 Ⅶ-14❙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문제점, 혁신 요구, 혁신 과제
구 분

신규교사
채용

임용고사
혁신

문제점

혁신 요구

 신규교사 채용규모의 예측
불허 및 양성규모와의
미스매치

 신규채용에 앞서 규모를
사전 고지하고 양성규모
적정화하도록 정교한 수급
계획 필요

 신규교사 채용 절차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발령
인원 적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통을 토대로 신규교사
채용절차 개선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사
선발기제로서 임용 시험의
절차, 방법, 평가 요소의
부적절

 임용 시험의 교직적합성을
높이고 교육활동 역량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사 임용
시험을 총체적 개선

 임용 시험 관리 기관 및
관리 방식의 불합리로 인한
합격자의 적절성 의문

 임용 시험 응시자, 출제기관,
출제 방식 등 임용 시험
관리 방식의 개선

 시험 내용과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간 불일치로
사교육 양산

 교원양성교육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며, 임용을 위한
사교육 유발 요인 제거

혁신 과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정례화 및 신규채용 계획
합리화

 교원의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고자세도로 전환

 교원 양성 규모 축소 및
양성기관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양성과 임용의 연계

이상 제시된 3개 혁신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표 Ⅶ-15> 참조). 추진
시기를 구분한 기준은 현재의 신규 채용 절차 및 임용고사 시행 방식을 염두에 두고 인적, 물적
자원 투여나 타 제도와의 마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
이 높은 과제는 단기로, 그리고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는 설계가 필요하거나 재정 및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안은 중기 및 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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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단순한 개선보다는 혁신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기간 구분도 단기는 1~2년 내에
추진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중기는 2~3년 내, 그리고 장기는 4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Ⅶ-1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중·장기

2)

혁신 과제
∙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채용 계획 합리화
∙ [중기]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 임용고사제로 전환
∙ [장기] 교원 양성과 임용 연계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우리나라의 신규교사의 채용 규모를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매년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을 예측하여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원의 수요는 학령인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이동 및 이농 현상 등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
고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추가 배치 등 다양한 교육 정책적
변수를 파악한다. 이러한 수요 파악과 더불어 퇴직 교원 및 양성 인원 등을 토대로 공급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신규 채용 규모를 결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결정하는데 따르는 복잡성과 어려움에 더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가 궁극적인 교원 정원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신규채용 규모는 예측 및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양성기관과 예비교사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초등의 경우, 교원 정원을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여 수요 증가 및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쟁률 편차가 심해 지원자 부족과 과중 현상이 지역에 따라 동시에 발생하고
연도별 채용 인원도 들쭉날쭉하여 예비교사들을 좌절에 빠지게 한다. 중등의 경우는 과잉공급
으로 인하여 어떤 과목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몰라 예비교사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양성의 질 저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324

Ⅶ.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이는 비단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도
입직 기회를 주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교사들의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매년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채용에 앞서 규모를 사전에 고지하는
한편, 교원 양성의 양적, 질적 관리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혁신 요구 조사에서도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5.3%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고, 그 수준은 5점 척도에서 4.09점으로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혁신 요구는 특히 학교급 중에는 고등학교, 교원 직위별로는 일반
교사,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정례화의 목표는 교육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원 정원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기능을 정례화 함으로써 매년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의 적정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원 수급 예측은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
어(가령, 김이경 외, 2005; 최지희 외, 2009; 이영 외, 2011, 박현정 외, 2014 등) 일관성,
지속성이 부족하고, 학령 인구 수나 지역적 이동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물론, 최근 교육적
변화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물론 각종 정책변수를 반영한 최소한 10년 앞을 정밀하게 내다보
는 중･장기 교원 수급을 정기적으로 예측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같이 교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국가 싱크 탱크 역량을 지닌 기관을 공식
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정된 기관은 매년 당해 연도를 기점으로 10년간을 다시 예측하
면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수급 상황을 조율하고 신규채용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 결과를 최소한 3년 정도의 사전예고제를 통해 고지한다면 교원 양성 기관과 교사 교육자
및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준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 혁신에 힘입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전국, 시도 수준에서 사전에 예측하여 고지함으로써 교원 인력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교원 양성의 양적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청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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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인력과 재정 등을 확보한
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도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성을 지닌 KEDI나 교원정책중점연
구소 등 교육부 및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고 데이터를 산출, 가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매년 예측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공식 지정을
위한 법령 마련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채용 기준을 보다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정립함으로써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력 채용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다소 주먹구구로 시행되고 있는 신규채용 절차를 합리화, 가시화함으로써 최근과 같은 임용
대기자 적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교원 수급 예측은 단순한 예측에
서 끝나지 않고 정원 확보 및 그들에 대한 인건비 등 교육 재정과 연동되는 사안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3자로 구성된 추진체제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3)

1: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현재와 같은 임용 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방식은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이나 투철한 교육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헌신,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임용 시험 기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정미경 외, 2011). 이들 문제에는 ① 현재와 미래 초･중등 교육
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제로서 임용고사의 타당성, ② 논술 등 지필 시험으로
치르는 경쟁적이고 상대평가 위주의 시험이 지니는 한계, ③ 경쟁시험으로 인한 소모적인 과다
경쟁이 유발, ④ 지필고사의 비중의 과다, ⑤ 수업 실기능력 평가나 면접시험의 부실한 실행,
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사명감, 헌신, 소양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 ⑦ 사기업
및 타 기관의 신규채용 방식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방식, ⑧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교사 양성 기관 재학생들에게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행태의 불합리성, ⑨ 현직
교사들이 임용 시험을 지역 이동 수단으로 왜곡 활용하는 것의 방치 등의 문제 등이 포함되고
이들 문제의 개선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교원임용고사 관리 주체 및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되어 왔다. 이들 문제
에는 ① 교원의 임용 주체가 시･도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 시험에 중앙정부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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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② 공개 전형 실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서 1.5배수에 들었다 최종에서 탈락한 예비교사
들의 시간 낭비 및 다른 취업 기회 상실, ③ 교원 임용 시험을 출제･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
정평가원의 전문성 및 적절성, ④ 1차 필기시험 출제에서 출제자의 주관성의 영향력 과다, ⑤
2차 시험도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 좌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된다. 이들 문제 또한
빈번하게 지적되어 왔다.
1차 및 2차 전형의 경우 대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출제와 채점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
곤란, 출제 위원 및 채점 위원 섭외의 어려움, 단 시간 내에 대규모 논술시험에 대한 채점을
해야 하는 어려움 등도 제시된다. 게다가 시험의 당락에 사활을 거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및
민원까지 해결해야 하다 보니 부담과 업무는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을 높이고 실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 역량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임용 시험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단순한 개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교원 임용고사의
기본 틀 자체를 재검토해서 실재하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전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 주관 기관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배경 없이 평가에만 집중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도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혁신요구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임용 시험 방식이나 관리의 혁신
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임용 시험 평가 방식(4.05점)’이나 ‘임용
시험 관리 방식(4.02점)’등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 과제는 현행 임용 고사 제도가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새로운 임용 고사 제도로 전면 전환되는 것이다. 이 방안
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기 과제로 선정하였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실천 역량 중심으로 교원임용고사를 혁신한다는 것은 시험의 내용의 방법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교실 실천 역량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주도란 단순히 시･도교육청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닌 관할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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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학교가 필요로 하는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시･도가 적극적, 능동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발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교원 양성 교육과정 자체가
현장 실천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비교사들이 역량 중심,
실천 중심의 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획득하게 된 교직자로서의 실천적 전문성을 1회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어야 한다.
실천 역량 중심의 교원임용고사 패키지 안에는 교사로서의 교직관과 윤리관,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촉진하기,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적
이해, 해당 교과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지식을 각종 첨단 장비와 기자재를 활용하여
가공해서 전달하기,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피드백 주기,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해
서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하기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
들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는 곧, 하루 동안 1회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학생들이 교원 양성 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교직자를 꿈꾸며 수행했던 각종 이력들을 꾸준히
축적한 포트폴리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교원 양성 모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되, 면접 비중을
더욱 강화하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전략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특별한 시사점을 준다.
이런 실천 역량 중심 교원 선발이 이루어지려면 전국을 한 단위로 묶은 중앙집권적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각 시･도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해당 지역의 특색과 여건, 철학을 반영한 선발
기제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없이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신규채용 시험 등을 진행할 경우, 시･도에 따른 격차나 지나
친 다원화로 지역 간 교원의 호환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파트너가 되어 긴밀하게 협력하되, 시･도교육청이 주도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교원 신규채용 기준 및 방법을 국가-시도
간 협업을 통해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시도가 자율성을 가지고 채용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교육 자율성 확대는 점점 더 강도 높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규채용 기준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공동으로 실행하
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존 모형과는 크게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선발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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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인 고부담 시험과 다르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평가 전문기관의 역할보다는 각
시･도교육청 장학사 및 장학관, 그리고 인사 담당 부처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첫째, 교원 임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원 중심에서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교원인사제도의
호불호를 판단하는 잣대가 교원이나 예비교사에게 유리한가, 편리한가, 혜택이 있는가가 아니
라 이들에게 장차 미래를 맡기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원 양성 기관, 일선 학교 간에 상호 협조와 신뢰 문화가 형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혁신적이고 좋은 제도를 구상하고 도입한다 해도 주요 관계자
들 간에 자기 중심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그저 문서상에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혁신 추진 체제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협의
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원 임용 시험과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간의 괴리로 인하여 양성이 부실화된다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원 양성 교육과정 결과는 거의 무시된 상태에
서 일회적인 지필고사와 면접을 토대로 임용 고사를 치른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에는 소홀하고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신호를 준다. 시험 준비
를 목적으로 대학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사설 학원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
기까지 하다. 이 문제는 1991년 경쟁시험 체제가 도입된 이래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예비교사들의 교육학적 소양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문제에 문제를 거듭하며 계속
변화해 왔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학 논술은 과거의 선다형 객관식 시험보다도 더 못한,
양성과 임용 시험 간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으로 언급된다.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교직 사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학 논술 기출 문제를 보면 표방된 명분과 달리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내용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4년 내에 소화하는 데 무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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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난이도 또한 높아서 결국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한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예비교사들이 양성 기관에서 충실히 공부하는 것으로는 임용 고사의 관문을 넘기 쉽지 않은
탓에 입시 기관에 의존하거나 동영상 강의 등 사교육 유발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
여, 교원 양성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교와 교실이 필요로 하는 교사를 키워내는 데 충실한
실천 중심적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교원 양성 교육과 임용을 연계하는 방향으로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지배적이다.
혁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임용 시에 대학 내신을 대폭 반영하거나
1차 필기시험을 대학 내신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 신규교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양성기관 성적을 교직 소양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를 반영하는 방안 등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그 동안 제시되어 왔다. 좀 더
야심적인 관점에서는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이 현장 실천에 필요한 역량 함양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 대학 성적을 임용 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그러나 논의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그 동안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혁신 요구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4.47점)’와 ‘임용고사 준비의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4.41점)’에 매우 높은 지지를 보내
고 있다는 점도 혁신이 절실함을 뒷받침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양성과 임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교원 양성 기관과 교원 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이 상호 공유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협업해야 하고, 교원 양성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고 체험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임용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을 실현하기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혁신 전략은 교원 양성 기관에서 획득한 내신 성적을 임용에 상당 부분 반영시키는
것이다. 양성기관의 학사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비교사들이 양성기
관 재학 기간을 전문적 교사로서 교육받는 데 오롯이 투여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양성과 임용
간의 유기적 연계가 전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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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나 핀란드에서는 그들만의 세계 최고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직 적성과 헌신성
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기관으로 유입하고 이들을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철저히 교육시킨
후 학교에 임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시험 없이 발령을 내는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핀란드는 서류 검토와 강한 면접, 그리고 포트폴리오 평가 방식을
병행하여 교사를 임용한다. 우리나라도 예비교사들이 양성 기간을 소모적으로 허비하고 시험
준비를 따로 하는 파행적 시스템이 아닌 충실한 양성 과정 이수가 임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혁신적 이행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 선결 요건이 있다. 첫째, 교원 양성 기관이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교실 실천 중심으로 변혁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교
원 양성이 지나치게 학문중심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교원 양성 기관 평가는 논문 실적 등 지식
생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다른 대학이나 단과대학 평가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원 양성
기관 교수들의 정체성이 학자나 연구자의 역할에 치우지지 않고, 교사 교육자의 정체성을 겸비
할 수 있도록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의 경우는 공급 규모를 계속해서 정부가 강하게 조정･통제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
가 없으나, 중등의 경우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교원 양성
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교원 공급이 적정 규모로 조정될 때 우리나라 중등 교원 양성도 비로소
입구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교원 양성과 임용을 연계하기 위한 추진 체계는 교원 양성과 신규채용 간의 연결 고리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교원 양성 기관과 시･도교육청 간 좀 더 밀착적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과 인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교원 양성 기관에 시･도 및 학교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서로의 요구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두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사 교류는 비단 교원 양성 기관과 시･도교육청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일선 학교의 교사나 행정가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교원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교장 양성 및 채용’을 시급
하게 대응해야 할 교원 정책 중 4번째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중 ‘교장 자격 취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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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강화’분야에서 혁신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교장 양성
및 채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교장 공모제 확대’,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였다.
혁신 과제는 교직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 역량 중심과 민주성의 관점에
서 이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혁신 과제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교장 양성 및 채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가능
한 것을 단기 과제로, 심층적인 연구와 관련 법령의 뒷받침이 되어야 추진 가능한 것을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단기 과제로는 교장 공모제와 특정 지역 기피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의
2개 과제를 설정하였다, 중･장기 과제로는 교장 취득 기준(요건) 강화,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의 2개 과제를 설정하였다(<표 Ⅶ-16>).

❙표 Ⅶ-16❙ 교장 채용 혁신 과제
구

분

단

기

혁신 과제
∙ 교장 공모제 확대
∙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

중·장기

1)

∙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1: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문재인 정부는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 관점에서 교장
공모제 확대를 대통령 교육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은 시대
정신으로서 교육 정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민주성
및 자율성 강화를 교육 혁신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반상진, 2017). 우리나라는 교장 임용
방식은 승진제와 공모제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교장 승진제는 전통적 방식으로 교육
경력에 기반을 두고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순서대로 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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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력 기반의 교장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공모제 방식이다.
공모 교장의 유형은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로 구분된다.
초빙형은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에서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
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
적중·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다.
교장 공모제 방식은 2007년 도입되어 현재 전체 교장 임용에서의 공모제 비율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장 공모제는 그간의 경력 중심의 승진 임용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이경 외, 2008;
나민주 외, 2009; 김갑성 외, 2010; 김혜진 외, 2011). 2009년과 2010년 일반고등학교 국가
학업성취도 데이터를 활용한 공모 교장제 운영 결과 분석(이광현･김민조, 2012)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장 공모제는 성취도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앞으
로 공모 교장 확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모 교장의 지도성과 민주적 운영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간의 점수가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지속적
확대와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이광현, 2011). 교장 공모제
의 적용 여부가 학교풍토에 주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 적용 여부는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 만족에 의미 있는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혜진･곽경련･
홍창남, 2011). 이와 같은 공모 교장제의 효과와 성과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교육 공약에 교장 공모제 확대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교장 공모제 확대에 관한 본 연구의 요구 조사 결과에서는 혁신 과제로 52.1%가 지지하고
있어 혁신 요구가 높다. 현장 교원들이 교장 임용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반 이상 경력 중심
의 승진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모 교장제
확대의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 과제이다(박상완,
2010;이광현, 2011;김이경 외, 2012:정미경 외, 2014;김영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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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장기간 경력 평정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을 저하한다는 비판 해소 방안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다. 교장 임용은
경력과 승진 명부에 따른 승진 임용 외에 공모를 통한 교장 임용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장 공모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교장을 임용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교장 공모제의 유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등으로 초빙형 공모는 일반학교에서 기존의
초빙 공모 교장제와 같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내부형 공모는 일반적
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
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부터 내부형 공모 교장의 자격 기준을 교육 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으로 강화하고 자격 미소
지자 공모 교장 인원수를 내부형 공모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였다. 개방형 공모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교 등을 대상으로 당해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는 점수 위주의 교장 임용 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나름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장공모제 운영의 공모 절차에서 당해
학교 교직원의 참여 확대 심사 위원의 전문성 확보, 공모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정치적 요소
배제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교장 공모 임용에서 사회적 인지도와 명성이 아닌 교장의
학교 경영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되어야 교장 선발 과정에서의 교직원간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에는 지금까지의 경력 중심의 운영 체제를 혁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정미경 외, 2014).
현재 승진 임용제와 공모 임용제 선발 비율은 81.2% 대 18.8%로, 이 구조는 학교 조직
혁신을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장 승진 임용제와 공모 교장제의 범위를 현행
8:2의 구조에서 7:3이나 6:4의 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
다. 또한 현재 공모제의 유형에 있어서 초빙형이 64.9%, 내부형이 31.7%, 개방형이 3.4%으
로 구성되는데 초빙형과 내부형, 개방형의 구성 비율 적합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
형 공모제의 경우에는 교장 비율을 공모 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도교육감의 권한
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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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영인 외, 2016). 교장 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증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정책적 논리는 현실 적합도가 높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비로소 형성할 수 있다(박균열, 2009).

2)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최근 초등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이 소재한 특정 도 지역의 경우, 현직 교사가
생활 여건이 비교적 우수한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사 임용 시험에 지원한 비율이
최근 5년간 약 20%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직 교원이 생활 여건이 우수한
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
하게 된 교원은 이들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요구를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은 불편한 주거 환경, 가족과의 분리, 문화적 소외 등에 대한 불만
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장 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가산점 평정제도가 있다. 가산점
평정은 공통 가산점과 선택 가산점으로 구분되는데, 공통 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가산점을
말하며 선택 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반영된 가산점을 말한다. 선택
가산점 평정 중 특정 지역 기피에 대한 유인책으로 도서·벽지 및 접경 지역 근무 경력, 농･어촌
지역, 공단 지역 학교 근무 경력 등에 대한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 교원에게는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유인책으로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교장
승진제의 구조에서 특정 지역 근무평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여 일부 시·도 지역(인
천,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충남)의 교장 승진 임용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김영인 외, 2016). 이 때문에 교장의 승진 임용이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역량, 민주성
등과 같은 교육적 가치가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
은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교직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가산
점 구조에 의한 승진 체제는 역량 중심의 조직 운영과는 괴리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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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가산점 제도는 학교 관리자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인사 정책의 효율성 등에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혁신적으로 검토하여
교장 임용의 전문성, 공정성, 민주성 등의 가치들이 적용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의 전환에 관하여는 본 요구 조사에서도 66.9%가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거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 예산
및 인력 확보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교장 승진에 특정 기피 지역 유인책으로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그렇지만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가산점제도 운영방
식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생활 조건, 문화적 소외 등의 이유를 극복할 유인책으
로 충분하지 못하다.
2016년 10월 경기도 소재 유･초중등 교원 약 1만 4,000명에게 교감발령 대기자를 대상으로
특정 지역 근무 희망 신청을 받은 후 3배수 내 우선 발령에 대한 설문을 받은 결과 50.5%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5.2%로 나타났다(김영인 외, 2016).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교장 승진 임용에 있어서 가산점제도는 특정 기피 지역 근무에 대한 헌신과 희생, 봉사의 심리적
보상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여 처음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생활 여건이 조성되면 생활 근거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교장(교감)이 특정 기피지역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도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생활 근거지나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지역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저조로 이어져 학교 공동체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된다.
따라서 도서 벽지 근무 및 농･어촌 지역 근무가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요건으로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명료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행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의 승진 가산점제도는
교장 역량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특정 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은 별도 정원을 확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방안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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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는 교장이 단위학교 운영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교장은
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검증하는 것이 자격
기준이다. 그 동안 교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자질과 역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요구 조사에서도 교장자격 취득 기준에 대한 전문
성, 공정성, 역량, 민주성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행 교장자격 취득 기준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장의 역할을 인지하
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행
교장 임용 방식은 20년 교육경력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승진 체계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다.
교장 임용을 위한 교육 경력을 20년 이상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교장은 젊은 교사보다
고령 교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교직사회의 보수적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교장은 교육 경력 중심에 의한 채용될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 역량
을 구비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교육 경력 중심의
교장 채용 시스템은 교직사회 관료화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직사회의 교직 환경
적응력 및 전문성 미흡의 원인이 된다.
교장 임용에 있어서 교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건이 무엇인지를 학인하고 이를 준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역량은 학교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행동 특성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교장은 교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적절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증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핵심 가치이다.
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교장의 자격 취득 요건 강화는 앞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7.3%가 지지하였으며, 반면에
반대는 15.2%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자격 취득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기준은
전문성을 1순위로 인식하여 앞으로 교장임용에 있어서 전문성 중심의 자격체계로의 변화가 필
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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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장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비춰봤을 때, 교장 자격 취득 기준이 학교조직 관리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은 학교 운영을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두고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
및 행동 특성으로 학생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경력 중심의 점수 관리에 의한 교장 자격 취득 요건으로는 혁신적 사고와 전문적인 역량이 부적
합하다. 현행 교원 승진 제도는 경력 중심의 점수에 의한 승진 요건으로 교장 직무 수행에 요구
되는 일부 지식과 기술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적 성격과 교육적 가치관 등을 검증하
는데 한계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장의 전문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검증 방식으로의 혁신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의 자율과 협력, 창의와 융합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교장의 역할은 학교 조직이
설정한 교육 비전을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며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을 포용
및 수용하고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교육 공동체간의 상호
유기적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공감 등을 기반으로 직무를 추진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현행 교원 승진 평정은 점수 위주의 실적 쌓기에서 탈피하여 교장 후보자 전문 역량
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와 면담, 소견 발표 등과 같은 역량 평가 선발
방식으로의 대 전환이 요청된다.
역량 평가는 조직의 목적 달성과 연계하여 조직 및 직무의 높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 담당자의
행동 특성과 태도를 평가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역량을 검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장에 대한 역량 평가의 목적은 학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승진 및 임용
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평가 방법은 피평가자가 모의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고, 평가 위원은 피평가자의 평가 수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역량 평가 방식은 정부가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므
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교장 자격 면접 시험의 강화를 위해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면접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 및 면접시 간을 확대하여 심층 면접으로 실시하고, 소견 발표와 동료 교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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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교장으로서의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교장임기가 8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승진 방식과 공모 방식에 대한
적용 기한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장 임용 기한이 8년이 적절한
지, 아니면 축소 또는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요청된다(김영인 외, 2016).

4)

·

2:

가) 혁신 요구 및 과제 선정 논거
교장은 학교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교장의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교장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된 교육 기관이 없거나 체계적
인 프로그램도 미약한 실정이다. 현행 교원 연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25일 이상의 180시간 자격 연수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교장 양성 과정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 직무에 걸맞은 별도의 양성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중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연수 과정을 거쳐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교장 자격 체제는 교장의 전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기 보다
는 경력을 채운 대상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통과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교장 자격 취득체제는 교장 양성 교육 기관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생활 전체를 교장 양성 과정으로 인식하여 보고 장기간의 준비 과정을 통해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승진체제이다. 또한 교장 자격 연수의 내용이 이론과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고, 평가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연수생이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장의 자격이 교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교장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은 단기간 연수를 통해 길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단기
과정의 연수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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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 과제의 추진 방안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기관의 신설은 교원 양성 및 채용 혁신 요구 조사에서도 57.8%가
찬성을 하였으며, 반면에 반대는 20.9%로 나타났다. 학교장은 학교 운영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전문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을 의미한다. 자격증은 해당 직종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과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장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장 교사
들에게 뜨거운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교장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의 연수 과정을 통해
서만 역량을 확보하는 체제로 고착화되어 교장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행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을 대학원 수준 양성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교장 양성 교육과정은 교장이
구비해야 할 전문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육적 품성과 자질은 경력 위주의 점수로 육성되기
보다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전문적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
교장의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교장 자격을 학교장 자격 컨소시엄(ISSLC:
Interstate School Leader Licensure Consortium)을 기반으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교장의 학교 경영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국가교장 전문자격 요건(NPQH: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의 전문적 자질과 역할, 그리고 법적 지위 수행에
걸맞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을 대학원 수준에서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성수 외, 2007;정미경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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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이슈와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혁신 과제를 탐색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각 년도의
연구 목적과 분석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차년도(2017년)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현장에 들어오는 교직 입문 단계에 초점을 맞
추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를 다룬다. 교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을 교사 양성대학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선발하
고 현장 적합성 높게 양성하고 있는가, 혹은 예비교사의 선발 및 채용 절차는 현장 적합성 높게
운영되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제2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현직 교원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교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중심으로 교원의 맞춤형 연수 및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는가의 적합성을 진단하고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마지막 3차년도(2019년)에서는 단위학교
의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국가 수준의 교원의 배정 활용 계획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혁신 과제를 탐색한다.
1차년도(2017년)인 본 연구에서 접근한 연구 문제는 첫째, 교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
육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과 역량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교직환경 변화
가 교원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교직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교원의 역량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혁신이 시급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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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슈는 무엇인가? 셋째, 주요국의 혁신 사례와 혁신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혁신 요구가 높은 혁신 이슈는 무엇이고, 관련
집단의 요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의 다섯 가지였다.
연구 내용은 ①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 변화 및 교사 역할,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 및 혁신 이슈, ④ 주요국의
혁신 사례 및 시사점, 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조사, ⑥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① 문헌 연구, ② 전문가 협의회, ③ 주요국 사례 집필, ④ 설문조사(1차:
전문가 E-mail 조사, 2차: 혁신 요구 온라인 설문조사), ⑤ 정책포럼, ⑥ 정부 관계자 실무
협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세 단계를 거쳐 추진되었다. 첫째 단계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과 교사 역할 변화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 한 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요구가 높아 논의가 부각되는 혁신 이슈를 진단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주요국
혁신 사례 분석과 혁신 과제에 관한 집단별 요구를 수렴하는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고, 혁신
과제를 탐색하였다. 연구 내용별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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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책
혁신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개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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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2012
년 이후 우리의 양성제도와 외국과 비교하는 관점으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고, 미래교육
변화와 연계한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축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양성 기관 평가와 연계한 양성
체제의 개선이 탐색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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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양성 정책의 혁신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으로
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의 운영 사례로 사범대학에서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한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향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진 점 등이 있다.
21세기 학교교육의 변화 동향에서 부각된 점은 개혁의 동력으로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이
중요하고, 학생의 핵심 역량을 교사가 길러낼 수 있게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사 교육에서의 대응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므로 학생의 책임 있는 역할을 지원
하는 교사의 코칭 및 멘토 등의 다양한 역할이 부각되었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생활 조직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 부각되었다. 이들 역량을 교사들이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에서의
대응 혁신이 요구된다. 미래학교에 대응하는 교원의 역량은 단순히 부가적인 연수나 최신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만으로는 개발되기 어렵고, 미래학교 체제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교수･
학습 활동과 연계한 양성 교육과정의 재구조화가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
분석 결과는 ①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②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 및 분석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교원 정책의 영역 및 기능 분석
에서는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를 위해서는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교원정책의 역량을 재구
조화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혁신의 특징과 성공 요건에 관한 분석에서는 혁신이란 ‘과거 또는 현재 보다 더 우수한 것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현재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공 요건으로서 혁신 가치, 시간, 공간 등이 점검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원 정책의 영역 분류에 관하여는 인적 자원 관리 관점과 역량 개발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교원 정책 영역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인적 자원 관리 관점을 전통적인
접근으로 보았고, 역량 개발의 관점은 교직환경 변화에의 적응 관리 관점에서 교원 정책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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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안해야 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보았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영역은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요구가
높아 집중적으로 분석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6개 즉,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체
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정하였다. 혁신 이슈분석
을 위한 기준으로는 ① 현황, ② 문제, ③ 쟁점 및 이슈, ④ 개선 요구 및 방안, ⑤ 혁신
사례의 다섯 개 요소로 구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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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⑥ 혁신 과제 동의도, ⑦ 혁신 과제 추진 요소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다.

.
분석 결과를 ①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전형 혁신, ②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③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④ 교원 양성 체제 혁신, ⑤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⑥ 교장 채용 혁신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문제로는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과 정략적(성적, 수능) 평가 위주의 전형이라는
점이 있다. 예비교사 선발 전형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을 비롯한 역량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높다. 예비교사 선발 전형에서 제기되는 혁신 요구는 면접 전형
방식의 변화와 부적격 선발 기준으로 모아진다.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성신여대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했던 바와 같이 역량 중심의 교사상을
우선 정립하고 선발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위임되어
다양한 전형 요소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래 학교 운영과 교사상에 적합한 역량을 중심
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선발 기준이 대학 간 공유되길 바라는 요구가 높고 면접 전형에서
집단 면접의 요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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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에서는 학생 선발 후 학년별로 적성을 진단하고 교육실습 전･후 단계에서도 적성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사범 계열과 일반대학의 교직 과정을 비롯한 중등 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4학년 교육실습에서야 적성 진단이 이루어지는 한계부터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의 경우는 전형 시기를 정시가 아닌 수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수시 전형
에서 소명 의식이 높은 인재를 뽑아 대학 입학 전까지 교직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어 수시 전형으로의 전환 적절성 논의가 혁신 이슈로 부각되었다.

2)
주요 문제로는 ① 교육과정의 교직 적합성 부족과 ② 교육과정의 사회변화 대응력 부족,
③ 교육과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진단되었다. 교육과정의 교직적합성 부족에 관한 문제로는 교
과 교육학 과목 간, 또는 교과 교육 과목과 교직 이론 과목 간 내용 중복이 진단되었다. 내용
중복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초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① 전공별 교과 교육학은
전공에 따른 내용의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점, ② 교과 교육 과목은
교과 내용 과목에 비해 학문적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담당 교수에 따라 내용 구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 ③ 교과 교육 과목(예: ‘교수법’과 ‘교재연구’)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
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진단되었다. 중등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경우, 전통적인
학문 영역별로 편성되어 현장 대응력이 부족한 점이 부각되는데 특히 중학교의 경우 여러 학문
영역을 통합한 통합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는 점 등이 진단되었다.
교육과정의 사회 변화 대응력 부족 측면에서는 ① 단일 과목 명칭이 부각되는 현재의 표시과
목제도는 통합‧융합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직환경 변화에 대한 적합성이 낮고, ②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교과의 경우 표시과목제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교직환경
변화로 인하여 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유형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필요
하며, ③ 통합교과 등 새로운 과목의 담당 교사를 양성할 학과 지정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
다는 등의 문제가 진단되었다.
교육과정 전문성 부족 측면에서는 일반대학과 교원 양성 과정의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점과
교육과정 구성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이 진단되었다. 교원 양성대학의 학생들이 배
우는 교과 내용학은 일반대학의 전공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되고, 교육과정 구성
의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관점에서는 초등교사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내용학 수업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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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피상적으로 지도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
며, 교과교육학은 내용 구성이 담당교수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과교육과목(예: 교수법, 교재
연구) 간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성 교육과정 문제에 관한 혁신 요구로는 ① 필수 이수 기준 조정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②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③ 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제고, ④ 높은 질 관리,
⑤ 교사자격표시과목 제도의 재구성, ⑥ 일반대학 졸업자의 입직 기회 확대 등으로 제기되었
다. 향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혁신 이슈로는 ① 교사자격표시과목 제도의 재구성 및
전면 개편, ② 현장 수행 능력이 강화된 교육과정 운영 체제 확립, ③ 사회 대응력 있는 자율적
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④ 현장 실습을 강화한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체제 등이 해당된다.

3)
교육실습의 문제를 초등 교사와 중등 교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 교육실습의
문제로는 ① 교육대학 교육과정과 실습 내용 간의 연계성 부족, ② 교육대학과 실습학교의
연계성 부족, ③ 교육실습의 체계성 부족, ④ 교육실습 시간의 부족과 실습 시기로 진단되었다.
중등 교사 교육실습의 문제로는 ① 교육실습생 연수가 1주차에 집중되어 있는 점, ② 교육실습
이의례적인 행사와 같이 진행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 ③ 수업 참관은 다른 과목
의 수업 참관을 실시한 경우가 40% 이상 되어 수업참관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④ 교육실
습생에 따라 수업 실습이 5번에서 20번 정도의 편차가 있고 지도 교사의 특성에 따라 운영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 ⑤ 학생 지도 및 상담 역시 교육 실습생이 경험하기에 부족한
점, ⑥ 교육실습 내용 면에서 교원 양성 기관과 실습학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없이 교육 실습
지도교사 역량에 편중되어 있고, 교원 양성 기관이 주체적으로 교육실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진단되었다.
교육실습의 혁신 지향성은 교육실습이 학교 현장과의 연계하여 실습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확대하고, 학년별 맞춤
형 교육 실습 체제 확립, 실습 단계별 교육 내용의 매뉴얼 활용, 실습 학교와의 협력 연구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일부 양성대학에서 예비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춤형으로 변
화시키고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전국 확산시
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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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 양성 체제에 관한 문제를 초등 교원 양성과 중등 교원 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초등 교원 양성 체제에 관한 문제로는 ① 교육정책 및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미반영, ② 교육과
정 과다 및 운영 부실, ③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진단되었다. 현재 초등 교원 양성과
정에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과목 신설이 이루어져있지 않았고 교육과정 구성이 이론 중심
전공이수과목에 치우쳐 있어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과교육 영역
에 대한 학습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12개 교과영역(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의 지도 내용과 방법에 관련된 과목들로
모든 과목을 필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교직이론과 함께 12개 교과의 영역을 모두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 있다.
한편, 중등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로는 ① 교직과정의 전문성 부족, ② 일반대학과의 교육과
정이 동일하거나 차별성이 없는 점, ③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사 양성 위주로
편성･운영되어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점, ④ 교직과목 전담 교수 확보가
미흡하여 교육 여건이 미흡한 점, ⑤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않고 교과 교육학 영역에서는 중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실험･실
습 영역이 부족한 점 등이 진단되었다.
교원 양성 체제의 혁신에 관한 요구의 핵심 내용은 양성체제의 개편과 수학 연한의 연장이다.
양성체제의 개편에 관하여는 내용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사범대학에서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 학과가 중심이 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수학 연한은 2년 연장하면서
대학원 수준의 전문대학원으로의 개편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학부 4년의 교육과
정과 대학원 수준의 2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편
모형(안)은 4+2년제 모형, 2+4년제 모형, 복합 모형(6년제와 4+2의 병행 모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향후 혁신 과제로 추진할 경우 설치 모형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정책
에서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5)
신규교사 임용 고사에 관련된 주요 문제는 ① 임용 시험의 절차, 방법, 평가 요소의 적절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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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② 교원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③ 교원 양성 교육과정과 임용 시험 간의 괴리로
집중된다. 임용 시험의 적절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즉, 임용고시가
과연 현재와 미래 초중등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제로서 타당한가? 논술
등 지필 시험으로 치르는 경쟁시험, 상대 평가가 우수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기제인가? 경쟁
시험으로 인한 소모적인 과다 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필 고사의 비중이 과다한
것은 아닌가? 수업 실기 능력 평가나 면접 시험이 내실 있게 시행되고 있는가? 임용 시험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사명감, 헌신, 소양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기업 및 타 기관의
신규 채용 방식과 비교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사를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등의 관점에서 임용 시험의 적절성이 논의된다.
임용 시험의 관리 방식 문제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교원 양성 기관 재학생들이
임용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적절한가? 교원의 임용 주체가 시·도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 시험에 중앙 정부의 입김이 과도한 것은 아닌가? 공개 전형의 실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서, 1.5배수에 들었다 최종에서 탈락한 예비교사들의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다른 취업 기회
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교원 임용 시험을 출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이 적절한가? 해마다 집단 합숙 방식으로 출제되는 1차 필기시험 출제의 경우 출제자의 주관
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2차 시험 채점자들의 경우도 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닌가? 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 관련한 혁신 요구는 ① 신규교사 채용 규모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수급 계획 혁신, ② 임용 시험 방식 및 내용의 혁신, ③ 교원임용 시험 관리 주체 및 방식
혁신, ④ 임용 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1차 시험 절대 평가 도입 등), ⑤ 인턴교사 제도 도입
등으로 제기된다. 이 중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가 혁신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임용 시험 관리 방식 및 평가 방식 변화 등과 같이 임용 시험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조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교원 승진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식, 선발 과정 등의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현재까지 전체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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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 정도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 지원 미흡, 공모 교장에
대한 교육계의 부정적 인식, 공모제 희망 학교의 선정 문제, 공모 교장의 지원 자격과 관련된
논쟁, 공모 교장의 선출과 추천 절차에 대한 교원단체, 학부모, 지역인사 간의 갈등, 공모 교장
제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장 공모제가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로 발전되기 위한 개선 과제를 혁신적인 관점으로
제안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교장 임용 제도의 혁신 요구는 경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의 역량 평가 선발제도로 개선, 교장
공모제 확대 및 선발 과정의 합리성 제고, 학교 관리자 선발 방식의 다원화 체제 구축으로 모아
진다. 특히 학교 관리자 선발 방식의 다원화 체제에 관하여는 학교 관리자의 자격 취득 과정
신설 등의 혁신적 요구도 제기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조직을 담당할 학교 관리자가
구비해야 할 전문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육적 품성과 자질은 경력 위주의 점수로 육성되기
보다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
교장의 자격 취득 과정에 관한 문제는 교장의 역할과 법적 지위와 관련된다. 교장의 법적
지위에 비춰보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책임 운영을 위한 유능하고 헌신적인 학교 관리자 육성
을 위해 기존의 임용 방식 접근 방법을 양성 방식 접근 방법으로 전환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
다. 교장의 전문적 자질과 역할, 그리고 법적 지위 수행에 걸맞은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교장 자격 취득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분석 대상국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호주의 5개국이었다. 이들 국가의 혁신 동향
을 교원 양성 분야와 신규 채용 분야로 구분하여 각국의 실태와 혁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차이
점도 있었지만 공통점도 발견되었다. 즉, 각 국가의 교원 양성 및 신규 채용 관련 혁신 정책은
각 국가가 과거에 해당 정책을 어떻게 구상했는가,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등 정책 자체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달라졌다.더불어 각 국가의 규모나
인구 구성, 정치･ 경제적 상황, 강력한 리더십의 출현 등도 정책의 세부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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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5개국은 최근 상당히 유사한 교육적 도전에 직면하여 교원 정책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와 관심이 지대했고, 이러한 관심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OECD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는 각 국가의 교육 성취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고, 학생
들의 성적이 저조하거나 우수한 경우 모두 교원의 양성 및 확보 정책 개혁을 단행하거나 단행한
개혁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주요국이 교원 양성 및 신규정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전은 교원 양성 체제
의 부적절성, 교원 양성 기관에 유입되는 인재의 경쟁력 저하, 이론에 치우친 교원 양성 행태,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의 괴리, 교원 양성과 신규 채용 간의 단절,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신규 채용 운영 방식 등이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원 양성 기관, 일선 학교 등 주요 주체들 전부, 혹은 일부들이 실질적으로 연계･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을 가동시킴으로써 주요국에서는 정책 혁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적 특징을 보이는 정책 동향은 ① 교원 양성 기관의 종합대학화와 대학원 수준으로의
이동, 초등과 중등 양성 기능의 통합, ② 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실천 위주 프로그램으로 개편,
③ 교원 양성 기관과 학교 현장 간 연계를 위한 실습 및 협력 학교 제도 강화, 현직교사의
멘토링 및 양성기관 파견 등 공격적 제도의 운영, ④ 교직으로 유입되는 인재의 선발 및 채용의
개방화 및 유연화,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선발 방식 다양화 및 복지 혜택 및 장학금 지급,
⑤ 신규 채용 제도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선발 방법 혁신, 현장 실천 능력 및 인성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관한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혁신 요구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관련 집단은 각급학교 교원과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교원 정책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대응
이 시급한 영역은 무엇인지, 혁신 요구가 높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이슈와 이유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혁신 과제 중 동의 수준이 높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는 요구 조사 개요와 요구 조사 결과, 혁신 과제 탐색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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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 조사였다. 응답 전용 웹사이트(URL)을 만들어 응답자가 접속하여
응답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조사는 조사 전문업체(리서치앤리서치)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 수는 총 1,340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7일부터 22일까지로 약 2주간이
었다. 조사 영역은 일반 사항 영역 외에 ①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②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③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
다. 조사 응답률은 조사 대상자 1,340명 가운데 671명이 응답하여 50.1%의 응답률을 보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에 관하여는 과제에 대해 관련 집단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교직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인구변화(교직원 및
학생의 규모 및 구성비), 4차 산업혁명 대응(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 교직사회 문화 변화(학
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교직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사 양성과 교원
근무 여건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둘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진단한 결과, 현장 적합성이 매우 높은 영역은
교원 양성체제와 신규교사 임용 고사였으며,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과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이었다.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로는 교사 양성대학
의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거리가 있다 점,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이 점수 따기 위주의
선발과 실적 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셋째, 혁신이 필요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영역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혁신 필요도가
가장 높은 영역과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 모두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이 지향해야 할 혁신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양성대학
학생 선발제도의 경우 교직(현장) 적합성, 교사 양성 체제의 경우 전문성, 교사 양성대학 교육
실습의 경우 교직(현장) 적합성, 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성,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인 경우 교직(현장) 적합성이 1순위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장의 경우에는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의 혁신 가치로 전문성이,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의 혁신 가치로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과제 중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의 경우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의 경우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 실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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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의 경우 교직 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의 경우 임용 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가 1순위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
교원 정책 혁신의 방향은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교원 정책과제의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탐색되었다. 교육현
장의 변화 요구와 정부의 정책 추진 요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혁신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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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으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혁신 지향성으로는 ① 교직 입문 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② 글로벌 역량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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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등의 관점으로
정립하였다.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는 교원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으로 구분하여 혁신 이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혁신 과제는 혁신 요구가 높거나 혁신 이슈로 부각된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혁신 과제별 동의 수준을 반영하여 혁신 영역별로 단기 과제 2개와 장기 과제
2개씩을 선정하여, 총 22개 과제(단기 과제 11개 과제, 중･장기 과제 11개)를 제안하였다.
혁신 영역별로 구분하여 혁신 과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선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1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면접 전형 방식 개선과 ② 교과 성적 우수자의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전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고, 중･장기 과제로는 역량 중심 학생 선발체제로의
전환이 제시하였다.
둘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를 제시하였다. 단기 과제로 ① 교직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강화와 ② 교직, 교과
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가 제시되고, 중･장기 과제로 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② 교수진 역량 개발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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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원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1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현장 친화형 주실습 매뉴얼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육실습 기간 확대와 ② 교육실습센터 설치･운영을 제시하였다. 교원 양성체제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3개로 단기 과제 1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교원 양성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단위학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
로는 ① 교직학 중심의 교원 양성대학(가칭 교원대학) 설치･운영과 ② 교원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규교사 임용고사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정례화 및 신규 채용 계획
합리화와 ②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절차 개선을 제안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① 실천 역량 중심,
시･도교육청 주도의 임용 고사 제도로 전환과 ② 교원 양성과 임용 시험의 연계 추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장 양성 및 채용 혁신 영역에서 제안한 과제는 4개 과제로 단기 과제 2개와
중･장기 과제 2개이다. 단기 과제로는 ① 교장 공모제 확대와 ② 특정 기피 지역의 교장 임용
방식 전환을 제안하였고, 중･장기 과제로 ① 교장 자격 취득 기준(요건) 강화와 ②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혁신 이슈 진단과 혁신 과제 탐색 시기에 교원 정책 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
는 교육 정책 포럼을 각 1회씩 실시한 바 있다. 교원 정책 관련 집단으로는 교원 양성대학
교수, 각급 학교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 및 교장), 시･도교육청 교원 정책 담당자, 교원
양성대학 재학생(예비교사), 한국교원교육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교육정책포럼에 참여
한 주제발표 및 토론발표자들에게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과 관련하여 국가에 제언할
내용을 요청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혁신 요구가 높았던 제안이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집단과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정부는 교원 양성과 채용 혁신에 관한 이들 집단의 관점과 요구 내용을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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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고 혁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를 무엇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그러한 요구들이
얼마나 절실한 지 등에 관하여 숙고할 필요가 높다. 이하에서는 이들 집단이 제안하는 혁신에의
관점과 요구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혁신 과제 추진과 연계하여 제안한다.

.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교육정책 포럼(제 109차 KEDI 교육정책 포럼, 10월 12일)에서는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사례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강원대학교의 혁신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문·이과 전공 교과 간 팀 티칭에 의한
융합 수업이 실시된 점과 교직-교과내용학-교과교육학 간의 연계성 강화 등이었다. 교수들의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시도가 부각되었는데, 예를 들면, 교
수자 중심으로 분절되어 있었던 ‘교직,’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 과목을 학습자의 통합된
이해로 재구성되고, 교과 내용학 수업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연계
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교재 연구 및 지도법에서 교직이론과 교과 내용학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
하여 창의적인 수업 실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추진되었다는 점(남수경, 2017; 124) 등이
부각되었다.
강원대 사범대학은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2018년도부터는 ‘4차 산업혁명과 창의교
육’, ‘교사 리더십과 인성교육’,‘강원 초·중등교육의 이해’와 같은 교과목을 사대 교양 과목으
로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창의 교육’의 수업 내용(안)을 살펴보
면, 미래 사회 우리나라의 학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학교급간 통합형 학교에서 근무하
는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미래 사회 변화와 새로운 학교의 등장에 대비하여
우리 사범대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교수와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미래
학교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융·복합형 창의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
는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남수경, 2017; 128). 이러한 양성 대학에서의 교수들과의 협업에
의한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은 일회성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의 예산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지원 초기 2개교에 대해서 교당 1억 5천만 원이

356

Ⅷ. 요약 및 정책 제언

던 지원 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개교에 교당 8천만원씩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공계 취업 역량 강화 사업(PRIME)에서 교당 1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이고, 인문대학 지원 사업인 인문 역량 강화사업(CORE)이 19개교에 대해서
매년 교당 19억원∼37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창의교육 선도 교원 양성 대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교수 개인의 연구 과제보다도 지원 금액이 낮은 초라한 수준이다(남수경,
2017; 129).
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2개교를 최소 6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당 지원 금액 수준도 8천만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수준으로 중액하고, 단년도
사업을 3년 이상의 다년도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선하도록 한다.


교원 양성 과정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높다. 혁신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다면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
크 구축에 의한 동반 성장일 것이다. 양성대학 교수 집단에서 국가에 제언하는 내용은 양성대학
에 대한 국가의 투자 확대와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협치이다. 국가의 투자 확대는 나름 시급성을
요하므로 확대 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투자 확대에 관하여 박남기(2017)은 현재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특수
목적대학 수준보다 낮으므로 특수목적대학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국립 사대는
교대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므로 교사 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전제 조건은 사범대학
교 교육대학교처럼 졸업생 대부분이 임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사
범대학은 교사가 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교육비를 대폭 올리거나 국가가 투자를 크게
높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박남기, 2017;
25). 양성 체제 개편을 위한 협치에 관하여는 대학 구성원들이 정부의 혁신 과제 추진 과정에서
혁신 추진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섬세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교육부의 인력
으로는 섬세한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협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박남기, 2017; 27).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교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학생의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등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육체제의 재구조화와 더불어 교원 정책의 혁신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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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의 핵심 동인은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 정책의 혁신은 시기적으로 지체될 수 없어 국가
수준에서의 시대적 혁신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경우, 20세기에
21세기로의 전환 시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으로 대응했던 교원 정책 혁신 사례가 있었다. 당
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시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최종안 확정까지
수차례의 지역 공청회와 관련 집단의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금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 정책에서는 다시 한 번 혁신을 향한 도전이 요구된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원 양성 정책은 초연결사회의 특성상 양성 정책과 연계한 정책
분야와의 통합적(혹은 종합적)인 접근이 불가피 해 보인다. 또한 학교와 교사 양성 기관, 시･도
교육청, 국가, 교육전문단체(학회 등)와의 협력 네트워에 의한 운영 지원이 불가피하다. 네트
워크에서의 주체 간의 협력 활동은 전문 학습 활동 기반을 토대로 현안 진단과 혁신 요구를
공유함으로써 발전 지향성을 중심으로 스스로 진화해가는 ‘지능형 네트워크’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 양성을 위한 주체들간의 책임 있는 역할과 협력 관계가 명확히 하도록 한다
(박영숙, 2017a; 78).

.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에서 부각되는 점의 하나는 학생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의 관련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 동향이다. 우리나라는 역량 기반의 교원
정책 종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교원 양성과 채용 정책의 혁신에 관한 학교 현장 교원의 관점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역량을 중심으로 양성과 채용 정책이 연계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관련 교수 역량, 학생 지도 관련 핵심 역량, 학교업무 운영 관련
핵심 역량, 사회 변화 대응 역량 등 네개 영역에서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이
원춘, 2017; 156).
현장 교사가 혁신에 관하여 요구하는 것은 교직 입문 후 3-4년간 경력 단계에서 혼란스러움
을 극복하고 바로 현장 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사 양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 맞는 수업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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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습 기간의 확대이다. 현재의 1개월간 학교에서 받는 실습 기간을
확대하거나 인턴교사(보조교사)로서 6개월∼1년을 근무하면서 교직 적성과 인성 그리고 수업
과 학생지도 방법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원춘, 2017; 157).
OECD의 교육 부문 책임자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Andreas Schleicher) 역시 오늘날의 학교
에서 교육자가 직면하는 딜레마에 관하여 지적하고 대응 전략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의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날의 교육자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즉 “교육자들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직업을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발생할지 모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쉬운 스킬은
점차 디지털화, 자동화, 아웃 소싱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파델 외 공저, 이미소 옮김, 2017; 17-18).
이와 같이 교직 입직 후 교사가 경험하는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에
서의 혁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도 혁신 지향성으로 역량 중심의 양성 및 채용 정책 혁신으로
정하고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에서 연계하여 추진할 혁신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국가 수준에
서는 현장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응 혁신 과제 추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핵심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교원직의 역량 모델을 조속히 도입･운
영하고, 국가 수준에서 역량 개발을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제언한다. 교원
의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역량 개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박영숙외 5인의 연구에서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사의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과 교원 양성-임용-연수를 연계하는 국가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에 관하여 강조한 바 있다.
국가 수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대학, 시·도교육청, 교사단체,
그리고 국제 기구 등이 서로 연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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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고, 국가 수준의 교원 역량 개발 전담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수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역량개발
지원센터’ 설치도 제안된 바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전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근거로는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역량
모델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며, 교원의 생애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 개발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박영숙외 4인, 2015). 역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 역량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역량 진단 실시와 더불어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역량 개발 수요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영숙,
2015: 76).

.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신규교사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므로 예비교사 선발
방식의 혁신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교사 선발 방식에서 혁신 요구가 높은 내용은 ① 임용 시험
전형 절차 축소, ② 교사 선발에 대한 재학 중인 성적 반영, ③ 임용 시험에서 영어 면접과
영어 수업 실연 폐지 검토, ④ 교사 선발에 포트폴리오 평가 반영 등이다(한상윤, 2017;
72-73).
한상윤은 본 연구의 정책포럼에서 신규교사의 선발 방식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혁신을
강조하고, ① 단위학교의 발전적 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이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해야 하고, ② 교원 양성 기관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고, 교원 양성 교육과
정을 선도해야 하며, ③ 교사 선발이 일회적 임용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 기관 입학, 교원 양성 교육 이수 기간 교사 선발 등 각 단계에 적합한 내용을 가장 타당한
순차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며 혁신의 지향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승균(2017)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 사례를 제안하면서 교원 채용 혁신에 관한 방향
성을 제언한 바 있다. 그는 교직 입문 단계인 신규교사의 임용은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종합적인 평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교장과 교감은
학교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임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용 2차 전형의 ‘수업능력평가’와 ‘교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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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심층 면접’ 방법을 집단토의와 개별면접으로 개선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올바른 교직관과 역량, 인성을 겸비한 교사 선발로 혁신할 것을
강조하였다(신승균, 2017; 136).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혁신을 지향해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시･도교육청 교원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혁신을 시도함에 있어
장애 요인은 관련 법규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비롯한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의 속도는 법규 제･개정 절차
가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되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규 측면에서 혁신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과정에서 부각되는 쟁점에 관한 조정을 위한 관련 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협의체 구성･운영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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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ut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opose the innovation task of teacher polic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aching environment. Al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innovation based on the needs of related groups and issues of
teacher policy innovation, and the cases of innovation in major countries.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over three years, and the study purpose and analysis subject of each year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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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rst year (2017), focusing on preliminary teachers' entrance to the teaching
profession, it address innovation challenges in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In the second year (2018) study, we will focus on the competencies of teachers and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ersonne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whether the
training of the teachers and the personnel system are built on the competence required
for the teacher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we will
explore innovation directions and challenges. In the final third year, we will focus on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school-specific teachers who are suitable for the future school
operation, and the disparity in supply and demand for teachers due to changes in demand
for the future school conditions is expected. So we will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eachers supply and allocation plan and explore innovation directions and challenges.
In the first year (2017), there are five research problems that were approached in
this study.
First, how is the teacher image changed due to the change of the teaching environment
and what is the change of the competency required for the teacher? Seco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on teacher policy? What are the
areas and issues of teacher policy that innovation is urgently needed? Third, with the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the competence of teachers needed in the field is
changing. But, how much is the suitability of the pre-teacher selection process, the
training process, and the recruitment process for new teachers at the teacher training
college? What are the related groups' need for innovation on innovation issues? Fourth,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innovation cases and innovation trends in major countries
for Korea? Fifth, what are the directions and tasks of innovation for selection and training
of pre-teachers to attract qualified professionals with high proficiency and new teachers
recruitment to improve site adaptability?
This study consists of six areas. ① Prospect of change in school education and teacher
role analysi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aching environment, ② Establishment of
innovation area and analysis standard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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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e problems and innovation issue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④
Extracting Innovative Cases and Implications of Major Countries, ⑤ Survey of innovation
need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⑥ Innovation direction and challenge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Various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① Literature Research, ② Expert Council,
③ Writing innovation case of major countries, ④ Survey(Primary: Expert E-mail survey,
Secondary: Innovation Needs Online Survey), ⑤ Policy Forum, ⑥ Consultation on the
practical work of government officials and so on
The research process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In the first stage, we reviewed
the previous study to prospect the change of school education and to analyze the role
of teachers in according of the change of teaching environment. Also, Since the 21st
century,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has been chang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eaching environment, and the contents of the role and capacity changes of teachers have
been analyzed. In the second stage, we diagnosed on - site suitability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and selected the issue of innovation because of the high demand
for innovation. In the third stage, the innovation cases in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to explore the innovation case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Also, the
policy forum was convened to collect the group 's needs related to the innovation task
(plan) in this study and opinions of related groups on policy proposals.

Changes in School Education and Teacher Rol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eaching Environment
In this chapter, we prospect the transi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s of teaching environment, analyze how teachers' roles and capacities change in
the operation of future school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eacher policy innova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① Precedent Study Overview, ② 21st
Century Education Model and School Education Change Orientation, ③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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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chool Operation, Teacher Role and Teacher Competency, ④ New Educational
Model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⑤ Implications for Teacher Policy
Innovation
In the precedent study overview, the topics and research contents of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precedent study related to teaching
environment, future school change and school innovation, ② precedent study related to
teacher's role and capacity change, ③ precedent study related to teacher policy
innovation, ④ precedent study related to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of teacher role in future school, students will play
a leading role in overall learning and school operation, so that students' role as a partner
of school change and development of teacher professional will expand. So, the roles of
teachers coaching and consultants who support responsible students' roles have been
highlighted.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check the existing teacher role and demands
of the teachers' image change and to redefine the concept.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of teachers for the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are self - management
capacity,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life organizational capacity, creative
thinking capacity, psychological emotional capacity, communication capacity, community
capacity. It has been confirmed that innovations in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are required to provide these competencies. The innovations are requirement of
dramatic improvement in the selection of pre-teachers, and the demand for reorganization
of introducing a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restructuring of the training courses related on the student-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at meets the future school system is urgent.

Innovation Areas and Analytical Standard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In this chapter, we present the areas of innovation in teacher training and poli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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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nalytical areas and analytical criteria for exploring innovations in the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The analysis area of the training policy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areas in connection with the innovation issue. ① Innovation of Selection of Freshmen
of Teacher Training University, ② Teacher Training Curriculum Innovation, ③ Education
Practice Innovation, ④ Teacher Training System Innovation
The area of teacher recruitment policy consists of the following two areas. ① New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ment Innovation, ② Principal Recruitment
Innov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① Areas and Functions of Teacher Policy,
②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nd Success Requirements, ③ Innovation areas and
analytical standard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ope and function of teacher policy, it was confirmed that
teacher policy can not be supported in any area or element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with changes in teaching environment. Especially, in an era where the teaching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regions so that they can reflect the change orientation of school education and
stressed the need to establish and support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easures
throughout the teacher policy.
Regarding the classification of the area of teacher policy, it is divided into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pective and competency development perspective. We view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perspective as a traditional approach, and the viewpoint of
competency development is viewed as an innovative approach to reform teacher policy
in terms of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teaching environment. I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the concept of innovation was defined as
‘creating new value to replace current which means a revolutionary way to pursue
something better than the past or present’. The innovation tasks in this study are
problems to be urgently urged due to high demand for innovation, problems that should
be abandoned as obstacles that serve as obstacles to innovation, and improvemen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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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innovative ways to difficult problems that can not be solved easily or have severe
difference with change the requirements of the field.
In this study, four areas of innovation were set up in urgent response to teacher
training. These areas are as follows. ① Innovation that Selection of New Students for
Teacher Training Schools, ② Teacher Training Curriculum Innovation, ③ Education
Practice Innovation, ④ Teacher Training System Innovation
Also, The areas of innovation that are urgently needed in relation to the recruitment
of teachers are set as follows. ① New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ment
Innovation, ② Principal Recruitment Innovation
The analysis factors related to the innovation issue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five
factors. ① Status, ② Problem, ③ Arguments and Issues, ④ Improvement Needs and
Plans, ⑤ Innovation Case
The analysis elements related to the innovation task are as follows. ① Problem Situation
Overview, ② Problem Causes and Barriers, ③ Responding Urgent Innovation Issues, ④
Innovation Value, ⑤ Need for Innovation(Priority), ⑥ Innovation Task Agreement, ⑦
The Factors of Innovation Challenges
As for the innovation task, it is as follows. ① Innovation Needs and Task Selection
Criteria, ② Promotion of Innovation Task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analysis of the innovation task is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① Policy Goals, ②
Promotion Contents, ③ Strategy and method, ④ Expected Effects and Impact on
Teaching Profession, ⑤ Prerequisites, ⑥ Propulsion System(Bipartisan Council and so
on), ⑦ Timing, ⑧ Law Amendment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Problems and Innovation
Issues
The analysis of innovation issues related to teacher education policy is divided int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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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s follows. ① Innovation of Selection of Freshmen of Teacher Training University,
② Teacher Training Curriculum Innovation, ③ Education Practice Innovation, ④
Learning Period and Teacher Training System Innovation
Innovation issues related to teacher recruitment policy are divided into two areas as
follows. ① New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ment Innovation, ②
Principal Recruitment Innovation
The contents of innovation issues are as follows. ① Status, ② Key issues presented
in Precedent Research, ③ Argument and Issues, ④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Precedent Research, ⑤ Innovations Promoted at the Level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llege of Education
Analysis on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Problems and innovation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innovation issu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students at teacher training
colleges were diagnosed as follows. ① Strengthen Competency-based Student Selection
Criteria, ② Strengthen Inadequate Selection Criteria, ③ Interview Selection Method
Change, ④ Preventing Rush of Students from Having Good Grades, ⑤ Adjust Timing
of Selection(Converted to Frequent Screening and so on)
Second, the issues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nnovation were diagnosed as
follows. ①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organization, ②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Utilization Capacity, ③ Expanding Support for State-level Leading
Business Related to Reconstruction of Training Curriculum, ④ Integr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⑤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and Integrated Instruction, ⑥
Strengthen Linkage between Teaching Profession, Curriculum Contents and Curriculum
Education, ⑦ Development of Faculty Competency, ⑧ Facilitate Individual Learning and
Activities Based on On-line and Off-line, ⑨ Strengthen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Program
Third, the innovation issues related to teaching practice of teacher training college were
diagnosed as follows. ① Expansion of Practice Period, ② Securing Practice School,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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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of Teaching Practice Professors and Teachers, ④ Field Based Practice Program,
⑤ Practice Environment of Practical Training School, ⑥ Establishment of a Linkage
System between College of Education, Teaching Practice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
Fourth, the learning period and system innovation of the teacher training college was
diagnosed as follows. ①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raining Institutions, ②
Expanding Opportunities for Competent Staff to Participate in School Education Activities,
③ Expansion of the Training Period to the Master's Level, ④ Establishment of Teacher
Training Graduate School, ⑤ Establish a Cooperation Network between the Teacher
Training Colleges, ⑥ Reinforcing the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College of
Education, School Field and Office of Education
Fifth, new teacher appointment and recruitment innovation were diagnosed as follows.
① Strengthening the Suitability between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eaching
Profession, ② Change in Management Method of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③
Change in evaluation method of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Introduction of
Absolute Evaluation in the First Test and so on), ④ New Teacher Recruitment Process
Change, ⑤ Preventing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Market Preparing for a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⑥ Introduction of Intern Teacher System
Finally, the principal recruitment innovations were diagnosed as follows. ① Expanding
the Principal Open Recruitment System, ② Strengthening Standards for Qualification of
Principal, ③ Established Graduate Level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④ Delegate the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to the Superintendent, ⑤ Transition of Principal Appointment
Method for Specific Avoidance Areas


Examples and Implications of Innovation in Major Countries
Major countries analyzed were the United States, Singapore, Japan, Finland, and Australi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novation trends of these countries, the innovation policies
adopted by each country are based on the details of the policy, such as the pas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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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olicy, background factors such as the transition process, A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m. Nonetheless, it reflects the inadequacy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the competitiveness of the talented personnel entering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 the teacher training behavior that is deviated from the theory, the divergence
between the teachers training institute and the school site, hiring new recruiting practices
that can not be achieved, In order to solve common challenges such as the difficultie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and schools have
actively conceived and implemented innovative self-help measures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Common features include a comprehensive university system for teacher education and
transfer to graduate level, integr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functions,
reorganization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nto practice-oriented programs, practical
training for linking between education institutions and school sites, selection of talent to
be introduced into teaching profession, openness and flexibility of recruitment, and
selection method innovation to enhance suitability of new recruitment system.


Survey Result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Innovation
Needs
In this study, the innovation needs of the related group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innovation issues identified in the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and the
proposed innovation tasks in this research. The related groups consisted of 1,340
including teachers from various schools, professors from teacher training schools, offices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Education, and teacher policy experts. The survey method
was an online survey. A response-specific website (URL) was created and responded
to by a respondent.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y a survey company. Th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7 to 22, 2017, for about two weeks. The survey response
rate was 671 respondents and 50.1% respon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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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ey area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areas besides the general area. ① Field
Suitability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② Need for Innovation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③ Innovation Challenges in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The survey results are divided into the outline of needs survey, the results of needs
survey, and implications for the search for innovation task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eacher training, the Teacher Training College's curriculum has the
lowest suitability and the innovation demand is very high. The innovation value that should
be oriented in the curriculum of the teacher training college was professionalism, and the
innovation task with the highest degree of agreement was the teaching proficiency /
personality guidance program.
Second, in the case of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ing of new teachers
innovation was the second most urgent. In the new teacher recruiting and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innov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was teaching
(field) suitability and the innovation task with the highest level of consensus appeared
to be strengthen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Third, in the case of principals training and recruitment, in particular, the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 of principal and methods fitness were very low, and the degree of
innovation need and urgent innovation was relatively high. The core values to be
addressed in the field of training and recruiting principals were professionalism in terms
of qualifications, fairness in terms of recruitment methods and procedures. The innovation
task with the highest degree of agreement was the shift in the way principals were
recruited for specific avoi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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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Direction and Challenge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innovation task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the perspectives and strategies of approach to innovation were presented, and
innovation tasks were presented for each innovation area. Innovation tasks are divided
into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y areas. Innovation tasks are presented as a
response to the six innovation issues analyzed in the previous chapter as sub-domains
of each domain. The innovation task was divided into 'innovation demand and task
selection argument' and 'innovation task action plan'. In the case of the innovation demand
and the selection of the task, it is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demand
survey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reason for the innovation and in the case of the
selection of the task, the suggestion of the scholars in connection with the innovation
demand and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were presented.
The innovation strategy in this study was set as follows. ① Diagnose Innovation Issues
Based on Innovation Needs, ② Create New Innovation Value and Eliminate Obstacles to
Innovation, ③ Establish Sustainable Innovation Management System, ④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 of Teacher Policy-related Groups
Also, in terms of innovation orientation, the following perspectives were established.
① Enhancement of Site Adaptation in Teaching Introductory Course, ② Innovating
Teacher Training Curriculum Focused on Global Competency, ③ Linking Training
Institutes with the Unit School Curriculum, ④ Establishment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lan in connection with Changes in the Demand of the Field, ⑤
Competency-centered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Innovation
Based on the demand and direction of change at the field and national levels, the
innovation areas of teacher training and recruitment policie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oints in view of the innovation issues identified in Chapter 4. In the area of teacher
training policy, ① Selection of New Students at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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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Innovation of Teacher Training College, ③ Innovation of Teaching Practice
of Teacher Training University, ④ Teacher Training System Innovation
In the employment policy area, ① New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ment Innovation, ② Principal Recruitment Innovation
Innovation tasks are divided into short-term and midway. We selected two short-term
and two long-term projects reflecting the level of consent of each innovation task in this
study. The important tasks that need to be urgently implemented with high demands for
innovation are presented as short-term tasks and in the case of the new scheme, the
issues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and the basis of the consensus of the related groups
are presented as medium-and long-term tasks. In the case of teacher training system
innov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the innovation system of
the positive system. Therefore, one short term project and two long term projects are
presented.
In the area of selection of new students for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the short-term
tasks are ① Improve Interview Selection Method, ② Improvement of Selection System
to Prevent Rush of Students with Good Grades, and medium-and long-term task is
Transition to competency-centered student selection system. In the curriculum innovation
of the teacher training college, the short-term tasks are ① Strengthen Teaching
Aptitudes and Personality Programs, ② Strengthen Linkage of Teaching, Curriculum
Contents and Curriculum Education, and medium-and

long-term tasks are ①

Competency-based Curriculum Reorganization, ②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of
Faculty Capacity.
In the field of innovation of teaching practice in teacher training course, the short-term
tasks are ① Site-Friendly Type Periodic Training Practice Monitoring, ② Joint
Development of Teaching Practice Manual between Teacher Training Institute and
Practical Training School, and medium-and long-term tasks are ① Expansion of Training
Practice Period, ② Establish and Operate Teaching Pract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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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rea of teacher education system innovation, the short-term task i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network of teacher education institut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t schools, and medium-and long-term tasks are ①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 training college - tentatively Teacher's College - centered on
teaching academy, ② Establishment of Teacher Graduate School.
Also, In the area of new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and recruiting innovation,
the short-term tasks are ① Regularization of Medium-and Long-term Teacher
Supply-demand Plan and Rationalization of New Recruitment Plan, ② Improv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Recruitment Plan, and medium-and long-term tasks are
① Centered on Practical Capacity, Turned into a System of Appointment Examination
by the Office of Education, ② Promotion of Linkage between Teacher Training and
Appointment Test.
Finally, in the area of principal training and recruiting innovation, the short-term tasks
are ① Expanding the Principal Open Recruitment System, ② Conversion of the Principal
Appointment Method of a Specific Avoidance Area, and medium-and long-term tasks are
① Strengthening Standards for Qualification of Principal, ② Established Graduate Level
Professional Training Courses.

Key words: Changes in Teaching Environment, Teacher Policy, Teacher
Training, Teacher Recruitment, Innovation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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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 금년도 과제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책 혁신 과제는 3개년에 걸쳐 개발되며, 금년도 1차년도 혁신 과제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교직 입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규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는 조사에 앞서 교원정책 전문가(한국교원교육학
회 소속 교원과 양성대학 교수,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교원정책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향후
양성 및 채용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혁신 이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전문가
는 본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협의, 주요국 사례집필, 교육정책 포럼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자문해 주신 분과 본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교원교육학회 소속 교원
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지는 선생님의 이메일로 전달되며, 8월 7(월)까지 응답지를 메
일 회신처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될 것이며, 담당 연구진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
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시면 이상의 내용을 이해하였고, 이 설문에 응하는 것은 설
문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재

춘

【 회신 및 문의처 】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교원정책혁신연구팀
황지원 ☎(043) 5309-461, E-mail: standardh@kedi.re.kr, (FAX) 043-530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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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일반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소속 기관 및 직급
____ 1) 각급학교:

____ ① 초등학교

____ ① 교사·수석교사 ____ ② 교감·교장

____ ② 중학교

____ ① 교사·수석교사 ____ ② 교감·교장

____ ③ 고등학교

____ ① 교사·수석교사 ____ ② 교감·교장

____ 2) 교사 양성대학:

____ ① 교육대학교

____ ② 사범대학

____ ③ 일반대학 교육과

____ ④ 일반대학 교직과정

____ ⑤ 교육대학원
____ 3) 교육부:

____ ① 일반직공무원

____ ② 교육전문직

____ 4) 시·도교육청:

____ ① 일반직공무원

____ ② 교육전문직

2. 지역 : ____ 1)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____ 2) 시 지역
____ 3) 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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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및 혁신 요구
※ 다음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_____에 √표시하여 주시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최근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 양성정책과 채용 정책에서도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교직환경 변화 요인 중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____에 1,
2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_____ 1) 4차 산업혁명 대응(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
_____ 2) 인구 변화(교직원 및 학생의 규모 및 구성비 등)
_____ 3) 고령화 및 평생교육 요구 증가
_____ 4) 직업 및 고용 구조 변화(직종 변화, 비정규직 증가, 파트타임 증가 등)
_____ 5)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교육공약 추진
_____ 6) 핵심 교육정책 추진(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
_____ 7) 교직사회 문화 변화(학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 세대 간 차이 등)
_____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응이 시급한 교원정책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_____ 1) 교사 양성대학 신입생 선발

_____ 2) 교사 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_____ 3) 교사 자격(자격증 종류, 관리 등)

_____ 4) 신규교사 채용

_____ 5) 승진

_____ 6) 평가

_____ 7) 연수

_____ 8) 전직 및 전보

_____ 9) 후생 및 복지

_____ 10) 교사 문화

_____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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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우수 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사 양성과 채용 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교사 양성과 교사 채용 관련 영역에 대해 현장 적합성은 어느 정도
라고 보시는지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매우
낮음

낮은 편

보 통

높은 편

매우
높음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①

②

③

④

⑤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①

②

③

④

⑤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①

②

③

④

⑤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과정

①

②

③

④

⑤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4. 3번의 관련 영역 중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영역을
기입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4-1.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현장 적합성이 낮은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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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혁신 필요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혁신 필요란 기존의 조직과 제도 등을 구성원이 공감할만한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혁신 필요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매우 낮음 낮은 편

보 통

높은 편 매우 높음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①

②

③

④

⑤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①

②

③

④

⑤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①

②

③

④

⑤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①

②

③

④

⑤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①

②

③

④

⑤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과정

①

②

③

④

⑤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①

②

③

④

⑤

6. 5번의 관련 영역 중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련 영역을 _____
란에 기입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6-1.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2.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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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의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고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예비교사가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 고사 및 채용 절차를 거쳐 교직에 입문하기
까지 관련되는 교사 양성 정책과 채용정책을 혁신하고자 할 경우, 혁신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단의 [혁신 가치 예시]를 참고하시어 관련 영역
별로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혁신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가치
(해당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복 및 다중
선택 가능)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과정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혁신 가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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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성

② 교직(현장) 적합성

③ 역량 중심

④ 공정성

⑤ 형평성

⑥ 창의성

⑦ 변화 적응성

⑧ 다양성

⑨ 정의

⑩ 민주성

⑪ 협력성

⑫ 책무성

⑬ 공공성

⑭ 기타: (

)

부록

Ⅲ.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 다음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이 시급하거나 선결되어야 하는 등의 요구와 관련
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이슈를 영역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혁신 이슈에 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되는 _____에 해당되는 ____에 √표시하여
주시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양성대학의 예비교사 선발 관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1 역량 중심의 선발 기준 강화

①

②

③

④

⑤

1-2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 면접 전형 방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1-4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 방지

①

②

③

④

⑤

1-5 선발 시기 조정(수시전형으로 전환 등)

①

②

③

④

⑤

1-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2-1 양성기관 규모 및 양성기관 간 통합･조정

①

②

③

④

⑤

2-2 유능한 인력의 교직 진입 확대

①

②

③

④

⑤

2-3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①

②

③

④

⑤

2-4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①

②

③

④

⑤

2-5 양성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①

②

③

④

⑤

2-6 학교 현장과의 연계체제

①

②

③

④

⑤

2-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이슈 내용

2. 교사 양성체제 관련
이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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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 교육실습 관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3-1 실습 기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3-2 실습 학교 확보

①

②

③

④

⑤

3-3 실습 전담교수 및 교사의 질

①

②

③

④

⑤

3-4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3-5 실습학교의 실습 환경

①

②

③

④

⑤

3-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4-1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①

②

③

④

⑤

4-2 정보기술 활용 역량 개발

①

②

③

④

⑤

4-3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4-4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연계･통합

①

②

③

④

⑤

4-5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①

②

③

④

⑤

4-6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구조

①

②

③

④

⑤

4-7 교수진 역량 개발

①

②

③

④

⑤

4-8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학습 활동 지도

①

②

③

④

⑤

4-9 교직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①

②

③

④

⑤

4-10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이슈 내용

4. 교사 양성교육과정 관련
이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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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1 임용시험의 교직적합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5-2 임용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5-3 임용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
(1차 시험에 절대평가 도입 등)

①

②

③

④

⑤

5-4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①

②

③

④

⑤

5-5 임용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성 방지

①

②

③

④

⑤

5-6 인턴교사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5-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6-1 교장공모제 성과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6-2 선발 방식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6-3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①

②

③

④

⑤

6-4 교장 임명 주체(대통령임명제) 변화

①

②

③

④

⑤

6-5 교장 자격취득 기준 및 요건 강화

①

②

③

④

⑤

6-6 배정에 의한 교장 임용 방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6-7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②

③

④

⑤

이슈 내용

6. 교장 양성 및 채용 관련
이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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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에 관하여 제언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

420

부록

[

2]

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 금년도 과제로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책 혁신 과제는 3개년에 걸쳐 개발되며, 금년도 1차년도 혁신 과제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가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교직 입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정책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에 관한 관련 집단의 요구를 수렴하
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설문 조사 대상자는 교원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급학교 교원과
교원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본원 수업
개선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전국의 수업탐구교사공동체 소속 교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을 대
상으로 표집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현장 적합성,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이슈, 혁신 이슈별 혁신 요구,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과 과제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로 바쁘시고 작성이 번거로우시더라도 조사 결과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조사지는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조사 URL에 접속하시어 9월 7일(목)부
터 9월 14일(목) 사이에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될 것이며,
담당 연구진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시면 이상의 내용을 이
해하였고, 이 설문에 응하는 것은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재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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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연구계획의 이해를 위해 연구 개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읽어 보시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참여 대상

교직환경 변화 및 교원 정책에 이해가 높은 각급학교 교원,
교사 양성대학 교수, 시·도교육청 교원정책 관계자 1,340명
2.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 요소

설문조사 참여로 인한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3.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에 참여하는 데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방향 정립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 개인정보와 비밀 보장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 5년 간 보존⋅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조사 자료는 현행 법률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설명서를 읽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5. 연구 관련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박영숙(연구책임자) ☎(043) 5309-443, yspark@kedi.re.kr
황지원(연구보조원) ☎(043) 5309-461, standardh@kedi.re.kr,
FAX: 043-5309-499

QQ0. 귀하께서는 다음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비동의’하실 경우 설문에 참여하 실 수 없습니다.
∘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읽었습니다.
∘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주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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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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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응답자 일반 사항
※ 다음은 귀하 및 소속 기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1) 초·중·고등학교(2번으로 가시오)
_____ 2) 교사 양성대학(4번으로 가시오)
_____ 3) 시·도교육청(5번으로 가시오)

2. 귀하가 소속한 학교급은 어떻게 됩니까?(3번으로 가시오)
_____ 1) 초등학교

_____ 2) 중학교

_____ 3) 고등학교

3.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5번으로 가시오)
_____ 1) 교사

_____ 2) 부장교사, 수석교사

_____ 3) 교감, 교장
4. 귀하가 속한 양성대학은 무엇입니까?(5번으로 가시오)
_____ 1) 초등 교원 양성대학

_____ 2) 중등 교원 양성대학

5. 소속 기관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_____ 1)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_____ 2) 시지역
_____ 3) 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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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직환경 변화와 교원 정책의 현장 적합성
※ 다음은 교원정책의 현장 적합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1. 최근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원 양성정책과 채용 정책에서도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
니다. 귀하께서는 교직환경 변화 요인 중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우선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교직환경 변화 요인

424

1순위

2순위

1) 4차 산업혁명 대응(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

(

)

(

)

2) 인구 변화(교직원 및 학생의 규모 및 구성비 등)

(

)

(

)

3) 고령화 및 평생교육 요구 증가

(

)

(

)

4) 직업 및 고용 구조 변화(직종 변화, 비정규직 증가 등)

(

)

(

)

5)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교육공약 추진

(

)

(

)

6) 핵심 교육정책 추진(2015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등)

(

)

(

)

7) 교직사회 문화 변화
(학생 및 학부모 특성 변화, 세대 간 차이 등)

(

)

(

)

부록

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2.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대응이 시급한 교원정책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개를 골라
우선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교원정책 영역

1순위

2순위

1)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

)

(

)

2) 교사 양성

(

)

(

)

3) 교원 자격

(

)

(

)

4) 신규교사 채용

(

)

(

)

5) 교원 승진

(

)

(

)

6) 교원 평가

(

)

(

)

7) 교원 연수

(

)

(

)

8) 교원 전직 및 전보

(

)

(

)

9) 교원 후생 및 복지

(

)

(

)

10) 교원 문화

(

)

(

)

11) 교장 임용

(

)

(

)

12) 교원 근무 여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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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환경 변화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는 교직 적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우수 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사 양성과 채용 과정이 현장 적합성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교사 양성과 교사 채용 관련 영역의 현장 적합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영역별로 해당 정도를 골라 주십시오.

현장 적합성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매우 낮음

426

낮은 편

보 통

높은 편

매우 높음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

)

(

)

(

)

(

)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

)

(

)

(

)

(

)

(

)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

)

(

)

(

)

(

)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

(

)

(

)

(

)

(

)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

)

(

)

(

)

(

)

(

)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

)

(

)

(

)

(

)

(

)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

)

(

)

(

)

(

)

(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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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 문항과 관련하여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을 골라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4-1.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영역

(

)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

)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

)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

)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4-2 현장 적합성이 가장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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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
※ 다음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5. 교사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혁신 필요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역별로 해당
되는 필요 정도를 골라 주십시오.
☞ 혁신 필요란 기존의 조직과 제도 등을 구성원이 공감할만한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고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혁신 필요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428

매우 낮음 낮은 편

보 통

높은 편 매우 높음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

)

(

)

(

)

(

)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

)

(

)

(

)

(

)

(

)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

)

(

)

(

)

(

)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

(

)

(

)

(

)

(

)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

)

(

)

(

)

(

)

(

)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

)

(

)

(

)

(

)

(

)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

)

(

)

(

)

(

)

(

)

부록

IRB No. 2017-21-07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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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번의 관련 영역 가운데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련 영역을
골라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6-1. 혁신이 가장 시급한 영역

(

)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

)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

)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

)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혁신이 가장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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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의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고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예비교사가 교직에 입문하기까지 관련되는 교사 양성 정책과 채용 정책을 혁신하고자
할 경우, 혁신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단의 [혁신
가치 예시]를 참고하시어 교사 양성 및 채용 정책의 관련 영역별로 해당 번호 2개를 우선순위
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혁신 가치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
1순위

2순위

1) 교사 양성 대학의 학생 선발제도

(

)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연한 및 체제

(

)

(

)

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

)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

)

(

)

5)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

)

(

)

6) 교장 자격 취득 기준 및 방법

(

)

(

)

7) 교장 채용 방법 및 절차

(

)

(

)

【혁신 가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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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성

② 교직(현장)적합성

③ 역량 중심

④ 공정성

⑤ 형평성

⑥ 창의성

⑦ 적응성

⑧ 다양성

⑨ 협력성

⑩ 민주성

⑪ 자율성

⑫ 정의

⑬ 실용성

⑭ 책무성

⑮ 공공성

부록

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Ⅳ. 교원 양성 및 채용 관련 영역의 혁신 과제
※ 다음은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요구와 관련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이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 관련 영역별로
혁신 과제를 제시한 것입니다. 혁신 과제에 관하여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교사 양성대학의 학생 선발 관련
혁신 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1 역량 중심의 학생 선발 기준 강화

(

)

(

)

(

)

(

)

(

)

1-2 부적격 선정 기준 강화

(

)

(

)

(

)

(

)

(

)

1-3 면접 전형 방식 변화

(

)

(

)

(

)

(

)

(

)

1-4 교과 성적 우수자 쏠림 현상 방지

(

)

(

)

(

)

(

)

(

)

1-5 선발 시기 조정(수시전형으로 전환 등)

(

)

(

)

(

)

(

)

(

)

1-6 예･체육분야 전공 별도 선발

(

)

(

)

(

)

(

)

(

)

2. 교사 양성대학의 수학 연한 및 체제 관련
혁신 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2-1 양성기관 간 통합･조정

(

)

(

)

(

)

(

)

(

)

2-2 유능한 인력의 학교교육 활동참여 기회 확대

(

)

(

)

(

)

(

)

(

)

2-3 양성 기간을 석사 수준으로 확대

(

)

(

)

(

)

(

)

(

)

2-4 교사 양성 전문대학원 설치

(

)

(

)

(

)

(

)

(

)

2-5 양성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

)

(

)

(

)

(

)

2-6 양성대학-학교현장-시·도교육청 연계체제 강화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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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실습 관련
혁신 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3-1 실습 기간 확대

(

)

(

)

(

)

(

)

(

)

3-2 실습 학교 확보

(

)

(

)

(

)

(

)

(

)

3-3 실습 전담교수 및 교사의 질

(

)

(

)

(

)

(

)

(

)

3-4 현장 기반 실습 프로그램

(

)

(

)

(

)

(

)

(

)

3-5 실습학교의 실습 환경

(

)

(

)

(

)

(

)

(

)

3-6 양성대학-실습학교-시·도교육청 연계 체제 구축

(

)

(

)

(

)

(

)

(

)

4.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혁신 과제

432

전혀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는다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4-1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

(

)

(

)

(

)

(

)

4-2 정보기술 활용 역량 개발

(

)

(

)

(

)

(

)

(

)

4-3 양성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국가 수준 선도 사업 지원 확대

(

)

(

)

(

)

(

)

(

)

4-4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연계･통합

(

)

(

)

(

)

(

)

(

)

4-5 교과 간 융합 및 통합교과 대응

(

)

(

)

(

)

(

)

(

)

4-6 교직, 교과내용 및 교과교육 연계 강화

(

)

(

)

(

)

(

)

(

)

4-7 교수진 역량 개발

(

)

(

)

(

)

(

)

(

)

4-8 온･오프라인 기반 개별학습 활동 촉진

(

)

(

)

(

)

(

)

(

)

4-9 교직적성･인성지도 프로그램 강화

(

)

(

)

(

)

(

)

(

)

부록

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신규교사 채용 및 임용고사 관련
혁신 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1 임용시험의 교직 적합성 강화

(

)

(

)

(

)

(

)

(

)

5-2 임용시험의 관리 방식 변화

(

)

(

)

(

)

(

)

(

)

5-3 임용시험의 평가 방식 변화
(1차 시험에 절대평가 도입 등)

(

)

(

)

(

)

(

)

(

)

5-4 신규교사 채용 절차 변화

(

)

(

)

(

)

(

)

(

)

5-5 임용고사 준비 사교육시장 의존 방지

(

)

(

)

(

)

(

)

(

)

5-6 인턴교사제도 도입

(

)

(

)

(

)

(

)

(

)

교장 자격 취득 및 채용 관련
혁신 과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6-1 교장공모제 확대

(

)

(

)

(

)

(

)

(

)

6-2 교장 자격취득 기준(요건) 강화

(

)

(

)

(

)

(

)

(

)

6-3 대학원 수준의 전문 양성 과정 신설

(

)

(

)

(

)

(

)

(

)

6-4 교장 임명 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

)

(

)

(

)

(

)

(

)

6-5 특정기피 지역에 대한 교장 임용 방식 전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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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No. 2017-21-07T-E

: 2017. 09 . 05. ~ 2017. 12. 31.

7. 상기한 1∼6번에 제시한 혁신 과제 이외에 제언하실 혁신 과제가 있으시면 혁신 과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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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3]

104

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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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9

436

KEDI

부록

[

5]

<

1>

: (
1학년

)

2학년

3학년

4학년

교육학
교육심리학

초등 학습자 교수 및
관리

초등 다양성 지원

교수·학습을 위한
이론과 적용

교육심리학 II

교수·학습의 사회적
맥락

서비스 러닝을 위한
그룹 노력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

학습 및 수행평가

인성 및 시민교육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I

교육연구
연구 프로젝트
학문적 과목
미술

미술

미술

미술

교육과정 (2-4학년에 걸쳐 3개 영역 선택)

교실에서의
음악가(합창 포함) I

미술교육의
개념과 실제

어린이/청소년
예술성 개발 및 함의

교실 미술 수업

초등 저학년
읽기 및 쓰기

초등 고학년 읽기 및
쓰기 교수

구두 의사소통
교수

초등 수학
교수 및 학습 I

초등 수학 교수 및
학습 II

초등 수학
교수 및 학습 III

교실에서의
음악가(합창 포함) II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제

음악 교육과정 III

초등 과학
교육과정과 실제

초등 과학 교수방법

초등 과학 디자인과
실제 혁신

초등 사회 교수

초등 사회 탐구

사회과 다양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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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교과 내용
박물과 및 미술관 시각
미술 교육
미술 교육과정 및 평가
문법
초등 수학 기초 원리 I
초등 고학년
언어교육의 트렌드

초등 수학 기초 원리 II
수(Number) 주제
언어 탐색
기하학 주제

심화 수학 주제

초등 과학 교수를 위한
물리학 주제
초등 사회 지리의
학문적 기초

초등 과학 교수를 위한
생물학 주제

초등 사회 역사의
학문적 기초
언어 발달과 학문적 담화 기술
학문적 담화 기술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실습
학교 경험

438

보조 교사

교수 실제 1

교수 실제 2

부록

<

2>

/
초등 일반 2년 과정
1학년

2학년

2

중등 말레이어/타밀어 2년 과정
1학년

2학년

교육학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I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I

초등 학습자
교수 및 관리

중등 학습자
교수 및 관리
교수·학습의
사회적 맥락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ICT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
학습 및 수행평가

학습 및 수행평가

서비스 러닝을
위한 그룹 노력

서비스 러닝을
위한 그룹 노력

교육과정

(3개 선택)
읽기 및 쓰기
교수 1

초등 수학
교수·학습 I

초등과학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초등 교실에서의
사회 교수 I

교수·학습의
사회적 맥락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ICT

읽기 및 쓰기
교수 2

인성 및 시민교육
(3개 선택)

(말레이어/타밀어 중
선택)

학습의 평가

말레이어 교육과정
기초

학습을 위한 평가

초등 수학
교수·학습 III

말레이어 교수
전략 및 접근

말레이 언어 및
문법 교수

초등과학
평가 및 자원 관리

타밀어 교수 I

타밀어 교수 III

구두 의사소통
교수
초등 수학
교수·학습 II

초등 과학 디자인과
실제 혁신

초등 교실에서의
사회 교수 II

타밀어교수 IV
타밀어 교수 II

말레이 문학
교수 개론
타밀 현대 문학 I

초등 교실에서의
사회 교수 III

말레이문학
교수방법 및 접근

타밀 문학 교수 II

타밀 현대 문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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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초등 일반 2년 과정
1학년
교과내용

2학년

(교육과정에서 선택한 과목과 부합하게
3개 선택)
문법
텍스트의 언어 및
구조 탐색
수(Number) 주제

중등 말레이어/타밀어 2년 과정

초등 과학
교수(물리)

1학년

(교육과정에서 선택한 과목과 부합하게
3개 선택)
말레이어 음운론
말레이어 통사론
말레이어 형태론
문해력의
타밀어 I
사회문화적 맥락
타밀어 II

기하학 주제
초등 과학 교수
(생물)
정체성과 지역사회

말레이 문학 읽기
아시아 문명화:
기원과 유산

싱가포르: 도전과
대응

2학년

문학적 텍스트의
문학 수행 및
드라마화
타밀 문학 I
타밀 문학 II

타밀어 III
문학을 통한
미학과 수사법
타밀문학 III

언어 발달과 학문적 담화 기술

학문적 전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학문적, 전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
교수에서
말레이어 사용
교수에서 타밀어
사용 I

교수 실제 1

교수 실제 2

교수 실제 1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사회적, 학문적
담화 스타일
교수에서 타밀어
사용 II

교수 실제 2

실습

440

부록

<

3>
초등

중등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수방법 실제
교사-학생 관계
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 참여
싱가포르 사회문화
의미있는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I
초등학생 학습자의 교수 및 관리
교수·학습의 사회적 맥락
인성 및 시민교육
학습 및 수행 평가
서비스 러닝에서의 그룹 노력

교육심리학
교수방법 실제
교사-학생 관계
교사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 참여
싱가포르 사회문화
의미있는 학습을 위한 테크놀로지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
전문적 실제 및 탐구 II
초등학생 학습자의 교수 및 관리
교수·학습의 사회적 맥락
인성 및 시민교육
학습 및 수행 평가
서비스 러닝에서의 그룹 노력

저학년 영어 교수
고학년 영어 교수
문법
어린이 문학
초등 수학 I
초등 수학 II
초등 수학 III
초등 수학의 평가
수(Number) 주제
기하학 주제
초등 과학 교육과정과 탐구
초등 과학 평가
초등 과학 교수방법

회계

교육과정
영어40)

수학

과학

사회

초등 과학을 위한 비공식적 과학 학습 환경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초등

과학을 위한
과학을 위한
사회 I
사회 II
사회를 위한
사회를 위한
사회 지리를
사회 역사를

물리 주제
생물 주제

현장 학습
다양성
위한 학문적 기초
위한 학문적 기초

미술
생물
화학
컴퓨터 응용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기술의 요소
영어
영문학
지리
역사
음식과 소비자 과학
말레이어
중등 저학년 수학
수학
음악
물리
사회
타밀어

40) 영어 이외의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사용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대신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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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에서 이어짐)
초등

중등

언어 발달 및 학문적 담화 기술
교사를 위한 실제적 발음

교사를 위한 실제적 발음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교사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보조 교사 실습

보조 교사 실습

교사 실습

교사 실습

실습

❙그림 1❙ 싱가포르 예비교사들의 경험 강화 및 반성을 위한 반성적 교수 모델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201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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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치

역량

지식 (V3SK)

가치 선도, 깊은 지식, 풍부한 교수 역량
교실
수업의
예

핵심 교수 전략
설명

탐구

GESL41)
마이크로 티칭

반성

시뮬레이션

○
○

○

학교 현장 실습

○

○

문제 중심 학습

○

○

사례 연구

○

○

e-포트폴리오

실험적 임상
실습

자기 주도

협동

○

○

○

○

○

○
○

○

○

혼합학습

○

역할 놀이

○

○

○

○

○

○

○

○

졸업 예정 교사 역량

❙그림 2❙ 싱가포르 교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

41) GESL은 Group Endeavour in Service Learning의 약자로 싱가포르 교원 양성 교육의 중요한 과목 중 하나이다.
GESL을 통해 NIE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다양성에 대한 이해, 학교와 교사가 지역사
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등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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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헬싱키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초등교사 양성 교육과정 사례
구 분
의사소통 및
기본역량(25학점)

주전공(140학점)

부전공(60학점)

일반 선택 과목(75학점)
전 체

과 목
언어 및 의사소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미디어교육 입문
교육과정 수립 기초
교육의 문화적 기초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교직학
교육연구
교육실습
모국어 및 문해 교육
수학교육
예술 및 기술 교육
인문과목 교수법
환경 및 자연과학과목 교수법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학점 수
14
3
3
5
15
15
20
70
20
8
7
13
6
12
14
75
300

비 고

❙부표 2❙ 위바스킬라대학교 교사교육학과 중등교사 양성 과정 교직학 교육과정 사례
구 분

과 목

교육자의 길 입문
교직학 기초
교사의 길 입문

교과교육학 일반
교과교육학

선택과목(택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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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교육 입문
·교육에 있어 심리적 기초
·교육에 있어 사회적 기초
·성장 및 학습 지도
·교육실습 안내
·그룹 내에서의 개인의 발달
·학습조직 및 학습지도
·교육철학 및 교직윤리
·연구방법론 및 의사소통
·기초교육실습(교사훈련학교)
·심화교육실습(일반학교)
·응용교육실습(교사훈련학교)
·특수분야 교육실습

학 점
5학점
5학점
5학점
5학점
5학점
6학점
7학점
4학점
3학점
5학점
7학점
3학점
3학점
6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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