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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제안들이 있다. 학교현장과 시･도교육청에서
는 교원 수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의 기능은 점점 분화되고, 교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 공무원을 관리하거나 국가 재정을 관리
하는 부처에서는 교원 수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매년 임용되는 교원 수에 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출하는 예비교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사실, 정부에서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체
제로 운영되는 초등교원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나, 개방형 양성체제로 운영되
는 유치원 교원과 중등교원과 특수교원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의 수요
와 공급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교원 수급 전망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
성과 함께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기존
의 교원 수급 전망 자료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도 분석하였다.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전망
체계가 갖추어야 할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
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연구에 도움을 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 자문을 해 준 전문가들께 감사
드린다. 아울러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2014년 11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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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기존의 교원수급 선행연구들이 불안정한 수급 전망을 제시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망 체제 구축
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교원 수급 전망 연구의 경향과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 교원 수급 전망과 현황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전망 체계의 기본 방향
과 모형, 그리고 전망 체계 구축 전략이 포함됨.

2. 국내 교원 수급 전망의 현황과 과제
▣ 국내 교원 수급 전망 현황 및 쟁점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와 함께 전문가
면담, 협의회 및 워크샵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음. 예를 들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원 수급 관련 정부의 최근 정책, 계획, 한계 등에 관해 면담하
였고,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와의 워크숍에서는 교육청별 교원 정원 관
리 방식에 대해 논하였음.

▣ 이러한 국내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된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전망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문제
• 제도적･법적 기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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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정원 관련 쟁점
• 시･도교육청 내 교원배치상의 난점
•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

3. 해외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사례 분석
▣ 미국 사례(연방정부의 교육통계센터･미네소타주･오하이오주)를 통한 시사점
• 미국의 경우 교원 수급 전망은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각각 이루어지
는데,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의 경우 법적으로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수급 관
련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일관되고 안정된 보고서를 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하면, 미국 사례처럼 지역 단위에
서 우리나라교육개발원이나 대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세부 과목별 교원수급 전망 혹은
추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 개방제 교원양성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교원수급예측 시스템의 구속력에 상대적으
로 한계가 있으나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원수급 예측을 하여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특히 정책적 변수가 교원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밀한
교원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가짐.

4.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방안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원 수급 전망 체계는 “교원수급 상황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
도록 국가 단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전체
과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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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7대 기본 방향
• 전망 자료의 신뢰성 보장
• 전망 방법의 전문성 증진
• 전망 연구의 연속성 보장
• 전망 연구･작업의 통합성 유지
• 전망 결과 자료의 개방성 증진
• 전망 기관의 지원과 책임 강화
• 유관 기관간 협업 강화
▣ 전망 체계는 크게 ‘지원 시스템’(Supporting System)과 ‘모델링 및 운영’(Modeling
& Operation)의 2단계로 구성됨([그림 1] 참조)

[그림 1] 교원 수급 전망 체계도

• 1단계: 지원 시스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주무 기구 설치 및 인력･예산 확보, 법 규정 정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자료집 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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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교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자료를 확보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해온 교원 수급의 불균형성에 대해 국가 정책이 안정적
으로 실행되어야 함.

 법 규정 정비: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원수급
예측을 실행하고 추정 자료를 제공함.

 주무 기구 설치 및 인력･예산 확보: 교원 인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
원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추정하는 기구나 조직이 설치되어야 함. 특히 전담기구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전문 통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원 전문가 및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자료집 제작 및 배포: 교원 수급 전망 기관은 매년 또는 격년마다 5~10년 정도의
교원 수급 전망치를 제작하여 중앙 뿐 아니라 지역단위에도 제공함.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교원양성기관, 안전행
정부, 기획재정부 등의 역할과 협력 방식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 그리고 교원 수급
전망 기구를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설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단계: 산출모형과 운영체제
교원수급 산출모형과 운영체제란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모형과 이
모형에 따라 전산처리를 담당할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체제를 의미함.

 교원 수요 및 공급 산출식 모형 설정: 교원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포함함. 수급
전망치 산출 시 통계적 변인과 정책적 변인이 함께 고려됨.

 전망치 산출 기준 및 방법: 교원 수요 및 산출식 모형이 설정되면, 시계열 분석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통계 패키지 검토를 통해 산출 모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함.

 데이터 종류와 관리 방법: 교원 수급 전망에 활용되는 통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교육 및 인구 통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자료를 확보함. 그리고 통계 자료를 매
년 지속적으로 확보, 연차적인 자료를 갱신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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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구현: 산출식 모형과 활용할 데이터가 결정되면, 이
에 따라 시계열적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 때 통계 변인
뿐 아니라 정책 변인의 구현 방법도 고려해야 함.

 프로그램 조작 방법 및 절차: 통계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체계
조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향후 관리가 안정
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 교원수급 체계 운영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그림 2]
와 같음.

과정

DB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

업무

나이스,
교육통계

추계 작업

⟹

주관 기관

Excel,
통계패키지
이용:
교원수,
신규채용
수요 산출

데이터베이스화

⟹

주관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

활용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정책관계자는
EDS 이용,
일반인에겐
홈페이지로
추계 자료
서비스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EDS), 혹은
교육통계에 구축

[그림 2]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프로세스

5. 정책제언
▣ 통일된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 현재 교원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을 보임.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
처의 합의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 관리는 유아교육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정책과, 특
수교육정책과에서 분산하여 관리하고, 교원 교원양성의 경우 교원복지연수과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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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 외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자, 전문상담교사 등은
관련 부처에서 별도 관리됨. 이러한 구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
하기 어려우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학교 인력 양성체제의 재구조화
• 학교 인력이 교사직 이외에 학교관리직, 교육전문직 등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인력
분류 체계상 변화가 드러나지 않아 중장기 수급 계획수립이 어려워졌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양성체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교원 수급 관련 법령 제정
• 우리나라 교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교원 수요
예측을 위한 구속력이 부족함.

•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 수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이에 관한 사
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예)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학생수 추계와 교원수 추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학생배치기준에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원 수요 예측을 포함.

• 전망 주체, 전망 내용, 전망치 추정 기간, 전망 주기, 전문 기관 지정 운영, 자료 공개
등이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전문 기관 지정 운영
• 교원수급 전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면 교원 수급 전망을 전문적으
로 수행할 기관 지정이 필수적임.

• 전문 기관에서는 산출 모형 및 운영체제 구축, 법적 장치, 예산, 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원체제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인력 채용, 모형 개발 및 운영, 자료 제작 등을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수급 관련 데이터 관리의 표준화,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 생산
및 배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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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 기관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제 구축
• 교원수급 예측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역할이 상호 연계되어야 함.

구분

내용

주관 기관

- 교육부: 교원 정원 관리
- 시･도교육청: 교원 선발, 배치

관련 기관

-

법

전문기구

예산

자료
서비스

기타

안전행정부: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
기획재정부: 국가 예산 관리
교원양성 대학: 교원 공급
단위학교: 교원 수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개정
- 통계법 또는 훈령에 교원 수급 예측 통계 관련 규정 포함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 교원 정책 전문가, 예측 통계 전문가 배치
- 교육부 예산
- 시･도교육청 분담금
-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 발간
-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탑재하여 공개
-

데이터 관리 표준화
통계 DB 구축
전국 단위로 예측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예측

[그림 3]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관련 정책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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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을 내실 있
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와 학교의 급격
한 변화로 인해 단순히 연도별 퇴직 예정 교원 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는 필요 교원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는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신도시 건설과
빈번한 인구 이동으로 인한 학교의 잦은 신설과 폐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지식 생산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학교 기능의 변화에 따른 학교 인력의 다양화, 교원 임용의
유연화로 인한 기간제 및 시간제 교사의 임용 확대 등 교원의 수요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
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간헐적으로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원 수를 예측해 왔다. 필요 교
원 수를 예측할 때 주로 고려한 사항은 학교급별･지역별 학생 수의 증감, 현직교원의 휴
직･퇴직 동향, 보건･사서･영양･상담 등 비교과 교사와 수석교사의 확대 추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별 필요 교원 수, OECD 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교, 교원 1인
당 수업 시수 변화 등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어온 교원 수급 전망 자료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
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설계할 때, 주요 목적과 관심 대상을 다르게 설정한 데서 비롯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활용한 자료, 예측 방법 등이 매우 달랐다.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일
반적인 한계는 전망 데이터에 일정한 패턴이 없는 점, 미래의 결정 변인이 달라질 경우
수급 전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교육체제 내의 의도적･비의도적 상황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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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기 쉬운 점(김현철 외, 2008) 등이다. 이로 인하여 교원 수급 전망치에 대한 신
뢰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 수급의 적정
범위를 정기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원 수급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교원 수급
전망 연구에 적용된 예측 방법론과 예측 모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정책 방안(박남기, 2004; 신현석,
2001; 천세영･김병윤, 2012; Boe, 2006; OECD, 2006),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안 및 지원 과제 개발(김병주･오영수, 2002; 김이경 외, 2006; 김현철,
2002; 박영숙 외; 2007a, 이영 외, 2011; 전병운 외, 2013; 차양은 외, 2003; 최지희 외,
2009; Bruce et al, 2009)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 선행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교원 수급에 대한 예측 방법과 예측 기간, 연구 대상 등이 다양하여, 자료를 활용하기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원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추정한
방법론의 주요 특징과 장점 및 한계에 대한 기술이 충실하지 못하였다. 교원 수급 전망
방법론과 관련된 해외 사례도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통계적 예측 외에도 정책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
내의 교원 수급에는 정책적 변수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적 변수의 영향이 큰
것은 한국의 정치구조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대통령 단임제가 정착된 이후
두드러진 경향은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선거공약들에 따라 국가의 정책 방향과 내
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여야의 정권교체기에 특히 심한 현상을 보이
지만, 여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정책 변화는 일어난다. 새로운 정부는 늘 새로운
정책으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런 현상은 교원 정책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운 정부가 제시한 교원 정책들은 교원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과교실제 도입,
수석교사제 도입, 기간제 교사제 도입, 자유학기제 도입, 교원 잡무 경감 정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교사 확대, 학교 인력 다양화 정책 등은 모두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친
다.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를 통한 교원양성 정원 감축 정책은 교원 공급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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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정교한 통계적 예측은 물론 정책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적정 규모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교육 정책과 환경의 변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추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지속적으로 신뢰롭게 생
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 요인과 감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수급 전망
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타당한 교원 수급 전망 방법론을 선택하고, 수급 전망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표
준화하여 관리하고, 데이터를 국가 수준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유
목화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 관련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의 목적
연구 필요성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교원 수급 전망 연구의 경향과 자료의 특징을 분석한다. 교원 수급 예측치를
전망한 자료와 교원 수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 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 교원 수급 전망의 현황과 문제를 검토한다. 국내 교원 수요 관리 체계의 특
징과 교원수급체제의 문제를 검토한다.
셋째, 해외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구축 방안에는
전망 체계의 기본 방향과 모형, 전망 체계 구축 전략이 포함된다.
다섯째,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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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가. 교원 수급 전망 관련 선행 연구 검토
교원 수급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경향과 주요 결과를 분석한다. 여기에는 교원 수급 예측
치를 전망한 연구와 정부의 교원 수급에 관한 정책을 검토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예측치
전망 연구들이, 미래 5~10년 정도 기간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의 교원 수요를 조사하면서, 주목한 관심사의 변화와 적용한 조사 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다. 그리고 정부의 교원 수급 정책을 검토한 연구들이 지적한 정책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들이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무
엇을 향후의 연구 과제나 실행 과제로 제안하는지 검토한다.

나. 교원 수급 전망의 현황과 문제 진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수요와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는 어떤 문
제를 야기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는
기준과 각 시･도교육청이 관내의 각급학교로 교원을 배치하는 기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런 정책 변화는 교원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교원 수급 체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
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탐색한다. 나아가 이런 현황과 문제를 진단함으로
써,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 즉 교원 수급을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예
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다. 주요국의 교원 수급 전망 사례 분석
교원 수요와 공급을 정기적으로 예측하여 교원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대표
적으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매년 교원 수
급에 대해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연방정부, 5~7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주 정부들
의 조사 방법과 담당 기구 운영 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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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교원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교원 수급 방
식을 검토한다. 일본의 교원 수급 현황과 최근까지의 수급 추세, 교원 수급 관련 정책 현
황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방안 제시
교원 수급에 관한 전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다. 매년 향
후 5~10년간의 교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예측치를 전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와 함께 교원 수급 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예를 들면
교원의 수요를 전망하기 위한 예측 모델, 공급을 전망하기 위한 예측 모델, 전산처리과정,
전문 기관 지정 운영, 유관 기관 협력 체제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
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런
정책 과제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교육부 교원 정원 업무 담당 직원 면담, 교육
청 교원 정원 업무 담당 직원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문헌 연구
먼저 국내 교원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각종 교육통계자료를 분석하였
다. 이와 함께 학생수 변화를 폭 넓게 추적하기 위한 인구통계자료, 교원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OECD 교육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교원 정원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교원 배치기
준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책 자료들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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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교원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각급학교의 교원 수
요를 통계적으로 예측한 연구 자료들과 교육부의 교원 정책이 교원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나. 면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면담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원 수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10여분 정도씩
나누며 탐색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교원 수급에 관한 자료도 수집하였다. 본격적인 면담
은 2014년 7월 24일에 연구진 4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원 정원 업무 담당 직원 2명과
함께 실시하였다. 면담 2주일 전에 교육부 직원에게 면담 및 자료요청 내용을 발송하여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집단 면담은 별도 회의실에서 연구진의 질문에 교육부 직
원이 답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하여 사후에 분석하
였다.
면담에 사용한 질문 및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수급 관련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 및 장･단기 계획
2. 교원 수급 관련 주요 쟁점
- 최근 5년(또는 10년)간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친 정책적 요인
- 대처(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인을 결정하는 법제화 방안, 필요한 지원
이나 자원 확보 방안)
-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요인
3. 기존 교원 수급 전망 자료 현황
- 교육부에서 최근 수년간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해 온 내용
4. 기존 교원 수급 전망 자료의 한계와 개선 요구 사항
- 전망 방식, 데이터 등
5. 현재 교육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원 수급 전망 방법 및 데이터 소개
6. 교원수요예측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원인력 수급계획을 적절히 하는 방안
7. 국가차원 또는 시도차원에서 필요한 교원수급 전망 수준
8. 학교급간 교원 정원의 관리･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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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매년 교원수급 예측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방안(예: KEDI)
- 교육부, 시도교육청, KEDI의 협업 체제(인력 예산 등)
10.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연구진에게 요구하고 싶은 내용
*요청 자료

･ 시도별 교원 수급 현황 계획(정부 차원)자료
･ 시도별 학교 교원 배치 기준 관련 규정(정부 차원)자료

다. 워크숍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와 연구진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에 참석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초등과 중등을 안배하여 1년 이상 교원 정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로 하였다. 중등은 경기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참석하였다. 초등은
제주교육청에서 참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초등에 관한 자료와 소개를 함께
하였다. 워크숍은 2014년 9월 17일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워크숍
전에 원고 작성을 요청하였고, 워크숍은 각자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교원 수급에 관한
설명을 하고 연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워크숍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
고, 원고와 녹취한 설명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시･도교육청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에
게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청 교원 수급 전망 현황 및 개선 과제
※ 아래 내용에 대해 A4용지 5매 정도로 원고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별 교원 수요 파악 (해당 학교급에 대해 작성)
1) 조사방법
2) 조사시기(주기)
3) 어려운 점
2. 해당 학교급별･지역별 교원 배치 기준 (해당 학교급 및 지역에 대해 작성)
1) 교원 수급 관련 시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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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및 실제 배치 기준
- 국가 수준 정원 배치 기준의 적절성, 타당성
-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원 배치 기준(관련 자료 첨부)
3) 시도교육청 내 교원 배치의 주요 쟁점
- 과소･과대 학교의 교원 배치 방법 등
3. 교원 정원 관리의 개선 과제
4. 다음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급간 교원 정원의 관리 및 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2) 교원 수요와 공급 인원을 중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협업을 하는 체제(인력 예산 등)를 구축,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인을 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4)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 관련 자료 첨부 요망

라.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는 교원 수요 예측 통계 자료를 산출한 경험이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통계연구센터의 담당자들과 2013년에 시･도교육청별 교원 수요 예측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4년 4월 8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한 전문
가 협의회에서는 교육통계연구센터 담당자들이 교원 수요 예측 통계를 산출할 때 활용한
데이터, 참여한 전문 인력, 인력과 예산 지원, 산출한 통계 자료의 활용, 예측 통계의 문
제와 중단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2014년 8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
한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2013년에 시･도교육청별 교원 수요 예측 연구를 한 전문가들이
사용한 예측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방법의 장점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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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외 사례 분석
미국의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 자료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
다. 연구진이 미국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원 수요 예측 방법과 자료 활용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연방정부가 하는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생산하는 자료의
종류와 예측 방법, 주 정부에서 교육 관련 자료를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살펴보
았다. 이어서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를 대상으로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생산하는 체
제, 자료 산출 방법, 자료 생산 주기와 전망 기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교원 인사 시스템이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일본의 교원 수
급 정책과 실제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일본 동경대학에서 교원교육 전공으로 박사과정
을 이수하고 있는 소장학자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보고서의 성격에 맞게 재구조화 하였
다. 내용은 일본의 교원 수급 현황, 교원 수급 추이, 그리고 최근까지의 교원 수급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는 [그림 Ⅰ-1] 과 같다.

[그림 Ⅰ-1]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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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원의 범위는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모든 교원을 포괄한
다. 다만, 교원 수요와 관련하여 통계적인 예측에 관한 논의에서는 보건, 사서, 영양, 전
문상담과 같은 비교과교사를 제외한다. 이들 비교과교사는 학생수의 변화보다는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교원 수요와 배치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에서 운영하는 전망 체계를 구축하되, 시･도교육청 수준의 전망 자료도 생산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5~10년 정도 후의 미래에 필요한 교원 수를
정기적으로 전망하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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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교원수급에 관한 정책연구 및 개인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
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① 교원 수급
예측치를 전망하거나 ② 교원 수급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는 등 이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
다. 이상 두 유형의 주제 중에서도 교원 수급의 예측치를 전망한 연구가 더 많았다. 아래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에 따른 선행연구의 구체적인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원 수급 예측치 전망에 관한 연구
교원 수급에 관한 선행 문헌들은 교원 예측 대상 학교급(초등 또는 중등), 교원의 범위
(초･중등 교원, 관리자, 비교과 교원)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교
원 수급 예측치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다. 교원 수요 예측
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따라 예측 대상의
범위가 초중등 교원, 교장과 같은 관리자,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 교사와 같은
비교과 교사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중등 교원의 경우 교과별 수요를 예측하거나, 지역 여
건을 고려한 지역별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다. 개별 연구들의 주요 특징은 통계적인 추정
방법을 활용하거나(김현철, 2002), 통계적인 추정 방법과 함께 정책 변인을 함께 고려하
는 방식(김이경 외, 2006; 박영숙 외, 2007a; 조동섭 외, 2003; 최지희 외, 2009; 이영
외, 2011; 박현정 외, 2013; 공은배 외, 2013; 김왕준 외, 2014 등)이었다.
초중등 교원 수급의 예측치에 대한 전망은 김현철(1999)의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
었다. 과거의 교원 수급 계획은 정교한 통계 모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이 연구는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과 자기회귀 누적이동평균(ARIMA) 모형을 활용하여 10년 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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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2009년)의 초･중등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초등교원의 경우 단기적인 부족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요보
다 공급이 30%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중등교원의 공급 초과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사범계 대학생들의 교직과정 이수 제한,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 억제, 사범계 대학의 정원 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조동섭과 동료 연구자들(2003)은 10년간(2003년~2012년)의 초등교원 수요를 예측하
고 초등교원 양성체제를 분석하여 교원의 공급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
누적이동 평균법, 지수평활법을 활용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라는 정책 변인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점진적 감축,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 수의 탄력적 조정, 계약제 교원의 활용, 명예 퇴직 희망 교사의 감축 유도, 학급
담임보조 교사제 활용 등을 단기적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교원양성체
제의 재구조화, 종합교원양성대학 발전 방안 수립, 초･중등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
원자격제도의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조동섭 외, 2003: 99-103).
김이경과 동료 연구자들(2006)의 연구는 15년간(2006년~2020년)의 초･중･고 교원 수
요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터하여 교원 배치 및 교원 정원 관리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
다. 예측 방법으로는 각 시･군의 연령별 인구수 예측값에 기초하여 각 학교급별 학령 인
구수를 산출하고 학생수 및 재학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학생 수 예측값을 기초로 각 시･
도의 학교급별 학급 수 및 교원수를 예측하였다. 예측에 활용한 정책변수는 교육인적자원
부가 수립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 교원수업시수 감축 계획, 토요 휴무제 등이다. 예
측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5,000명 내외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기
존 수급 체제 하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므로, 양성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
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 관리 정책의 부재로 인해 교
육여건이나 교육행정 수요와는 무관하게 정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교원 정원 관리권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상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교사 수요 규모와 행정
자치부의 자체 검토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수급계획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수가 매년 시･도별 학생 수용 계획에 근거하여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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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인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정확한 수요 추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박
영숙 외, 2007a: 4). 박영숙 외(2007)는 이러한 보완 요구를 토대로 국가인적자원개발계
획과의 연계 하에 중장기 수급 계획 및 관리에 효과적인 수급 모형을 정립하였다. 이어서
교육 국제경쟁력 제고의 평가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반영하여 국가 수준에서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도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교원 인력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에 의한 교원 수급 추정 모형을 보완하였고, 유치원교사
및 특수교사, 학교시설 및 관리직 교원, 비교과 교원 수급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급별 교원 규모 추정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정책 개선 목표와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
출 절차의 객관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육부의 ‘2007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영 외, 2011). 이영 외(2011)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인구 이동을 감안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에 따라 학생 수 및 교원 수가 다르게 추정된다는
가정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교육지원청별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정하였다. 공립학교에
필요한 교원수에 초점을 두고 추정하였는데, 이는 중등학교에서 공립학교의 비중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국가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매년 과목
별 퇴직자와 과목별 신규채용자 추세를 분석하여 예측 모형을 만들되, 매년 정책 변수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최지희 외(2009)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비롯한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교장･교감, 비
교과 교원, 학교시설 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교원 수급을 전망하고, 그 결과가 교원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
원 수를 추정했는데, 국･공･사립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범위는 지
역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 하였다.
정바울 외(2013)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교육 인력 수급 연구’는 현재의 학교 인
력 구성 및 구조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는 학교 인력
구조를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 교육 인력에는 관리직, 교사
(교과 및 비교과), 교수지원, 방과후강사(초등의 경우 보육 포함), 전문 지원, 행정 지원
(교무, 일반), 기능 지원이 포함되었다. 이중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에 국한하여 2020년
까지 향후 5년간의 전망치가 추정되었는데, 추정 결과 초등교원의 확충이 중등교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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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가량 큰 규모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교과별, 지역별 수요 예측은 다루지 않
았다.
박현정 외(2013)는 2014~2025년간 초중등교원의 수급을 전망하고 교원을 적정 수준으
로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2030년까지 학생수를 추계하고, 교원 수급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여 2014~2015년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어
서 이 기간 동안의 예측 연도별 신규채용 규모를 추정하고, 교원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 규모별로 교원을 배치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교사1인당 학생수가 아니라 ‘학급수’를 기
준으로 교원 수요를 예측했다는 점, 2013년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주당 수업시간
수를 기초로 예측했다는 점, 정부의 교원 수급 목표를 반영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급별･학교규모별로 교원 배치 모형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공은배 외(2013)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초･중등교육에
소요될 재정을 전망하기 위해, 2013~2017년간 학생수, 교원수, 학급수, 학교수 등을 추
정하였다. 이 연구는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설립별, 시･군･구별 교
원수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 방법은 먼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학생수를 추정하고,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지표를 활용하여 교원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학급수를 추정
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수를 추정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지방교육재
정소요를 추정하였다.
가장 최근에 김왕준 외(2014)는 초등교원 양성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자들은
먼저 학령인구와 퇴직교원수와 목적형 양성체제 등 초등교원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탐색하고, 초등교원 법적 정원의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 초등교원 양성의 적정 규모
를 추정하였다. 추정 기간은 2014~2015년이며, 추정 방법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초로
하였다.
특수교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요를 예측하기도 했다. 전병운 외(2013)는 특수교육대
상 학생 수에 따라 2022년까지의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값을 산출하였다. 수요 예측은
2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하였다. 첫째,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과거 추이에 따라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2008년과 201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심사가 필요한 학생과 취학유예 아동 등 특수교육이 실제 필요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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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수를 반영하여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예측 결과 첫째 시나리오에 근거해서는 특수교원
의 수가 2022년 25,079명(2012년 대비 8,352명 증가)으로 예측되었고, 둘째 시나리오에
근거해서는 2022년 40,222명(2012년 대비 23,495명 증가)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퇴직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학교 과정별, 지역별 교원
수는 산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연구도 있다. 박영숙 외
(2007b)는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 성과 목표로 설정된 교육서비스업 인력
의 중･장기 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국･
공･사립 교육기관과 성인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을 교육 서
비스업이라 통칭하였다(박영숙 외, 2007b: 13).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해야 할 정
책 목표로 수급 인력의 분류체계 확립, 수급 규모 전망 및 안정적 확보, 인력 구조개선 및
배치기준 개발, 인력 수요 조사 및 수급 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 수급 관리 전담체계의
확립 및 전문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 서비스업 인력 체계의 총체적인 분류(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원 수요 예측은 연구자 개인의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김현철(2002), 김병주, 오
영수(2002), 차양은･서지영･이병렬(2003)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현철(2002)은 시계열 회
귀분석 모형과 지수평활 모형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2003년~2012년 총 초등교원
수 예측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 연구는 교원의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 정책 변화 요인뿐만 아니라 분석 방
법에 따라서도 교원의 수요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예측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병주와 오영수(2002)는 중등교원 수급에 초점을 맞추어 예측치를 전망하였다. 이들
은 교원의 수급은 다양한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교원 수급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
함을 지적하면서, 통계적 추정방법과 정책적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한 값을 서로 비교
하였다. 통계적 추정방법은 ARIMA 모형과 FORECAST 추정방법의 두 가지를 사용하여
예측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추정 기간은 2003년~2010년간이다. 분석 결과 두 통
계 기법 간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고, 정책적 추정에 의한 결과는 두 추정치 간에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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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각 기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차양은･서지영･이병렬(2003)은 신규임용 교원 수를 통해 중등 교원 수요를 예측하였
고,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를 기준으로 삼아 교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담
당 교원 수의 공급 예측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대개 연구의 한계점으로 수요 예측이 정교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못하
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교원 수요 예측 시 퇴임교원 및 기간제 교사 수를 고려
하지 않았거나(전병운 외, 2013), 교원의 지역별, 교과별 예측을 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
았거나(정바울 외, 2013; 전병운 외, 2013) 교과별 교원 수요 예측을 했어도 정책 변인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측치가 부정확하다는(이영 외, 2011) 한계를 언급하였다.
한편 이러한 연구를 발주한 기관을 살펴보면, 총 12종의 연구보고서 중 10종이 교육부
의 정책 연구이고, 1종은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의 정책 연구이고, 1종은 한국교육개
발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였다. 정책 연구의 경우, 교원 수급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나 특정 단체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
특수교육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에 연구 과제를 수탁
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수급에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이고 안정화된 시
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 실행에 앞서 필요할 때마다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교원 수급에 관한 이론적 검토
교원 수급에 관련한 선행 연구물 중에서는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인 탐색,
교원 수급 관련 쟁점 탐색 등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 논문들이 일부 발견된다. 교원 수급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며, 정책연구보고서보다는 연구자 개인이 연구
한 논문에서 주로 발견되었다(박남기, 2004; 신현석, 2001;. 천세영･김병윤, 2012).
신현석(2001)과 천세윤･김병윤(2012)은 기존의 교원수급과 관련된 정책을 점검하였다.
신현석(2001)은 7･20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정부의 교원 증원 대책의 쟁점을 교원
20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수급의 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원 수급 정책의 바람직한 대
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교원 수급과 관계된 주요한 쟁점 사항으로 교원 수급 정책의 위상
문제, 교원 수급 정책의 합리성 문제, 교원 수급의 양적 균형 문제, 공급되는 교원의 질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공급되는 교원의 질 보증기제 마련, 교원 수급
의 양적 균형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원 수급 계획의
합리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외적 변화 요인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장기
적인 관점에서 교원 수급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 특히 교육 외적 환경 변화 요인
에 따라 교원 수급 예측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 수급 관련 통계 데이터 베이
스 구축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현석이 하나의 교원 정책을 대상으로 논의한 반면에, 천세영과 김병윤(2012)은 다수
의 교원수급 관련 정책들을 대상으로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들은 교원의 수급 조절 문제, 다양한 교육 정책 수요와 교육 인력 충원의 문제,
교육 인력의 효과적 활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원 수급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은, 필요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설정, 교육 여건
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배정 산식 개선 및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조정 권한 부여, 담당교과 전환의 유연성 확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
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부여, 계약제 교원 채용 등 학교장 임용 권한 확대 등이다. 이
연구는 교원 수급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국내 교원 수급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거시적인 교원 수급 정책의 분석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남기(2004)는 교원수급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인의 탐색에 연구의 초점을 맞
추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인을 추
출하고 이를 유형화한 후, 각각의 변인과 초등교원 수요의 관계를 밝히려 하였다. 도출된
교원 수요 관련 정책 변인은 교육 여건 변인(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재
정), 교사 부담 변인(교사의 주당 의무 또는 초과 수업 시수 정책,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비담임 교사 변인(특별교원 배치 및 수업 담당 시수 정책, 교장･감 및 교육전문직 관련 정
책), 소규모 학교 정책(소규모 학교 수 및 복식학급 해소 정책, 초･중등 통합 학교 확대
여부), 교사 복지 관련 정책(연수 휴직 및 해외 파견, 여교사 산휴 정책 변화), 도입이 예
상되는 정책(주5일제 수업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 수석교사제도 도입, 초･중학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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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증 제도), 미래 환경 변화(원격 교육제도 도입, 통일 가능성) 등 총 8개의 범주
다. 이 연구는 교원의 수요와 공급의 예측치가 정책 환경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측치의 정확성 및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가 주요 정책 환경 변인을 법제화하도록 제언하였다.
이상 교원 수급 관련 선행 문헌들의 특징을 연구 주제에 따라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교원 수급 예측치 전망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교원의 유형이 초등 교사, 중등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비교과 교사, 관리직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원의 수급을 전망하였고(김이경 외, 2006; 김현철 외, 2008; 박영
숙 외, 2007a; 이영 외, 2011; 최지희 외, 2009; 박현정 외, 2013 등), 초등 교원 수급에
초점을 맞추거나(김현철, 2002; 조동섭 외, 2003; 김왕준 외, 2014 등), 중등 교원 수급
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김병주･오영수, 2002; 차양은 외, 2003). 차양은 외(2003)
의 연구처럼 중등교원의 교과별 교원 수급을 전망한 것도 있다. 그 외 특수교원 수급(전병
운 외, 2013),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비교과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박영숙 외, 2007b)가 이루어졌으며, 최지희 외(2009), 공은배 외(2013)의 연구
처럼 초･중등교원을 비롯한 비교과 교원, 유치원 및 특수교사, 관리직 교원에 대한 수급
전망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도 있다.
교원 수급을 예측한 선행 연구들의 예측 방법은 통계적 추정 방법과 함께 정책 변인을
고려하고 있다. 정책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계적 추정만으로는 교원 수급을 예측하
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 수급 관련 선행 문헌에서 제시된 통계 변인과 정책 변
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 중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학생 수와 정책변인인 학급당 학생 수, 또는 교원 1인
당 학생 수 등이다. 따라서 교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장래 학생 수 예측값을
사용하는 양적 예측 방법과 장래의 학급당 학생 수(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정책의 시나
리오를 사용하는 질적 예측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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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교원 수급 관련 선행 문헌의 예측대상･변인･방법론
연구명

예측 대상

통계 변인

정책 변인

방법론

김현철(1999)

학교수, 학급수, 학
초등교원 수요 및 공급 생 수, 교육예산, 교 학급당 학생수
사퇴직율

김병주･오영수
(2002)

중등교원(중학교, 일 학교수, 학급수, 학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
ARIMA 모형
반계･실업계고) 수요 생수, 교원수, 퇴직 당 학생수, 교육부의 인
FORECAST
및 공급
교원수
건비 지원

조동섭 외
(2003)

초등교원 수요

차양은 외
(2003)

중등교원 수요 및 공급

ARIMA 모형
지수평활 모형
ARIMA 모형

<교육여건>
교원1인당 학생수, 학급
당 학생수, 교육재정
<교사부담>
주당 의무수업시수, 초
과시수에 대한 정책,
행정업무 부담
<비담임 교사>
교직전담 정책, 특별교
원 배치 및 수업담당시
* 정책변인에
수, 교장(감) 전문직 관
대한 이론적
련 정책
검토
<소규모 학교 정책>
소규모 학교 수, 초중등
통합학교 확대 여부
<교사 복지>
연수휴직, 해외파견, 여
교사 출산휴가
<향후 예상 정책>
주5일제 수업, 수습교사
제, 수석교사제, 초중
통합교사 자격증제도 등

박남기(2004)

김이경 외
(2006)

교원1인당 학생수

ARIMA 모형
지수평활 모형

초중등교원 수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안,
시･군의 연령별 학생 초중고 교사의 적정 수
수
업시수 감축 계획안,
토요 휴무제

Ⅱ. 선행 문헌 분석

23

연구명

예측 대상

초중등교사 수요

유아교육 교사 수요

원아 수, 학급 수, 교
학급당 원아 수
사수

특수교육 교사 수요

특수교사 퇴직자 수

방법론

초중등교사 수요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 수, 출산율, 취
(유아, 특수, 관리직,
학률
비교과 교원)
*영양교사 제도

이영 외(2011)

중등교원 수요
(교과별)

교원1인당 학생수,
2009 개정 교육과정 도
지역별, 연령별 인구 입(학년군, 교과군, 교
수, 학생수, 교사수 과집중이수제),
수석교사제, 교과교실제
등

전병운 외
(2013)

특수교원 수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교원 1인당 특수교
수
육 대상 학생 수

중등교원 수요
(교과별)

교원수, 퇴직교원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업무 부담 완화 정
책, 수석교사제, 교과교
실제, 교원복지 우선 지
원 사업, 방과후 학교,
초등학교 돌봄학교 운
영, 자유학기제, 특수교
사 법정정원 확보 등

박현정 외
(2013)

초중등교원 수요

학생수 변화 및
시도별 국공립 학생 학급당 학생수, 학급당
정책 변수에 따
수, 퇴직(예정)교사 교원수, 교원의 수업시
른 통계 시뮬레
수, 신규채용교사수 수
이션

공은배 외
(2013)

유초중등교원 수요

설립별･시군구별 학
교원1인당 학생 수
생수, 교원수

초등교원 양성 규모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교
학령인구수, 퇴직교 육정상화, 수석교사제,
원수
시간선택제교사제, 교원
법정 정원

정바울 외
(2013)

김왕준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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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인

교원1인당 학생 수,
교육 여건 개선 계획,
학생수, 전년도 교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
수, 진학률
획, 교사수업시수 감축
(주5일제), 전문지원직
확보 등

박영숙 외
(2007a)

최지희 외
(2009)

통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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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이상 살펴본 선행 문헌들은 결론에서 실효성 있는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한 제언 또는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공통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① 교원 수급 예측 모형 개발과 ②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원 시스템 구축은 다시 전담기구 운영, 법제
화, 행정기관별 역할 정립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가. 교원 수급 예측 모형 개발
대부분의 교원수급 관련 선행 문헌들은 보다 정확한 수급 예측을 하고자 나름의 모형
(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교원 수급 모형 개발이 필
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현석(2001: 169)은 교원수급 정책이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즉 질적으로 보장된 교원들을 안정적으로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
수급 모형을 개발,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수급 예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 지원 시스템 구축
1)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교원 수급에 관한 선행 문헌들에서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통한 교원 수급 예측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제안하였다(김현철･김이경･한유경,
2008; 박영숙 외, 2007a; 2007b; 신현석, 2001). 교원 수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전담･관리
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숙 외(2007b)에 의하면,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서는 수급 정책 연구 기능과 수급 규모의 총량 추정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 기반이
필수적이다. 전담 기구는 이러한 연구 기능과 교원 수급 통계 서비스 인프라를 갖춘 조직
이라야 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정책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대응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전담 기구의 연구 기능은 박영숙 외(2007a)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이들은 국
가 수준의 전담 연구 부서가 통계부서와 교원 정책, 학교교육정책과의 연계 하에 국내외
적인 변화 동향을 전망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원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갈

Ⅱ. 선행 문헌 분석

25

것을 제안하였다(박영숙 외, 2007a: 261-262).
선진국의 경우 교원 수급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매년 예측하는 시
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수정,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신설하는 방안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와 같은 기존 조직
에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여 새로운 임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현철･김이경･한유경, 2008). 신현석(2001)도 교원 수급의 양적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
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교육통계 베이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교원 수급 정책 관련 법제화 노력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는 정책적 요인이 교원 수급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
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정책적 상황이 발생하면 통계적 기법에 의한 교원 수요 예측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남기(2004)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추어
적정수의 교사 배출을 위해서 관련 부처에서 최소한 4년 전에 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인을 결정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 행정기관별 역할 정립
교원 수급 예측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단위학교 수준에서 각자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김이경･한유경･김현철, 2006; 차양은･서지영･이병렬, 2003; 천
세영･김병윤, 2012). 국가 수준에서는 교원수요예측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력 수급 계획
을 적절히 하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차양은･서지영･이병렬, 2003; 천
세영･김병윤, 2012).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간 교원 정원의 관리 및 조정 권한이 부여
될 필요가 있다(천세영･김병윤, 2012; 김이경･한유경･김현철, 2006: 220). 예를 들어 독
일에서는 각 주의 교사교육법에 따라 교사를 양성하는 데 ‘특별관리교과교사규정’에 의거
하여 매년 특별히 신규임용 규모를 제한해야 하는 교과를 예고한다. 이와 같이 지역에 필
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여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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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학생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사명감이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교원 수급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학교장의
임용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4) 기타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교원양성체제의 개선 및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박
영숙 외, 2007b: 264; 신현석, 2001; 차양은･서지영･이병렬, 2003). 그리고 공급되는 교
원의 질을 보증하는 기제(양성, 자격, 선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신현석, 2001: 169; 차양은･서지영･이병렬, 2003: 314).
박영숙 외(2007b: 264)의 연구에서도 교사직 이외에 학교관리직, 교육전문직 등 다양
한 직렬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양성
체제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형
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인력 분류체계상 이들 인력이 드러나질 않아 수요 규모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 인력의 직무와 연계하여 양성기관
에서 적합성 높은 방향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성기관의 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높다.
이상 선행문헌들의 공통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선행 문헌의 정책적 시사점 종합
구분

주요 내용

예측 모형 개발
전담기구 설치
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 실정에 맞는 교원수급 모형 개발 필요
- 국가 수준 전담 기구 운영
- 수급 추정치 전망 및 연구 기능으로 이원화

법제화

- 수급치 전망 관련 정책변인을 사전 공지하도록 법제화

행정기관 역할 정립

- 국가 수준에서는 기획 및 관리 중심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원 정원 관리 권한 부여

기타

- 교원양성체제의 재구조화
- 교원양성에 대한 질 보증기제를 통한 관리의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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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수급 관리 체계
가. 중앙정부의 교원 수요 및 정원 관리
중앙부처(교육부)에서 교원의 수급을 관리하는 방식은 유치원교사,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 특수교사를 구분하고 있다1). 교원 수요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수요는 유치
원정책과,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는 교원정책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정책과에서 관리하
고 있다. 반면 교원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교사 양성, 자격, 연수 등에 대해서는
교원복지연수과가 관리하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정책과
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교원 수요 관리는 주로 정원 관리와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
앙부처에서는 법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배정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정원을 배정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 현황을 유치원 교사,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원의 수요 및 정원 관리 체계
유치원 교원의 수급 체계는 ｢유아교육법시행령｣(2014.8.7.)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
원의 배치 기준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2013.3.23.)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다.
먼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는 유치원 교원의 배치 기준을 원장･원감 외에 학급
1)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특수교사와 다른 수급체제 및 정원 배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이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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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서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직교사
와 수석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표 Ⅲ-1> 유치원 교원 배치 기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2014. 8. 7.)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
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4.20.>
④ 유치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1학급 이하의
유치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 1명
2.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 2명
3. 12학급 이상의 유치원: 3명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정하고, 유치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0.25.]

유치원 교원의 수급을 다루는 다른 법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3.23.) 제2조 제1호이다. 여기에서는 유
치원 교원의 정원 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는 원장과 원감의 정원에 대
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정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은 시･도별 공립 유치원 원아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로 나눈 값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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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는 국가 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수(전년도 4월 1일자
기준 공립 유치원 총 원아수÷공립 유치원 교사 총 정원)와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군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
여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이며, 보정지
수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로 보정한
지수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을 계산한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한
다.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한다. 이렇게 배정한
후에 남는 잔여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 효율화 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 교사 정원 비율
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
<표 Ⅲ-2>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구분

배정 기준

1. 원장
및 원감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增員)된 범위 내에서 증원 배정하고, 단설유치
원이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減員) 배정

2. 교사

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
해야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감원 규모가 전년
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
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유치원 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도별 배정 교사정원 = 시･도별 공립 유치원 원아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역군별 교사 1인당 원아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수* +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
정지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원아수 = 공립 유치원 총 원아수(전년도 4월 1일 기준) / 공립 유치원 교사
총 정원
** 지역군: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
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
*** 보정지수: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원아수, 원아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로 보정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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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호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교사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
화 실적)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유치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수, 전년도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
환 시 특채한 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3.23.) 제2조 제1호

2)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의 수요 및 정원 관리 체계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의 수요 및 정원 관리 체계는 2013년 2월 15일 ｢초･중등교육법시
행령｣ 개정 전까지는 유치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배치 기준과 정원 배정 기준에 따
라 이루어졌다. 구 시행령(2011.11.23.개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배치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교과전담교사를 0.75명 둘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했었다(제33조 초등학교 교원의 배
치 기준).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하도록 하였다. 보직교
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했었다(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두고,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하도록 했으며, 3학급마
다 실업과 담당교사를 추가로 두도록 했었다. 보직교사의 배치기준도 함께 규정했었다.

<표 Ⅲ-3> 구 초등 및 중등 교원 배치 기준
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3~35조(2013.2.15.이전)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
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
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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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
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2008.2.29., 2011.11.23.>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명이내
3. 18학급이상 23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명이내
4. 24학급 이상 29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30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10명 이내
6.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2명 이내
7. 5학급 이하인 학교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⑥ 초등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립학교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
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9조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신설 2011.11.23.>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 중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
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명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11.23.>
1.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6학급 이상 8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3명
3.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5명 이내
4. 12학급 이상 17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8명 이내
5.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11명 이내
6. 2학급 이하의 분교장에는 1명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
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국립학교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2008.2.29., 2011.9.6.>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
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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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 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 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 이내
⑤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04.2.17.>

그러나 이러한 각급학교 교원 배치에 대한 사항은 2012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4
항(2013. 3. 23. 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에 위임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교원
의 정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
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현재 초등 및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교원 수요 업무는 정원 관리만 남게 되었다. 이는 초등 및 중등
교원의 배치가 시･도의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우므로, 시･도
교육감이 지역 사정에 맞게 교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표 Ⅲ-4> 신 초등 및 중등 교원 배치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
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
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초등 및 중등 교원의 정원 배정 기준은 유치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에 따르고 있다. 이 배정 기준에 따르면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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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고(중등학교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우선 배정),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
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 감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도별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 정원의 1퍼센트보다 적을 경우 전년도 시･도별 교사 정원의 1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에도 남는 정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
청의 정원 효율화 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5>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초등학교, 중등학교 )
구분

배정기준

교장
및
교감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 내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교사

가.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우선배정(연도별 배치계획에 따라 학교 비율로 배정)하고 남는
정원을)‘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교사정원과 비교하여 증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라. 시･도별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정원의 1퍼센트보다 적을 경우 전년도 시･도별 교사
정원의 1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배정
마. 라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은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

* 출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별표2]와 [별표3]을 재구성

교사 정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초등/
중등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이 때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와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국가수준의 교사 1이당 학
생수는 총 공립 초등/중등 학생수(전년도 4월 1일 기준)를 공립 초등/중등 교사 총 정원
수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군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고, 이에 따른 보정지수를 적용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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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교사 정원 계산식
▪시･도별 배정 교사정원 = 시･도별 공립 초등학생수/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
(※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 총 공립 초등학생수(전년도 4월 1일 기준)/공립 초등학교 교사 총 정원
** 지역군: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
*** 보정지수(지역군별) [초등]
구분

1지역군

시･도

경기

보정지수

+2.7

2지역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7

3지역군
경남,
제주
-1.0

4지역군
충북, 충남,
전북
-2.0

5지역군
강원, 전남,
경북
-3.0

3지역군
경남,
제주
-0.3

4지역군
충북, 충남,
전북
-1.0

5지역군
강원, 전남,
경북
-3.5

*** 보정지수(지역군별) [중등]
구분

1지역군

시･도

경기

보정지수

+2.2

2지역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7

※ 지역군 및 보정지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
* 출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별표2]와 [별표3]을 재구성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경기)은 +2.7, 2지역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0.7, 3지역군(경남, 제주) -1.0, 4지역군(충북, 충남, 전북) –2.0, 5지역
군(강원, 전남, 경북) -3.0을 적용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1지역군 +2.2, 2지역군 +0.7,
3지역군 –0.3, 4지역군 –1.0, 5지역군 –3.5을 적용한다.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은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에 잔여정원을 각 시･도교육
청별 정원 효율화 실적의 합을 나눈 값으로 정한다. 정원 효율화 실적은, 초등의 경우 전
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할 때 특채한
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을 의미한다. 중등
의 경우는 여기에 학교 체제 개편이 포함된다. 학교 체제 개편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농
생명산업･공업･상업정보･수산해운･가사실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구 종합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개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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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기준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정원/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정원효율화 실적(초등):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정원효율화 실적(중등):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수, 전년도 학교 체제 개편[특성화고등학교와 농생명산업･공업･상업정보･수산해운･가
사실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구 종합고등학교)
의 일반고등학교로의 개편 등을 말한다]으로 특채한 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출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3.23.)
[별표2]와 [별표3]을 재구성

3) 특수학교 교원의 수요 및 정원 관리 체계
특수학교 교원의 수급 체계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2014.8.7.)에 따라 ｢장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에 의해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3.23.)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원 배정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표 Ⅲ-8> 특수학교 교원 배치 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2014. 8. 7.)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
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
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 특수교육지원센
터의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
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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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Ⅲ-9> 특수학교 교원 배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2013. 3. 23.)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
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표 Ⅲ-10>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2013. 12. 30.)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2013.3.23.) 제2조 제4호에서는 특수학교 교원의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특수학교에 교장과 교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고 3학급 이상인 분교
장에는 교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정원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정된다. 다만,
총 정원이 증원되었을 경우에는 증원된 정원의 범위에서 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 시･도에
신설학교 소요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별 특수교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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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시･도별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지역군별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정해진다. 이 때 지역군별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국가 수준의 특수교
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전년도 4월 1일자 기준 공립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수÷공
립 특수교사 총 정원)와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의 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군은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특
수교육대상 학생수, 학생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이다. 보정지수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1이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로 보정한
지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시･도별 배정 교사 정원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정원과 비교하
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만 증감한다. 다만,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배정 후 남
는 잔여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 효율화 실적을 고려하여 추가 배
정하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
원 규모를 조정한다.

<표 Ⅲ-11>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및 교감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가.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다만, 총 정원이
증원되었을 경우에는 증원된 정원의 범위에서 학교 신설 계획이 있는 시･도에 신설학교 소요
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
2. 교사
감해야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감원 규모가 전
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
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도별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지역군별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
상 학생수(※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역군별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 해당
시･도가 속한 지역군**의 보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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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준의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 공립 총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전년도 4월 1일 기준) /
공립 특수교사 총 정원
** 지역군: 지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
생수, 학생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묶은 것
*** 보정지수: 매년 교육부장관이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학생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군별 보
정지수를 결정
2. 제2호다목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시･도별 추가 배정 정원 = 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 (잔여 정원/∑시･도교육청별 정원효율
화 실적)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 출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3.3.23.) 제2조
제4호)

4) 교원 정원 소요 현황의 관리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유치원 교원, 초등 및 중등교원, 특수교원의 수요 관리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역할은 교원 정원 관리로 볼 수 있다. 총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정원을 배정하
는 것이 교육부의 주된 업무가 되며, 이에 따라 매년 시･도별 교원 정원 소요 현황을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매년 교원 정원 소요 현황을
조사한다. 교원 정원 소요 현황을 위해, 당해 연도 교원 정원과 차년도 교원 소요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차년도 정원을 결정한다. 이 때 당해연도 교원 정원은 각급학교별
로 교육부 배정 정원과 재적인원, 정원 내･외 기간제 교원, 별도정원, 정원 대비 과부족
사유 등을 조사하고, 교원 소요 현황에서는 학교 설･폐에 따른 소요 현황을 조사한다. 그
외에도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퇴직자 현황을 함께 조사한다.

<표 Ⅲ-12> 2014학년도 공립의 각급학교 정･현원 조사 및 2015학년도 소요 정원 현황 조사 내용
구분

내용
2014학년도 공립교원 정･현원 조사표

총괄 현황

공립교원의 2014년 정원 및 2015년 소요 정원 총괄 현황
2014학년도 공립 중등교원 과목별 정현원 현황
2014.4.1. 기준 공립 각급학교(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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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유치원)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초등학교)

교원정원
및
현원현황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중학교)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고등학교)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 (특수학교)
2014학년도 교원 정원 및 현원 현황 (통합･병설학교)
2015학년도 학교 설･폐 계획에 따른 교원 소요 현황(총괄)
유치원 설･폐 계획 및 교원소요현황

설･폐
및
교원소요현황

초등학교 설･폐 및 교원소요현황
중학교 설･폐 및 교원소요현황
고등학교 설･폐 및 교원소요현황
특수학교 설･폐 및 교원소요현황

기간제교원 현황
퇴직교원 현황

2014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
2014-2015학년도 퇴직(예정)자 현황

※ 출처 : 교육부(2015)

나.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요 및 정원 관리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학생 및 교원 소요 계획 수립
우리나라의 교원 수요 관리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은 정원 관리에 있지만, 교
원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정된 정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역할은 시･도교
육청이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교원 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해야 한다. 우
리나라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시･도교육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조)이 5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3조).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용 계획과 교원 수요 예측이 수반되어야 한다.
학생 수요에 대해서, 초등 및 중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시･
도교육감이 관할 학교에 대한 배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역시 동법 제51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교육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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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생 배치 계획과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가 결정되므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소요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Ⅲ-1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규정
｢지방재정법｣(2014.5.28. 일부개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
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
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안전행정
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안전행정부
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3.23., 2014.5.28.> [전문개정 2011.8.4.]

<표 Ⅲ-14> 학급수･학생수 및 학생배치계획의 교육감 위임 규정
｢초･중등교육법｣(2014.8.6. 개정)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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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교원 수요 예측은 정밀하게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급별 중기학생 배치계획
을 수립하여 중기 교원 수요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2014년에 2014~2018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 학생 배치 계획(2014. 8.)을
수립하여 중기 교원 수요를 계획한다. 이 때 교원 배치를 위한 중기(5년) 학급편성기준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감소시키는 계획으로 학급수를 예측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학급편성 기준은 2014년 학급당 29명에서 이후 매년 1명씩 감소하여 2018년
학급당 25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2014년 27명에서 2018년 23명, 자율
학교의 경우 2014년 26명에서 2018년 22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 하에 향후
4년간 총 230개의 학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원 수요가 필요하다고 산정한다.
이와 같은 교원 수요 계획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울산교
육청의 경우에도 중기(5년)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교원 수요를 파악한다.
이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출생 아동 수 현황,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 공동주택 사업
승인 현황, 학생 수용 여건 분석 및 추진 방향, OECD 국가 상위 수준 감축 계획에 따른
급당 편성 기준, 학교 신설･증설･통합･이설 계획 등이다(울산광역시교육청, 2014. 9.).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매년 교원 소요를 추정하지만 지역이 넓고 신도시 개발 등 지역
변동 요인이 많아, 매년 향후 2년간의 수요만 추정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9.).
<표 Ⅲ-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중기(2014~2018) 학급편성기준 계획(안 )
단위 : 명 / 학급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동지역

29

28

27

26

25

읍면지역

27

26

25

24

23

자율학교

26

25

24

23

22

학생수

37,419

37,497

37,289

37,461

38,115

학급수

1,637

1,681

1,730

1,782

1,867

학급수 증감(누계)

0

+44

+49(+93)

+52(+145)

+85(+230)

복식(2복식)
학급편성기준

2학년 합하여
8명 이하

* 출처 :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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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중기 교원 수요 예측은 그 세밀함이 부족하다.
시･도별 교원 수요의 중･장기 예측을 위해서는 학령인구, 향후 학생수 변화 추이, 지역개
발, 학생 수용 여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 학교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
지만 대부분의 중･장기 교원 수요 예측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가정하고 이루어지고 있
다. 울산광역시교육청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가정하여 중･장기 수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
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시･도별 교원 배정 정원이 시･도별 전년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정책적 조치 없이는 교원 정원의 증원 폭이 크지 않
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가정한 중기 수요 계획과 실질적인 배정 인원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시･도별 교원 배치 계획의 수립
각급학교 교원 배치에 대한 사항은 2012년부터 ｢초중등교육법｣ 제19조4항(2013. 3. 23.
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에 위임되어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교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시도교육감
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의 교원 배치 기준은 국가 수준의 교원 정원 배정 기준과 달리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중등교원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중학교
는 학급수×1.6명(반올림)의 인원만큼 교원을 배치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급수×1.95
명(반올림)만큼 배치한다. 농업계, 공업계, 외국어고등학교는 학급수×2.15명(반올림)만
큼 교원을 배치하고, 상업계 고등학교 학급수×2.05명(반올림)만큼 배치한다. 아울러 기
타 단위학교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한 증치 인원을 배정하고, 9학급 미만 학교는 3학급을
최소 기준으로 교사 8명을 배치하고, 1학급당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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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원 배치 기준
구분
학급수

중 학 교

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계

교사

교감

교장

계

3

8

1

1

10

9

1

1

11

4

9

1

1

11

11

1

1

13

5

10

1

1

12

13

1

1

15

6

11

1

1

13

14

1

1

16

7

12

1

1

14

15

1

1

17

8

13

1

1

15

16

1

1

18

9학급
이상교

※ 교장, 교감 외
교사수 = 학급수 × 1.6 (반올림)

※ 교장, 교감 외
인문계교사수 : 학급당 1.95
농업계교사수 : 〃 2.15
공업계교사수 : 〃 2.15
상업계교사수 : 〃 2.05
외국어고교사수 : 〃 2.15
특성화고(종합고) : 계열별 학급당 위 비율
적용 후 합산

특수

-중 학 교 : 학급수 × 1명(3학급 이상 설치 학교 1명 추가 배치)
-고등학교 : 학급수 × 1명(학교당 1명 추가 배치. 단, 1학급 학생수 4명 까지는 교사 1명 배치)
-순회학급 : 학급당 1명
-전 공 과 : 학급수 × 2.1명

보건

18학급 이상 , 특목고, 특수학급 설치교, 병설학교의 중, 고교 중 1교

교감

43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복수교감 배치(특수학급제외)

진로진학

3~8학급 학교는 배정 기준에서 1명을 더하고, 9학급 이상의 학교는 계산식에 0.5를 더하여
산정(소수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수석교사

배치교의 경우 산정된 정원에 수석교사 1명을 더하여 총정원 산정

※ 경기과학고, 경기북과학고 : 학급수 × 3 + 1(사감 TO)로 배치하고 있음
- 2009.9.1자 경기북과학고등학교에 입학사정관 TO 1명 증치함[학급수 × 3 + 2]
※ 여주자영농고는 학급수가 43학급 미만이나, 복수교감을 배치함
※ 경기대명고(6학급) : 경기도배치기준(14명) + 3+1(대안교육위탁학급)
※ 외국어고등학교 : 학급수×2.15+1(2010.6.18자 입학사정관 TO 1명 증치)
※ 경기체고 : 학급수×3+3 또는 학급수×2.15 + 종목수 + 1 [종목수 : 10종목]
※ 경기예고 : 학급수×2.15
※ 마이스터고(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 학급수×2.15 + 학과당 1(수원하이텍고 3과, 평택기계공고 4과)
※ 한국애니고 : 9+(학급수-3)×2+학급수/3
※ 국제고등학교(2011.3.1.) : 학급수×2.60+1(2011.3.1자 적용, 입학사정관 TO 1명 증치)
※ 교사 배치기준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기준임
* 출처 : 경기도교육청(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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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중등교원의 배치는, 중학교가 학급당 1.560명, 일반계,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가 1.940명, 상업계 고등학교 1.917명, 과학고, 마이스터고 2.8
명, 외국어고 2.3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학교의 경우 3학급 이하는
교과교사 4명 증배, 4학급 이상 6학급 이하 3명 증배, 7학급 이상 10학급 미만은 2명 증
배하여 배치하고 있다.

<표 Ⅲ-17> 울산광역시교육청 교과교사 배치 기준

고등학교

구 분

2014학년도

2013학년도

2012학년도

중학교

1.560

1.553

1.540

일반계

1.940

1.923

1.961

상업계

1.917

1.923

1.961

농업계･공업계

1.940

1.973

2.030

과학고

2.8

2.8

2.9

외국어고

2.3

2.4

2.5

마이스터고

2.8

2.8

2.8

특목고

* 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2014. 9.)

초등교원 배치는 기본적으로 학급당 1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마다 교장과 교감을 배치하되, 6학급 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 담
임교사는 학급당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별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전담교사 0.75명
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있다(울산광역시교육청, 2014.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장은 1교 1명을 배치하고 초등학교-중학교 통합
학교에는 중등 교감을 배치하고 있다. 교감은 1교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6학급 이상
분교장에는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배치하고, 5학급 이하 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통
합학교 교감은 초등교장이 없는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 또한 43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교감
1명을 더 배치한다. 초등교원의 배치는 학급당 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고, 학교별 3학년 이
상 3학급마다 전담교사를 0.76명 배치하고 있다. 단, 2학급 이하의 본교 및 분교장에는 교
과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수석교사는 인사구역을 안배하여 복수 교감이 배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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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학교 중 학급수가 많은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9.).
이처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원 수급 관리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2013년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35조의 교원 배치 기준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
학교의 경우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유형과 학교의 학급 규모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2. 교원 수급 체제의 쟁점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 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전망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과 쟁점에는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문제, 제도적･법적 기반 문제, 교원 정원 관련 쟁점, 시･도교육
청 내 교원 배치상의 난점,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와 쟁점에 대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문제
1) 교원 수요에 대한 상이한 정책적 접근
최근 우리나라 교원 수급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측면의 서로 상반된 방향으
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교육 여건 개선 측면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원의
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한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 기
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정책 관련 국정 과
제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
가제도 개선과 아울러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주요 계획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협동 2013. 5. 28.). 교육부는 이를 위하여 2013년 4월 22일에서 5월 15일
까지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4. 22.).
둘째는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교원 수 산출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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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외의 부문에서 제기하는 사항으로, 학생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학생 인구 감소에 따른 적
정 교원 수를 산출하여 교원 수급을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로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논리로서,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와
지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그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정부 재정이 펑
크가 나고 지방재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때 정부부처의 안행부나 기재부의
논리가, 설사 OECD 기준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지금 교사
를 늘려놓으면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곤란하다) … 이 논리를 가지고 정원을 거의
늘려주지 않았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이 나면 상담교사를 늘려주
고,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유치원교사를 늘려주고, 이렇게 조금씩... 그다음에 땜방이라도 해야 하
나, 수석교사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부 교사를 증원을 시켜주고, 이런 정도였지,
전체 수급 계획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증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014. 7.
24. 교육부 관계자 면담)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학 연령 인구는 2013년 현재 7,939,554명으로
2000년 대비 77.9%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6,805,087명으로 2000년 대비
66.8%, 2013년 대비 85.7%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또한 교사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2011년 OECD 평균(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으나(2011년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그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표

Ⅲ-18> 참조).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안행부와 기재부에는 교원의 증원에 대해 소극적이다. 비록 교육
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수급을 강
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 교
육부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는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교육부,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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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인구추계임.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2) 재구성.

[그림 Ⅲ-1] 연도별 취학 연령 인구 추이 (2000~2020)

<표 Ⅲ-18> 교사 1인당 학생수(OECD 기준 )
구분

초등학교
(초등교육)

중학교
(전기중등교육)

고등학교
(후기중등교육)

OECD 평균(2011년)

15.4

13.3

13.9

한국 평균(2011년)

19.6

18.8

15.8

한국 평균(2013년)

17.3

17.5

15.1

※ OECD 기준 교사는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 퇴직교원은 제외되어 있으며, 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어 있음.
출처 : 2011년 OECD 및 한국 평균 – OECD(2013: 389), 2013년 한국 평균 – 교육통계DB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비록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생 지도 부담과
행정부담 등 교원의 교육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비도시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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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교 운영을 위한 최소 교원 수는 확보되어야 하고, 학급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 배치 기준을 고려할 때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줄어들기 때문에 중등교원 늘릴 수 없다, 정원
자체가 과거의 생각으로 그대로 답습되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교원의 행정부담 증가, 학생지도
부담 등)에 직시하고 새롭게 재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C(경기)교육청 관계자, 2014. 9.
17. 면담)
“지금도 학생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전남, 전북 교육청에서 굉장히 지금도
반발하고, 6-7년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는 (학생이) 계속적으로 줄
어요. 근데 학교는 유지를 해야 돼요. …(중략)… 현실적으로 면단위지역의 시골학교에 가면 학교
가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버리면 그 지역은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현실
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2014. 7. 24. 교육부 관계자 면담)

이와 같이 교원 수급 정책 방향이 안행부/기재부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의 수립에 장애가 된다. 한쪽
에서는 정원 유지 또는 축소 정책을 주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에 따른
정원 확대를 계획하기 때문에,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없게 되고,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교원의 수요-공급 조절 정책의 부재
교원 수급 정책 측면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
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의 수요와 공급은 <표 Ⅲ-19>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 중등교원에서 신규채용과 자격증 신규 발급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가령 2013년
중등교원의 경우 자격증 신규 발급 대비 신규 채용 교원 비율은 17.8%로 큰 불균형을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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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연도별 교사자격증 신규 발급 및 신규 채용 현황
연도

자격증 신규 발급(A)
초등
중등
(정교사2급)
(정교사 2급)

신규채용(B)

비율(B/A)

초등교원

중등교원

초등교원

중등교원

2000

7,778

24,195

7,588

5,269

97.6

21.8

2001

10,339

23,828

9,348

2,975

90.4

12.5

2002

6,517

23,142

5,515

4,305

84.6

18.6

2003

5,684

23,078

7,767

5,058

136.6

21.9

2004

7,538

22,255

7,263

4,140

96.4

18.6

2005

5,894

22,956

6,400

3,177

108.6

13.8

2006

6,378

21,674

6,218

4,333

97.5

20.0

2007

6,265

22,968

6,416

2,726

102.4

11.9

2008

7,298

21,799

7,889

3,495

108.1

16.0

2009

6,516

16,718

5,871

2,743

90.1

16.4

2010

5,596

17,091

5,018

2,275

89.7

13.3

2011

5,646

18,460

5,538

1,782

98.1

9.7

2012

5,423

16,972

6,327

2,016

116.7

11.9

2013

5,636

15,935

6,607

2,842

117.2

17.8

출처 : 교육통계DB

이러한 수요-공급의 큰 편차는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 측면에서 더 많은 문제점을 드
러낸다. 수요 측면에서는 교원 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인 수급 전망이 큰 쟁점이 되지 못한다.

나. 제도적･법적 기반 문제
1) 중･장기 교원 수요 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법령 모호
우리나라에서 교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특정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명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은 필요하나, 이마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수요 관련 법령은 교원의 정원 배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 배치(｢초･중등교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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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조에 따른 시･도교육감 위임)에 대한 것뿐이다.
이렇듯 교원의 중･장기 소요 계획에 대한 법령은 지방교육재정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상
필요할 뿐, 학교 교육을 위해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속력이 부족하다. 관련 법령 상 교육부는 정원 배정이 주된 교원 수요 관리
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역시 교원의 배치가 주요 기능이다. 이
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는 교원의 수요 예측이 정밀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2) 교원 수요 및 공급 관련 부서의 분산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도 교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
다. 교원 수급 관리는 유치원 교사, 초등 및 중등교사, 특수교사 등이 각각 유아교육정책
과, 교원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에 나누어져 있다. 담당 인력도 유아교육정책과 특수교육
정책과는 각각 연구관 1명, 교원정책과는 서기관 1명과 주무관 1명 등 2명이 교원 수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교원 양성 관련해서는 교원복지연수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비 교원의 배출과 관련한 대학의 정원 업무는 대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원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인 교원 수급 예측을 어렵게 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원 수요 관리 및 정원 배치와 관련하여, 초등교원과 중등교
원에 대하여 대체로 각각 1명의 장학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
청 교원수급정책 담당자가 1년 내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헌신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한 전문성 및 지원 기구의 부재
교원 수급에 대한 전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체계에 행정적･제도
적･법적 이해와 수요 예측을 위한 통계적학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
육부나 시･도교육청는 장기적인 교원 수급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배
치 인력도 교육부에는 행정직, 시･도교육청에는 장학사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적 전
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나, 통계학적 전문성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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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통계학적 전문성을 보완해 줄 지원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어 이러한 전
문성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부의 주문 내용과 담당하는 연구자에 따라 그 접
근 방식이나 예측 방식이 달라서, 일관성 있는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법률 구조상 교원의 중･장기 수요 예측을 담당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에서
는 이에 대해 지원하는 인력이나 기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 교원 정원 배정 관련 쟁점
1) 교원 정원 배정 기준과 배치 기준의 상이
교원의 정원 배정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이 시･도교육
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배치 기준과 상이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원 정
원 배정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학급당 교원수로 산출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배치 기준과 달라, 실제 교원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급 및 교육과정 운영(중등의 경우)을 위한 최소 교원수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
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계산하면 전체적인 규모만 정해질 뿐 실제 배치 기준과는 달라지
게 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실제 학급당 교원수가 달라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
청에서는 배정된 정원에 비해 실제 소요되는 인원이 많아서 정원 부족을 호소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채용으로 그 부족
분을 메우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배정된 인원에 맞추어 교원을 배치해야 하는 어
려움이 있다. 이러한 교원 정원 배정과 교원 배치 간의 불일치로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
원 수요 파악은 크게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다 아시겠지만 그게 2006년도부터 논의가 되가지고 2007년경에 3개 부처가 합의를 했습니
다. 기재부,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는 안행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때 그
학급당 학생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산출기준을 바꿔보자. 그 이유는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고 학급수는 학생수 감소 폭만큼 줄어들지 않아 약간 허수가 발생할 것 같
다.” (2014. 7. 24. 교육부 관계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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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 게 1인당 학생수로 배정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급수
단위로 배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결국 정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농･
어촌 소규모 학교는 한 학급에 6-7명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수업시수는 똑같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교
사 정원은 많이 늘지 않지만 모든 시도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학생수
는 계속 줄어요.” (B(충남)교육청 관계자, 2014. 9. 17. 면담)

또한 교원 소요 정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연도 배정 인원과 차년도 추가 소요
정원을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다양한 정책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
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2) 교원 정원의 범위 설정 문제
교원 정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교육부가 특정 교육 정책에 따른 수요
가 발생할 경우, 그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부는 특정 교육
정책에 따른 별도 수요를 전체 교원 수에 포함하여 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교육
정책 사업에 따른 교원 수요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줄어들어 교원의 수업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자유학기제, 진로상담교사,
수석교사 등 각종 교육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교원을 배치할 경우, 전체 교원수 안에서
교원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업 담당교사의 수업 부담은 가중된다. 따
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수 배정 기준을 특수교사나 영양교사, 보건교사처럼 별도
의 정원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수석교사제, 진로상담교사, 저희가 늘 힘든 게 진로진학상담교사입니다. …(중략)… 그 분이
오셨지만 수업만 더 많아지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슈화된 부분을 해
결하기 위해 도입할 때에는 별도 정원으로 달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략)… 또 이
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자유학기제가 확대되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
면 교원의 수업시수 자체가 평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이
많이 필요하죠.” (C(경기)교육청 관계자, 2014. 9. 17. 면담)
“교육 정책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등학교 쪽에 적용되는 사업이 많아요.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 중등은 수시로 변해요. 진로진학상담교사 4개년 동안 배치했는데 충남이 진로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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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가 공립만 221명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 수업을 10시간미만 수업하거든요. 이 사람들
하면서 정원을 거의 안 줬어요. 수석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적게 담당하는 분들이 늘어났
는데, 거기에 따른 교과교사 정원을 안 늘려줘서 수업시수가 늘었죠. 사실 수석교사나 진로진학
상담교사 처음 시작할 때는 정원을 준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안행부에서 안 해주니까 못하
겠죠. 교과교사들 환경이 열악해졌어요.” (B(충남)교육청 관계자, 2014. 9. 17. 면담)

3) 시･도교육청별 정원 차등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지수의 적절성 문제
교원의 정원 배정과 관련한 세 번째 쟁점은, 국가 수준에서 시･도별로 정원을 차등 배정
하기 위한 보정지수의 적절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수준의 정원 배정 기준은 지
역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밀도 등이 유사한 시･도를 하
나의 지역군으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보정지수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수
를 기준으로 두되 지역별 교육 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정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
러나 지역별 면적은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 학교수가
학급당 학생수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지역별 넓이, 지역내의 학교 숫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법령 제정)
를 거친 보정지수를 만들고, 이 보정지수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 보정지수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보정지수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현실적인 거리
가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정지수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
한 보정지수의 조정은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여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다.

“보정지수와 지역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수정 안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좋은 의
견인데 막상 17개 시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정원문제는 서로의 입장과 환경이 달라서 첨예합
니다.” (B(충남)교육청 관계자, 2014. 9. 17. 면담)
“보정지수가 들어간 이유는 현실적으로 전남하고 경기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은 비슷하지만
학교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틀리고 …(중략)… 지역 간 학교 숫자 지역의 넓이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었는데…. 만든 주체는 교육부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누구도 몰라요. …
(중략)… 이걸 건드려달라고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건드려달라고. 자기네 억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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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다음에 전북도 억울하게 자기는 더 열악한 전남하고 같은 지역군에 묶여야 하는데 왜 4등
급이냐, 5등급으로 내려달라.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 전부 다 5등급 해달라고 할 거예요. 어쨌거
나 교육청 다 모아놓고 합의해서 만든건데. …(중략)… 지금은 이걸 못 건드리죠. …(중략)… 교육
부에서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합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이 남아도는 상태면 모르
겠는데 누구도 양보 안 할 겁니다.” (2014. 7. 24. 교육부 관계자 면담)

4)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정의 및 산출 문제
교원의 정원 배정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계는 크게 두 기준으로 공표되고 있다. 하
나는 매년 8월말 당해연도 4월 1일자로 공표하는 교육통계 공표치며, 다른 하나는 OECD
기준으로 산출하는 통계치다. 교육통계 기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전체 교원(단, 강사 제외) 1인당 학생수를 의미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
원, 2013: 93). OECD 기준은 수업 담당 교원으로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강사 등을 제외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수이다. 여기서도 기간제 교
사와 휴직 교사는 포함된다(OECD, 2013:387).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휴직교사와 기간
제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계치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이 현저히 낮은 특수교사와 특수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과소 추
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부서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정원 기준 또는 실제 수업 교사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이 조금 안 맞는다, 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
실은 외국을 보면 중고등학교는 대학식으로 강의장을 찾아다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학급 체
제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중략)…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표를 쓰는
건 교원 1인당 학생수든 뭐든 정원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통계나 이런 건 재직자 기준으로 나가
버리니까 굉장히 뻥튀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안행부나 기재부 가면 통계
연보 수치를 갖다놓고, 봐라, 이거 되게 높은데 이게 OECD 수준이에요, 거의. 이렇게 높은데 뭘
또 필요하냐. 여기 보면 강사, 기간제 다 집어넣고. …(중략)… OECD도 자료를 올리는데 왜 이게
중복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냐? …(중략)… (이것들이) 공식적으
로 교육부나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인데 우리가 맨날 정원 대비 이거 해갖고 우리가 교원1인
당학생수가 21.2명이에요. 이러고 가봐야 여기는 14.6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공식통계고 이건
(아니고)… 심지어 저희가 어디까지 하냐면 초등학교의 교과교사인데 여기에 특수학급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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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이 꽤 많아요. 특수학생을 또 빼내요. 그러니까 정규 일반학생만 하고 교사도 특수교사
가 들어있거든요. 초등교사 내에. 그러니까 이게 평균 학급당 학생수 평균을 하면 특수학급은 4
명이 1학급이거든요. 이게 학급당 학생수가 뚝 떨어져요. 그거 발라내고 순수하게 하면 쭉 올라
가죠.” (2014. 7. 24. 교육부 관계자 면담)

실제로 <표 Ⅲ-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준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교육통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5.3명, OECD 기
준 17.3명, 교육부 기준 19.4명 등으로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는 교육통계 16.0명, OECD
17.5명, 교육부 19.0명, 고등학교는 교육통계 14.2명, OECD 15.1명, 교육부 15.9명 등으
로 차이를 보인다.

<표 Ⅲ-20> 산출 기준별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초등학교

중학교

연도

교육
통계

OECD

2000

28.7

34.3

2001

28.7

32.9

2002

28.1

32.4

33.4

2003

27.1

31.2

32.3

2004

26.2

29.1

2005

25.1

27.9

2006

24.0

2007

22.9

고등학교

교육
통계

OECD

35.2

20.1

22.3

22.9

19.9

21.5

21.7

33.9

19.6

21.9

22.6

18.3

20.0

20.3

19.3

21.8

22.4

15.7

17.9

18.1

18.6

21.0

21.7

15.3

17.3

17.5

30.3

19.0

20.3

20.9

15.0

15.8

16.0

29.3

19.4

20.7

21.4

15.1

15.9

16.2

26.7

28.1

19.4

20.8

21.4

15.1

15.9

16.1

25.6

27.1

19.1

20.5

21.3

15.3

16.2

16.5
16.9

교육부

교육부

교육
통계

OECD

교육부

2008

21.3

24.1

25.8

18.8

20.2

21.2

15.5

16.4

2009

19.8

22.4

24.1

18.4

19.9

20.9

15.7

16.7

17.2

2010

18.7

21.1

22.9

18.2

19.6

20.8

15.5

16.5

17.0

2011

17.3

19.6

21.5

17.3

18.7

20.1

14.8

15.8

16.4

2012

16.3

18.4

20.4

16.7

18.1

19.6

14.4

15.3

16.1

2013

15.3

17.3

19.4

16.0

17.5

19.0

14.2

15.1

15.9

※ 교육통계 기준 : 시간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OECD 기준 :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를 제외한 전체 수업 교원(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
교육부(교원정책과) 기준 : 특수학생 제외 /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 특수교사, 휴직교원 제외
(기간제 교사 포함)
출처 : 교육통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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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정의와 산출식의 이런 차이들은 교원 수요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하
는데 혼란을 주기도 한다. 가령,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안행
부나 기재부와, 교육 여건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서로
다른 근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합의를 어렵게 한다.

라. 시･도교육청 내 교원 배치상의 쟁점
1)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정원 관리의 문제
교육부 수준에서의 교원 정원 배정이 교사 1인당 학생수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원 배치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실제 소요 교원은 항상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원 인원과 소요 인원 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채용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경기도교
육청과 같은 곳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뿐이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고,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사를 정원 내/외로 구
분하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정원 내/외로
교사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교원 소요를 작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여 행
정력의 소요가 발생한다.

2)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비교과 교원 수요 증대 및 교과 교사의 수업 가중 문제
다양한 교육정책의 시행은 새로운 특성의 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지금처럼
그 수요가 전체 교원 정원 안에 포함되는 구조에서는 교과 교원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수석교사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습연구년제 운영, 마이스터고
지정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은 새로운 교원 수요를 창출하지만, 전체 교원 정원 내에서 이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오히려 교과교사의 수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석교사는 일반교사의 1/2에 해당하는 수업을 담당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주 10시간 이내의 수업을 담당하지만, 전체 교원 정원에 포함된다. 이

60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에 따른 나머지 수업은 일반 교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학교 자
유학기제 운영 확대, 고등학교 진로집중과정 운영 등으로 인해 학생 선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중등 교과교사 수요가 대폭 증대되었다. 그러나 중
등 교과교사 정원 부족으로 학생 수요에 맞는 탄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

3) 과소･과대 학교의 교원 배치 문제
시･도교육청에서 겪는 교원 배치상의 문제 중 하나는 과소･과대 학교의 교원 배치에 있
다. 특히,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시 단위 교육청에서는 과대학교에서 교
원 배치의 문제가 생긴다. 관할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을 경우, 통상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 인원을 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도에서는 필요 교원
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인원보다 약간 적게 배정한다. 가령, 제주자치도
교육청의 경우 초등교원의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100명 이하의 과소학교의 경우 수업지
원교사(교과전담교사)를 1명 추가 배치하지만, 전체학급이 3학급 미만인 학교에는 교과전
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3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학
교당 최소 8명의 교과교사가 필요하지만, 정원 부족으로 7명을 배정하고 있다.
과대 학교가 많은 시지역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교수나 학급수를 확대하지 못한 데 따른
과밀학급 문제가 교원 배치 문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학
급당 학생수 개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교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도시 지역 집중
화에 따른 학교 및 학급수 부족으로 과밀학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표 Ⅲ-21> 시･도별 소규모 학교 현황
초등학교
구분

전체
학교 수

중학교
전체
학교 수

소규모 학교
학교 수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서울

599

0

1

부산

305

0

대구

220

인천

242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학교 수
본교 분교

비율

전체
학교 수

소규모 학교

비율

본교

분교

0

0.2

383

0

0

0

0.0

318

0

0.0

26

0

8.5

171

0

5

0

2.9

144

2

1.4

0

10

0

4.5

124

0

3

0

2.4

92

0

0.0

11

20

11

12.3

133

1

12

1

9.7

122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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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구분

전체
학교 수

중학교
전체
학교 수

소규모 학교
학교 수
본교 분교

본교

분교

광주

150

2

10

대전

143

3

울산

119

세종

고등학교

소규모 학교
학교 수
본교 분교

비율

전체
학교 수

소규모 학교

비율

본교

분교

학교 수 비율

2

7.9

88

0

3

0

3.4

67

0

0.0

10

1

7.5

88

0

2

0

2.3

62

0

0.0

2

15

2

14

62

0

3

0

4.8

55

1

1.8

26

0

9

0

34.6

13

0

3

0

23.1

8

0

0.0

경기

1,195

30

172

30

16.5

604

0

35

0

5.8

451

3

0.7

강원

351

44

209

44

64.1

162

0

74

0

45.7

116

21

18.1

충북

259

13

128

13

51.8

128

0

37

0

28.9

84

4

4.8

충남

405

16

218

16

55.6

186

2

60

2

33.0

116

1

0.9

전북

414

6

244

6

59.5

209

0

88

0

42.1

132

11

8.3

전남

424

70

246

70

64.0

249

10

126

10

52.5

148

19

12.8

경북

478

45

253

45

57.0

275

12

124

12

47.4

191

23

12.0

경남

493

16

202

16

42.8

267

6

68

6

27.1

190

10

5.3

제주

111

8

46

8

45.4

44

0

7

0

15.9

30

1

3.3

※ 2014, 4.1 기준
주 : 1) 소규모학교란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를 의미함.
2) 소규모학교의 비율은 본교 및 분교 포함임.
출처 : 교육통계DB

4) 학교유형별 교원 차등 배치의 문제
교육부는 총원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유형별
로 학교의 교육 특성에 맞게 교원을 차등 배치한다. 중등 교원은 한 시･도교육청 내에서
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른 기준으로 배치된다. 고등학교 내에서도 일반고, 특목고, 특
성화고 등에 따라서도 다른 배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특목고 내에서도 과학고와 외국
어고가, 특성화고 내에서는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예체능계열 등이 서로 다른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특성에 따른 적정 교원의 배치가 시･도교육청
내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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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내 지역 간 교사 전보 선호도의 문제
시･도교육청 내에서 교원 배치 쟁점 중 하나는, 시･도 내의 지역별로 교원 배치의 균형
을 찾는 것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교사들의 근무 희망 비율이 낮
다.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지역은 경력교사의 근무 선호도도 낮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 승진 가산점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경력교사들의 비도시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원
인이 된다. 이러다 보니 비선호 지역에는 신규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다. 근무 주
기도 짧아서 교원의 전보가 자주 일어난다. 또한 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 자원을 찾
기도 수월하지 않다. 이러한 지역 간 교원 배치의 불균형은 비선호 지역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표 Ⅲ-22> 지역별 고등학교 세부유형별 교원 1인당 학생수(2013년)
특수목적고

자율고

전체

과학
고

외국
어고

국제
고

예술
고

체육
고

15.2

10.0

5.3

12.6

7.9

17.5

8.7

7.6

12.0 12.1

6.8

14.3 15.2

13.8

15.8

10.5

5.6

13.7

7.2

19.6

9.1

7.3

11.8 11.9

7.5

14.2 14.8

13.7

15.5

9.8

4.6 12.0

7.9

17.7

8.4

7.7

13.1 13.1

6.0

14.7 16.9

14.2

13.1

9.2

5.1

10.6 13.2 13.2

8.1

7.9

10.4 10.6

6.8

13.5 14.6

13.4

도서
벽지

8.4

-

-

-

-

-

9.3

5.9

14.4

14.4

서울

15.9

12.5

5.2

15.8

6.9 20.0 9.6

7.6

10.7 10.7

-

부산

15.1

10.8

6.2

16.1

7.3

9.6

7.4

11.6 11.6

대구

16.1

9.1

4.4

7.9

-

24.0 7.8

6.7

인천

14.5

8.9

8.4

11.1

8.9

광주

16.7

7.1

4.2

-

-

10.1

대전

16.3

9.7

4.2

10.1

울산

16.0

8.3

5.5

세종

13.6

4.7

-

일반고

전체
특별/
광역
중소
지역 도시
규모 읍면
지역

시도

특성화고
마이
스터
고

-

-

전체

직업

대안

전체

9.5

자율형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

14.0 15.2

12.6

7.7

13.1

13.1

13.1

12.9 12.9

6.9

15.1

14.8

15.2

6.9

11.9 11.9

6.2

13.4

11.8

13.6

8.4

5.4

14.2 14.4

7.8

14.6 14.2

14.8

-

23.4 9.9

7.5

13.2 13.2

-

15.4 16.0

15.1

9.3

-

11.1

-

8.0 14.4 14.4

-

12.5

11.8

13.4

-

4.7

-

-

-

10.0

-

10.0

25.1

7.4 10.4

-

12.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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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
일반고

특성화고

전체

과학
고

외국
어고

국제
고

예술
고

체육
고

마이
스터
고

자율고

전체

직업

대안

전체

자율형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경기

14.9

11.9

4.5

13.3

9.1

20.2

8.1

7.6

12.6 12.7

6.2

14.9 19.3

강원

13.9

8.0

4.6 10.4

-

9.7

9.4

7.0

9.9

10.0

5.4

9.7

9.7

-

충북

16.6

8.2

4.6

8.1

-

9.4

9.0

8.4

13.7 13.8

6.7

14.2

-

14.2

충남

15.5

8.6

4.8

10.3

-

10.4

8.2

7.7

12.4 12.6

6.6

13.3 14.4

13.1

시도 전북

14.0

9.1

4.8

7.8

-

17.5 10.2

7.8

11.8 12.0

7.5

14.9 15.6

13.6

전남

13.6

8.8

5.6

8.8

-

11.1

6.6

9.1

10.7 10.9

7.4

15.6 16.7

15.4

경북

14.2

8.5

4.1

9.1

-

24.5 7.8

7.5

11.7 11.8

7.1

14.7 17.2

13.9

경남

14.8

8.3

5.4

11.7

-

9.9

7.6

7.3

12.0 12.2

6.8 14.0

제주

17.5

7.6

4.6

9.4

-

-

-

-

14.0 14.0

-

15.8

13.8

-

14.0

-

15.8

※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교원수(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출처 : 교육통계DB,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94)

6) 휴직제도 활성화에 따른 정원 관리 및 배치 문제
각종 휴직제도 활성화로 인해 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휴직자 증가로 인해 별도 정원
이 증가하고 휴직 복귀자가 생기면서, 정원 수요 관리 및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육
아, 질병, 간병 등 휴직교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복귀할 것을 고려하
면 정규 교원을 후임으로 배치하기 어렵다. 휴직교사의 후임으로 정규교사(신규교사)를
배치할 경우, 휴직자가 복직할 때 생활 근거지에서 원거리로 발령되는 경우가 있고, 소수
교과의 경우 복직 의무 기간 내 복직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는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교사들의 행정
업무 가중, 단기간 근무에 따른 교육활동의 연계성 약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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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통계DB

[그림 Ⅲ-2] 교원의 휴직률 추이 (1999~2013)

마.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 문제
교원 수요 예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방법론적인 어려움에 있다. 교원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다양한 정책 변수들이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변수는 방법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다양한 정책 변수들 간에는 중첩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정교한 추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비정년 퇴직자를 발생시키지만, 비정년 퇴직자의 담당교과, 비정년 퇴직 시기, 해
당 비정년 퇴직자의 정년퇴직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교과별 교원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이영 외, 2011).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수로는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 학교 회계직원 인력 관리
개선, 영양교사 관련 정책, 교육재정, 교사의 주당 의무 수업 시수, 초과시수에 대한 정
책,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특별교원 배치 및 수업 담당 시수 정책, 교장(감) 및 교육전문
직 관련 정책, 소규모 학교수, 저출산 및 진학･진급률, 교원업무 부담 완화 정책, 교육복
지 우선 지원 사업, 진로진학 상담교사 투입, 방과후 학교 확대,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
교 운영, 자유학기제, 학교 체육 교육 활성화, 특수 교사 법정 정원 확보, 연수 휴직 및
해외 파견, 여교사 산휴 정책 변화, 주5일제 수업 도입, 수석교사제도 도입, 정규직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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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 교사 제도, 교육과정 정책 변화, 교과교실제 정책에 따른 총 수업시수 증가 등 너
무나도 다양하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
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의 분류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
움을 주고 있다.

<표 Ⅲ-23> 교원 수급 전망 관련 주요 정책 변수 개요와 문제점
정책명

개요

교원수급 전망 관련 문제점

교과교실제

교사가 학급을 찾아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현행의 ‘학급교실제’와 달리 학생들이 교과
별 특성화된 전용교실로 이동하는 수업을
받는 학생중심 수업방식

- 기간제교사 채용 확대 문제
- 기간제교사 인센티브 취약
- 학급수 단위와 학생수 단위간의
혼돈

2

초등 방과후
돌봄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
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 오후 돌봄은 방과
후 17시까지 실시하고, 맞벌이･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
생들에게 저녁 돌봄(17:00-22:00) 서비스
를 제공

- 기존 돌봄전담사의 신분 불안정
- 돌봄교사 전문성 제고
- 돌봄관리교사(교원) 인센티브 취약

3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
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늦게(6:30-22:00)
까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

- 돌봄 강사 자격 강화
- 인력 채용의 부족

4

수석교사제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선발･배치된 수석교
사가 해당 소속교의 학생교육을 담당하면서
동료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수
업전문성 신장과 수업 장학 활성화를 도모

-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 문제
- 수석교사의 승진 제한에 따른 다
른 승진 관련 인센티브 부여 문제

5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정규직 교사의 근무형태(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를 다양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임.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
행함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발생에 따른
수업 공백
-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도입
논란

6

진로진학
상담교사
제도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개정
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로 학
교의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
담하는 교사를 중･고교에 배치하도록 함

-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교사 자격
취득 연수 문제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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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개요

교원수급 전망 관련 문제점

복수담임제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
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
교사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비담임 교사의 복수담임 추가 지
정 문제

8

누리과정

만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
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
육과정으로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
비와 보육료를 지급

- 공립 유치원 교사 질 관리 문제
- 공립 유치원 교사 정원 관리 문제

9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기간제교사의 인성검증 및 선발체계 강화
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은 검증을 거친 자
에 한해 인력풀을 구성하고, 단위학교는 인
력풀 내에서 시간제 교원을 선발

- 기간제 교사의 수급 문제
- 인력풀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를 얻기 어려움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
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
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
게 운영하는 제도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를 위한 구
체적인 로드맵 다소 부족
- 예체능 교육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문제

7

10

3. 시사점
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 및 배치 기준의 일원화
현재 교원의 수요 관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두 곳에서 한다. 중앙정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교원을 배치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배정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시･도교육청의 교원
배치는 학급당 교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의 차이는 교원 수요 예측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로 추정할 경우, 전국 단위의 교원수 추정이 용이하여 교원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지만, 지역별 특성이 고려될 가능성이 낮아 실제 시･도별 교육 여건이
나 배치 기준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지역별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학생수를 추
정할 경우,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원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17개 시･도별로 시･도별 특성에 따라 각각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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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예산 소요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국 단위로 추정할 경우 실제 소요 인원보
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시･도 단위로 추정할 경우 과대 추정될 가능성도 있
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교원의 정원 배정과 배치 기준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후
교원수 추정 방식에도 관련이 있는 만큼, 그 기준을 일원화한 후에 현실적인 차이를 보정
할 필요가 있다.

나. 교원 수요 예측 범위의 설정 : 일반교원 중심의 예측
현재 교육부 차원의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은 학교급에 따라 전체 교원수를 배정하는 것
이다. 즉, 초등교원 및 중등교원의 경우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교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교사나 수석교사 등 일반교사에 비해
정규수업을 1/2 정도만 담당하는 교원도 전체 교원에 포함된다. 특히, 진로상담교사는 자
유학기제 등 관련 정책으로 전체 교원 중에서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도별 교
원 배치에 있어서는 교원의 수업 시수도 고려한다. 이 때문에 추정된 교원보다 실제로 필
요한 교원의 수가 많게 된다. 따라서 교원 수요를 예측할 때 일반교원을 중심으로 예측하
고, 정책 변화에 따른 특별 수요를 제외하는 것이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교원수 예측
현재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보정지수를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보정지수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입
장이 첨예하며, 그 설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불신도 큰 편이다.
교원 수요를 보다 정확하고 신뢰롭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학교의 분포, 학교 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및 감축 계획, 학교
신설･증설･통합･이설 계획, 교통 여건, 도시 개발 수요, 공동주택 사업 수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 경우 17개 시･도교육청의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개별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원수 예측을 토대로 전국 단위의 교원수를 예측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상
향식 접근을 취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력이 다수 필요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지원 기
구 등의 설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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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 규모와 유형을 고려한 수요 예측
시･도별 교원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지역 학교들의 규모를
고려하는 일이다. 과소학교의 경우, 기본적인 학사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기준의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과대학교의 경우, 교육 여건은 나
쁘지만 교원 수요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 내 과소･과대 규모의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교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지역 내 학교 유형의 분포가 어떠한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에 따라 다른 교원 배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특성화고의 경우 전공계열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지
역을 중심으로 교원 수요를 예측할 경우, 학교 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교과별 교원 수요를 고려한 공급 관리
교원의 수급 관리에 있어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교과별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등교원의 수급에 있어 교과별 수
급 불균형은 심각한 편이다. <표 Ⅲ-24>는 우리나라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편성되는
교과에 대하여, 2013년 중등교원임용시험 현황과 해당 교과에 대한 대학의 교원 양성 학
과를 비교한 것이다.2) <표 Ⅲ-24>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편성되는 17개 교과의 2013년 중등교원임용시험을 통한 신규임용(합격자) 규모는 3,086
명이다. 반면에 해당 학과의 입학정원은 9,133명이다.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33.8%이다. 그러나 그 편차는 과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과학 관련 교과들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이 60.6~71.8%로 높았다. 음악
(44.2%), 미술(58.7%), 영어(47.1%) 등도 평균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등 사회･윤리 관련 교과들은 13.2~24.9%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한문
역시 10.1%로 낮았다. 국어(39.0%), 수학(37.8%)은 평균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2) 통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각 교과 양성학과는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의 교원
양성 학과들(전공)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 배출하는 예비교원의 수가 사범대학에서 배
출하는 예비교원의 수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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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수와 합격자 수에는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
원 졸업자와 그전에 졸업한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경쟁률은 2013년의 경우 14:1에 이
르렀다. 교원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구과학의 경우에도 그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교과별 수급 불균형은 제2외국어 과목들과 정보･컴퓨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중국어를 제외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 아
랍어에서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임용(합격자)가 없다. 이 중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경우는 교원 양성 학과도 없지만, 독일어, 프랑스, 일본어는 교원 양성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없다. 정보･컴퓨터도 교원 양성 학과가 있으나 모집인원은
없다. 반대로 중국어는 2013년 60명을 모집하였으나, 사범대학에는 중국어 교원 양성 학
과가 없고,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있다.
교과별 교원 양성 및 수요 현황의 불균형은 과목마다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교육과정의 조정과 교원의 배치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교과별로 적정한 수요를 고려하
여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표 Ⅲ-24> 중등교원 임용시험 교과별 합격자 및 관련 양성학과 현황(2013년 )
과목

응시자수

합격자수

계

42,473

3,086

국어

수학

물리

70

9,755

6,516

918

466

481

120

설치
학교수

입학정원

정원 대비
합격자

340

9,133

33.8%

소계

41

1,194

국어교육과

37

1,103

한국어교육과

2

35

국어교육과(심화전공)

1

26

국제한국어교육과

1

30

소계

43

1,272

수학교육과

42

1,245

수학교육과(심화전공)

1

27

소계

11

198

물리교육과

8

135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2

33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

1

30

학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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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37.8%

60.6%

과목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통과학

일반사회

지리

도덕･윤리

체육

음악

응시자수

1,280

1,688

735

-

1,354

982

953

3,536

1,568

설치
학교수

입학정원

소계

12

219

화학공학교육과

1

15

화학교육과

8

141

과학교육학부 화학교육전공

2

33

과학교육학부(화학교육전공)

1

30

소계

11

227

생물교육과

8

166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2

31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전공)

1

30

소계

8

174

지구과학교육과

6

141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전공

2

33

소계

9

411

과학교육과

6

258

과학교육학부

1

40

과학교육계열

1

84

합격자수

133

150

125

-

67

53

76

264

148

학과명

과학교육과(심화전공)

1

29

소계

18

509

일반사회교육과

7

132

사회교육학부 일반사회교육전공

1

17

사회교육과

7

195

사회교육계열

1

54

사회과교육과

1

84

사회과교육과(심화과정)

1

27

소계

15

343

지리교육과

14

325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1

18

소계

19

364

윤리교육과

18

338

도덕과교육과(심화과정)

1

26

소계

28

972

체육교육과

27

947

체육교육과(심화전공)

1

25

소계

12

335

음악교육과

11

309

음악교육과(심화전공)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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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대비
합격자

60.7%

66.1%

71.8%

0%

13.2%

15.5%

20.9%

27.2%

44.2%

71

과목

응시자수

설치
학교수

입학정원

소계

8

213

7

187

합격자수

학과명

미술

1,654

125

미술교육과
미술교육과(심화전공)

1

26

한문

430

28

한문교육과

10

277

소계

43

1,295

영어교육과

41

1,251

영어교육과(심화전공)

1

29

정원 대비
합격자
58.7%
10.1%

영어

7,179

610

교육영어학과

1

15

중국어

988

60

-

-

-

N.A

기술

398

80

기술교육과

3

70

114.3%

가정

577

40

가정교육과

11

310

12.9%

기술･가정

-

-

기술･가정교육과

1

15

0.0%

소계

6

83

독어교육과

4

50

독일어교육과

1

25

유럽어교육학부 독어교육전공

1

8

소계

5

83

프랑스어교육과

1

25

불어교육과

3

50

유럽어교육학부 불어교육전공

1

8

-

-

0.0%

독일어

프랑스어

-

-

-

-

스페인어

-

-

-

47.1%

0.0%

0.0%

일본어

-

-

일어교육과

7

182

0.0%

러시아어

-

-

-

-

-

0.0%

아랍어

-

-

-

-

-

0.0%

소계

13

301

컴퓨터교육과

11

250

컴퓨터교육과(심화전공)

1

24

정보과학교육과

1

27

정보･컴퓨터

-

-

0.0%

※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관련 교과만을 분석함.
출처 : 교육통계DB. 추출 후 매핑.

바. 휴직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수요 관리
교원의 휴직률이 높아지면서 기간제 교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교원의 휴직 기간 동
안 대체 인력으로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휴직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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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할 기간제 교사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향후 장기적인 교원 수요 예측
에 있어서는 휴직 교원의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사 수요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사. 교원 1인당 학생수 산출 방식 정비
교원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와 학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기본통계의 교원수에 대한 정의를 보면, 휴직 교원과
기간제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중복 조사로 인해 교원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휴직 교원, 기간제 교사 뿐 아
니라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 비수업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교원 1인당 학
생수 배정 기준이 다른 특수교사와 특수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교원 1인
당 학생수 정의는 정확한 교원수를 추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전체 학생수 대비 전체 교원수로 되어 있으나,
교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형태의 정의가 필요하다.

아.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구축
종종 교원 수요 예측을 위해서 통계학적인 전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
어 왔다. 그러나 교원 수요 예측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지역적 맥락이 있고
교육 여건에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공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예측치의 정
확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일례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통
계예측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한 바 있다. 교육통계예측시스템은 예측 기초자료 서비스, 예
측 결과 서비스, 예측 시뮬레이션 등 3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인구추계, 학생수, 진학률 등
의 기초정보와 초･중등 및 대학교 학생수, 시･도별 초･중등 학생수 등의 예측 결과, 그리
고 재학율과 진급률 등의 조정을 통한 예측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했었다(강성국 외,
2003). 그러나 이러한 교육통계예측시스템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는 예측통계에 대한 정책 담당자의 이해 부족, 전담 조직 및 예산의 결여, 공신력 부족
등 때문이었다. 특히, 예측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 및 외부 변수는 다양하여 매
년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포뮬러를 매번 수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학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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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은 효용성과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변수와 외부 변수의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접근보다는 전반적인 법적･행정적･조직적 차원에서의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74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Ⅳ. 해외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사례 분석

1.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2. 일본의 교원 수급 전망 방법
3. 시사점

Ⅳ. 해외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사례 분석

1.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가. 미국 연방정부
1) 교원 수급 정책 개요
OECD의 많은 국가들이 교원의 이직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이 약화되
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OECD, 2005). 미국도 교원의 이직률이 높은 OECD 회
원국 중의 하나이다. 매년 6% 이상의 교원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
히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교원 부족이 이슈가 되어왔다(OECD, 2005). 우수한 인력이 유입
되어야 교원의 질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교육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교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교원의 수급 진단이 중요한 의제가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963년도부터 매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발간해 오는 교육통계예측 보고
서에 교원수 예측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4년도에 발간된 교육통계예측 보고서는 41번째
보고서로서 학생수와 교원수, 교육재정 등의 자료를 추계하였다(NCES, 2014). 추계한 자
료는 의회, 행정부(교육부), 주정부, 연구자, 여타 교육정책분석가, 현장실천가, 자료 사용
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일관된 방법론을 이용하
여 교원수를 추계하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10년 정도의 미래 교원수를 예측하고 있다.
교원수 추계를 비롯한 교육통계 예측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법은 미국 연방정부
교육법 Section 406(b) of the General Education Provision Act이다. 206(b)조항에 의
하면, 미국 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는 미국과
여타 국가의 교육관련 통계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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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교육통계와 지표집, 국제통계자료집을 비롯하여 교육통계 추계 보고서도 매년 발간하
고 있다.
미국 교육통계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육통계추계 보고서는 학급교원(Classroom
Teacher) 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3) 2007년도 발간자료(35th edition, 2016년도까지
추계)4)까지는 학교급별(초등, 중등), 설립유형별(공/사립)로 교원수와 학생/교원 비율 자
료를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공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공립중등학교, 사립중등학교의
교원수 추계, 학생/교원수 추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8년도 보고서(36th
edition, 2017년까지 추계)5)부터는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자료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교원의 채용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와 지역교육구
(Local School District)에서 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계자료
는 각 주에서 더욱 구체적인 교원 수급 예측을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연방정부의 교원 수급 모형
가) 교원 중장기 수급 모형 개요
미국 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원수 예측 모형은 소속 연구자들이 추계방법론을
수립한 후 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에 확정한 방법론이다
(Hussar, 1999; NCES, 1993). 확정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매년 동일한 추계방법론을 적
용하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작성된 초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수급 모형은 초등과 중등,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여 교원수와 신규채용 교원수를 예측하
는 방식으로 교원 수요를 예측한다. 미국에서 교원 공급자 수는 대학 신규졸업자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현직 교원, 타 지역(주)에서 전근 온 교원, 새로 고용된 교원,
3) http://nces.ed.gov/pubsearch/getpubcats.asp?sid=091#066에 1991년도 이후 발간된 교육통계예측 자료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음.
4) Hussar. W.J., and Bailey, T.M. (2007).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16 (NCES 2008-060).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5) Hussar, W.J., and Bailey, T.M. (2008).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17 (NCES 2008-07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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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교원이 모두 포함된다.
교원 공급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된다(NCES, 1993).

T(t) = C(t)+ I(t) + N(t)+R(t)
where : T(t) = t 시점에서의 전체 근무 교원수
C(t) = t 시점에서의 계속 근무하는 교원수
I(t) = t 시점에 전근 온 교원수
N(t) = t 시점의 신규채용 교원수
R(t) = t 시점의 복직 교원수

이 공급 모형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양성하는 인원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초중등교원을 개방형으로 양성하기 때문에 사범대학 출신이 교원으로
진출한다는 시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증 시험에 응
시하여 교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전체 근무 교원수를 공급 모형으로
산출한 후 학급 규모 혹은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따라 필요한 교원수를 산출하고, 이어서
필요한 교원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만약 교원이 충원되지 않
고 않다면 교원의 부족으로 판단하게 된다.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다. 주
로 공급 부족, 즉 교원의 부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교원 수요 공식은 다음과 같다.

D(t) = G(t) +L(t)
where: D(t) = t시점에서의 신규 수요
G(t) = t시점에서의 학생수 증감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등으로 인한 변화
L(t) = t시점에서의 퇴직교원수(이직 포함)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달리
교원 수급에서 과잉 공급을 걱정하지 않고 부족한 교원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OECD, 2005). 따라서 공급과 관련하여 학생수 증감과 교원 1인당 학생수, 그리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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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교원수를 조사하여, 교원 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미국연방교육통계청에서는 학
생수 추계와 학생 대 교원 비율(교원 1인당 학생수) 추계를 통해서 전체 교원수를 추계하
고, 신규교원수를 추계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전망치 산출 기준 및 방법
미국연방정부에서는 교원 수요를 10년 단위로 예측하는 데, 그 방법은 두 가지이다. 먼
저 지수평활모형(exponential smoothing model)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형은 초등학
생과 중등학생수 추계와 고등학교 졸업생 수 추계에 이용된다. 더불어 학생/교원 비율을
추계하여 교원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초･중등 교원의 추계에서도 활용된다. 지수평활모형
에는 단순지수평활모형(sing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과 이중지수평활법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method)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둘째 방법은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방법이다. 이 방법은 초･중등
단계에서 교육비와 교원수 추계에 주로 사용된다. 교원수 추계에는 사실상 다중선형회귀
모형이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원수 추계는 전체 교원수 추계와 신규채용 교원
추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전체 교원수 추계
전체 교원수 추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립 초등학교와 공립 중등학교의 교원수
추계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교원비율의 추계자료를 각각 산출
▸2단계: 공립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수 추계자료를 각각 산출
▸3단계: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수 추계 자료를 합산하여 전체 교원수 추계자료 제시
▸4단계: 전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교원 비율 제시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원수 추계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사립학교 학생/교원 비율 추계
▸2단계: 사립학교 교원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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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는, 앞에서 제시한 교원수 추계와 마찬가지로, 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을 각각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 모델에서, 신규채용은 해당 연
도에 신규로 채용된 교원수 추계를 의미한다. 신규채용된 교원의 범주에는 처음 교직에
입문한 교원, 예전에 교원으로 있었으나 직전년도에 교원이 아니었다가 임용된 교원, 예
전에 교원이었으나 사립학교(공립학교)나 공립학교(사립학교)로 이동한 교원 등이 포함된
다. 공립학교 내에서 이동한 경우는 신규채용 교원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신규채용 교원 추계는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공립학교 신규 채용 교
원수를 추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신규채용 교원수를 추계한다. 그리고 공립과
사립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를 합산하여 전체 신규채용 교원수 추계자료를 산출한다.

▸1단계: 2007년도의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교원의 연령분포 측정
▸2단계: 2007년도와 2008년도 사이에 퇴직(혹은 이직)한 교원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전일제 환산 교원수 추계

▸3단계: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교원 인력(Teacher Workforce) 증가에 따라 필
요한 신규채용 전일제 환산 교원수 산출

▸4단계: 2008년도에 필요한 전체 신규채용 전일제 교원수를 산출
▸5단계: 2008년도 연령별 전일제 환산 교원수 산출
▸6단계: 2단계에서 5단계 과정을 2009년부터 2022년도까지 반복

다) 데이터 유형/출처 및 관리 방법
교원수 추계에 사용되는 공립학교 자료는 학년단위가 아니라 학교단위 자료다. 추계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립학생수, 주로부터의 세입자료, 공립교원수
등은 NCES에서 매년 발간하는 CCD(Common Core of Data)를 이용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자료는 2년마다 실시하는 NCES의 사립학교 공통 설문(Private School Universe
Survey)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공/사립학교 교원의 연령 자료는 NCES의 Schools and
Staffing Survey(SASS), Teacher Follow-Up Survey(TFS)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그
리고 인구수 추계 자료는 Census Bureau’s 2008 국가 인구 추계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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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추계에 사용하는 자료는 NCES에서 매년 수집하고 있는 자료와 사립학교 설문
자료, 교원설문자료 등이며, 인구통계국의 국가 인구 추계의 학령인구 추계 자료 등도 포
함된다. 기초자료는 NCES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다. 연구자들을 위해
서 홈페이지에서 PDF와 엑셀로 분석결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CCD와 SASS, TFS 등
의 설문조사 자료를 CD로 배포하고 있다. 다음은 각 추계내용에 따른 추계자료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 원자료이다.

<표 Ⅳ-1> 미국 연방정부의 교원 추계에 이용된 자료 현황
주요 교원 추계

예측에 사용된 기초 자료

학생수 추계
학생교원비율
추계 자료

교원수 추계

- NCES Common Core of Data
- 학생교원비율 추계 관련 자료는 아래 참조

학생교원비율
추계

- NCES Statistics of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Day
Schools: 학생교원비율자료(1973-74~ 1980-81)
- NCES Statistics of State School Systems: 1973-74,
1975-76년 주예산 자료
- NCES Revenues and Expenditures for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1974-75, 1976-77년 주예산자료
- NCES Common Core of Data: 학생교원비율자료(1981-82 ~ 주예산 추계자료
2011-12), 주예산자료
교원임금
-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공립교원자료
추계자료
- U.S. Census Bureau: 1973-74 ~ 2011-12 중등 학교 학령인
구수 자료. 임금 자료.
- NCES Private Schools Universe Survey: 사립학교 전일제 환산
교원수(2003-04, 2005-06, 2007-08, 2009-10, 2011-12년
자료)

신규채용교원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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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교원 추계에
사용된 추계자료

- NCES Common Core Data : 2008~2011년도의 전일제 환산
교원수
- NCES Private Schools Universe Survey: 사립학교 전일제 환
산 교원수(2003-04, 2005-06, 2007-08, 2009-10, 2011-12
교원수 추계
년 자료)
자료
- NCES Schools and Staffing Survey: 공립학교 사립학교 전일
제/시간제 교원의 연령분포(2007-08년 자료)
- NCES Teacher Follow-up Survey: 교원 연령별 지속률 산출
자료(1994-5, 2000-01,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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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네소타주
미국은 교원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교원 수급
현황을 진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미네
소타주이다. 미네소타주 교육청에서는 2000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2년마다 교원
수요 공급 현황과 향후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이를 통해서 주
전반의 교원 수급 상황을 검토한다. 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부족한 과목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수급 관련 보고서를 의무화한 것은 미네소타 127A.05 하위조항6(Minnesota
Statute 127A.05, Subdivision 6)이다. 이 법에 따르면, 1999년도까지는 설문조사를 통
해서 교원 부족 현황과 교원 채용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0년도
부터는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교원 조기 퇴직 현황, 그리고 향후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미네소타 공립학교 교원 수급 보고서는 미네소타주 교육청의 교원자격증과(The
Educator Licensing Division of the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작성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 교원자격증과는 2001년도 이후 2년마다 보고서를
계속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지 않고 주 교육청의 교원자격증과
에서 직접 발간한다. 이 때문에 보고서 발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는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3년도에 발간되었다.
미네소타주의 교원수요공급 보고서는 공립학교 지역교육구와 차터스쿨, 교원양성기관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다. 2013년도에 발간
된 주요 내용은 교원 부족 과목(혹은 영역), 교원 공급 초과 과목(혹은 영역), 학생 대 교
원 비율, 학생수 현황, 교원 이직에 따른 교원 수요 현황, 교원양성기관 현황과 교원자격
증 발급 현황, 교원 재직률에 따른 공급 현황 등이다. 이런 수급 현황에 대해서, 교육구를
1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3개 권역은 경제적 상황에 의한 구분
으로서 법적으로는 각 교육구별로 교원 수요를 예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에서는 13개의 각 권역 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구분에 따른 교원 수급 예측
보고가 효과적이며, 각 교육구별로 유사한 결과를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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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 수급 모형 사례
가) 교원 중장기 수급 모형 개요
미네소타주 법에는 향후 5년에 대한 교원 수급을 예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밀한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추계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지역교육구(local school district)
를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공급 현황 설문조사, 그리고 진급
률을 이용한 향후 학생수 추계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교원 과잉공급 과목/분야와 부족
과목/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 교원을 채용하는 기관(단위)이 주정부가 아니
라 각 지역교육구이기 때문에, 지역교육구의 교원 채용 계획과 수급에서의 어려움을 파악
하여 종합 정리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놓여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다.

나) 교원 수요 조사
미네소타주의 교원 수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주 교육청에서 산하의 591개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교육구를 대상으로 교원 수요 공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
다. 이 설문조사 자료는 교원 채용을 담당하는 교육구 담당자의 교원 채용에 대한 인식
자료로서, 교원 수요에 관한 중요한 정보 자료가 된다.7) 4단계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모든 과목의 교원(특수교원 포함)과 행정가 채용과 관련해서, ‘쉽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 등으로 응답하도록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
편 추가적으로 관련 과목에 대한 정원이 없거나 현재 정원이 이미 채워져서 부족하지 않
은 경우도 응답에 포함시켜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교원과 행정가들의
채용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즉, 향후 5년간 각 과목에 대한 교원
채용 가능성, 행정가 채용 가능성과 수요 여부, 그리고 향후 5년간 교원 정원을 감소시킬
것인지, 학생 대 교원 비율을 감소시킬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6) 13개의 권역은 다음과 같다. Northwest, Headwaters, Arrowhead, West Central, North Central, Upper MN Valley,
Southwest Central, Central, East Central, Southwest, South Central, Southeast, Metro.
7) 2013년도 보고서에서의 지역교육구에 대한 설문조사는 591개의 지역교육구 중에서 472개의 지역교육구가 응답하여 총 응답
률은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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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미네소타주 향후 5년간 교원 채용 분야 난이도 설문조사 결과
(단위: %)

N/A(해당사항없음)
매우 어려움 채용불가능
(Very
(Could not fill 관련 정원이
부족이
difficult)
all vacancies
없음
예상되지 않음.

분야

쉬움(easy)

약간 어려움
(Somewhat
difficult)

특수교육

6

31

41

5

3

14

화학

3

17

28

4

20

28

수학

9

24

26

1

12

28

물리학

5

22

25

1

15

32

스페인어

6

21

18

2

25

28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7

15

17

1

40

20

생물

9

26

16

1

15

34

미술

19

22

14

0

15

29

음악

17

22

13

1

15

32

유아교육

14

24

12

1

25

24

직업기술교육

2

15

12

2

43

26

행정가(교장 등)

14

40

13

0

7

26

전문지원인력

16

37

11

0

13

24

컴퓨터

9

21

10

1

27

31

*주 : 채용불가능과 매우 어려움을 합산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함.

위의 표를 보면 최근 보고서에서 진단한 향후 5년간 교사 채용이 어려운 분야는 특수교
육, 화학, 수학, 물리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
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기피하는 분야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Ingersoll, 2001) 화학, 수학, 물리학 등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교사들이 미네소타주에서도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3> 미네소타주 향후 5년 간 지역교육구의 교원 정원 계획
(단위: %)

문항
(학생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교육재정부족으로 인해
교원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학생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교육재정부족으로 인해
일부 과목을 폐지할 예정이다.
(학생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교육재정부족으로 인해
학생-교사 비율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교원 정원을 추가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23

36

24

16

30

36

18

16

23

41

23

14

50

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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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든 지역교육구의 교원 수요 현황과 향후 5년에 대한 채용 계획(수요 예측)에
대해서 조사한 후, 학생수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교원 수요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학생수
예측은 미국교육통계센터에서 수행한 자료와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생
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인 학년별 진급률(grade progression ratios) 자료를 이
용하고 있다. 유치원 학생의 경우는 진급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출생아들이 5년 후 유
치원에 등록하는 등록률을 이용한다. 이는 5년간 평균 등록률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초등
학교 1학년 이후부터는 기존연도의 진급률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08-09
학년도에 4학년에서 5학년으로의 진급률은 08-09년도 5학년 학생수를 07-08년도에 4학
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통해서 09-10년도 5학년 학생수는 08-09년 4학년 학생
수에 기존 진급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에도 유치원 학생과 유사하게 5년 평
균 진급률을 이용해서 산출한다. 학생수 추계는 교원수급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10년간
추계 자료에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며, 소수인종 학생 비율의 추세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용이 된다. 정교하게 학생 대 교원 비율을 이용하여 교원 수요 규모를 추계하지는 않는
다. 설문결과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5년간 교원이 부족한 과목/영역을 대략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한다.

[그림 Ⅳ-1] 미네소타주 공립 초등학교와 공립 중등학교 학생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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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 공급 조사
교원 공급 현황은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전망을 제시한
다. 공급 현황을 조사하는 이유는 미네소타 학교들에 공석으로 비어있는 교원 자리를 채
울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는데 주안점이 있다. 미네소타 교원 공급 자료
는 미네소타 직원 자동 보고 시스템(Staff Automated Reporting System, STAR)을 이
용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근무하는 교원 현황과 새로 고용되는 교원 현황을 분
석한다. 최근 2011-12년도의 경우 89.6%의 교원이 계속 근무하였다. 새로 고용된 교원은
미네소타 내의 여타 교육구로부터 전근해 온 교원, 다른 주에서 전근해 온 교원,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미네소타 주의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받고 채용된 교원, 다른 주
의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받고 채용된 교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미네소타

교원교육대학

연합의

프로그램

이수자

데이터베이스(Minnesota

Association for Colleges of Teacher Education’s (MACTE) database on program
completers)를 이용하여, 과거 5년간 교원양성기관의 프로그램 이수자 현황, 과목별 이
수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원 공급의 추세를 분석한다.

[그림 Ⅳ-2] 미네소타주 과거 5년간 교원 공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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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교원양성 인원이 2009년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면
서, 2011년도에는 3천명대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부족 분야와 공급과잉
분야로 구분해 보면, 부족한 분야는 2011년도에 600명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과잉공급 분야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도에 1,600명 이하
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 5년간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4> 미네소타주 과거 5년간 교원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변화율

가정소비학

12

12

11

6

6

-50%

산업예술

10

10

9

5

5

-50%

농업교육

10

10

9

7

7

-30%

국제어/문화

147

137

174

123

116

-21.09%

자격증분야

시각행위예술

175

169

169

145

144

-17.71%

경영컴퓨터교육

31

29

40

26

26

-16.13%

특수교육

489

475

548

430

417

-14.72%

유치원/초등

1,431

1,426

1,280

1,246

1,241

-13.28%

영어/커뮤니케이션

403

399

449

363

352

-12.66%

보건/안전/체육

155

155

192

137

137

-11.61%

수학

279

275

258

255

251

-10.04%

사회

391

390

313

366

358

-8.44%

자연과학(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포함)

302

298

306

279

278

-7.95%

한편, 미네소타주에서는 주 내에 있는 29개의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웹기반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공급 진단을 하고 있다. 설문은 예비교원양성이 어려
운 분야에 대한 조사, 예비교원들의 취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동의 여부, 향후 10년간
교원 부족 과목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이 겪는 도전이나 어려움과 관련한 정책
적 요인 혹은 제도적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는 교원양
성기관에 대한 설문 내용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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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미네소타주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설문 내용
설문 영역

세부 설문 내용

비고

학생선발 및 입학

- 주에서 제시한 교원부족 과목을 가르치는 것
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찾는지 여부
- 수요가 많은 영역의 교원이 되는 방향을 상담
을 하는지 여부
동의 여부에 대한 4단계 리커트
- 인종적으로 다양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 척도로 질문.
해 준비하는지 여부
- 교원부족 과목에서 교원이 되길 원하는 학생
들에게 다소간 입학기준이 낮은지 여부

학생 실습 기회

- 인근 학교에서 예비교원들이 보조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 여부에 대한 4단계 리커트
- 인근 학교들이 교원이 부족한 과목에서 보조
척도로 질문.
교원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 일부 과목에서 예비교원들이 교원실습기회를
찾기 어려운지 여부

졸업생의 취업

- 졸업생들이 미네소타의 학교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 여부에 대한 4단계 리커트
- 일부 교원자격증 분야에서의 졸업생들이 교 척도로 질문.
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정책요인

응답한 정책적 요인: 교원자격
- 향후 10년간 교원부족 과목에서의 교원양성
증 시험의 난이도, 장학금에 대
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에 겪는 도전, 어려움과
한 요구, 낮은 교원 임금, 교수
관련한 정책적 요인 혹은 제도적인 요인이 있
부족, 교원에 대한 국민의 지원
는지?
부족 등

기타 자유서술실

- 기타 자유롭게 미네소타 주의 교원공급과 수
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바람

교원수급 보고서에서 이용하는 주요 자료 출처들은 다음과 같다.

<표 Ⅳ-6> 미네소타주 교원수급 보고서 자료 출처
분석내용
교원수요

예측에 사용된 기초 자료

비고

- 미네소타 교육부 교원 수요 공급에 대한 교육구 설문조사
설문은 미네소타 교육청
- 미네소타 지원 자동 보고 시스템(Staff Automated Reporting
에서 직접 실시
Syste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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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교원공급

학생수 추계

예측에 사용된 기초 자료

비고

- 미네소타 교원교육 대학연합의 프로그램 이수자 데이터베이
스(Minnesota Association for Colleges of Teacher
Education’s (MACTE) database on program completers)
- 미네소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설문조사
설문은 미네소타 교육청
- 미네소타 교육부 교원 수요 공급에 대한 교육구 설문조사
에서 직접 실시
- 미네소타 교육부 교원자격증 데이터베이스(MDE’s educator
licensure database)
- 미네소타 직원 자동 보고 시스템(Staff Automated Reporting
System, STAR)
- 미네소타 자동보고 학생 시스템(Minnesota Automated
Reporting Student System (MARSS))
-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다. 오하이오주
1) 교원 수급 정책 개요
오하이오주의 경우, 2001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주 교육청이 교원의 수급 현황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는
8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교원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과 동일한 배경에 근거
한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되지 못하고 교원의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하이
오주 역시 교원 수급 현황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교육감이었던 Susan Tave Zelman은 오하이오주의 자
료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발전시키고, 매년 교원 수급 현황(Conditions of Teacher
Supply and Demand)을 발간하기 시작했다(ODE, 2004).
교원 수급 연구의 주요 목적은 주 정부의 정책수립자와 교육행정가, 교원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인력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공립학교 이직 현황과 원인, 학생수의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등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이다. 2003년도 보고서까지는
교원 수요 공급에 대한 계량적인 자료를 제공해 왔다. 주로 과거 5~7년간의 교원 수급
현황, 즉 교원의 이직 현황과 퇴직 현황, 부족한 전공 분야에 대한 파악, 교원 자격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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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현황,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들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여 제공했다. 2004년도 보고서
부터는 교원의 이직과 이동, 교원 인력의 인적 특성, 학생수 현황,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양성 현황에 근거하여 실제로 교원 수급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과 원인 진단에 대한
질적인 연구 내용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 교원들의 이직 방지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방향, 교원양성기관과 교육구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교원 인력 유인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추계에 대해서는 학생수 추계를 통해서 약 5년 후의 교원 수
급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는 주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05년도 이
후에는 대학의 연합연구소와 함께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미네소타주가 주 교육부에
서 직접 분석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오하이오주에서는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오
하이오주에서 2001년도에 발간을 시작한 교원 수급 관련 보고서는 최근 2013년도까지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3년도에 발간된 보고서는 오하이오 교육연구센터(The Ohio
Education Research Center, OERC)에서 발간하였다. 이 연구센터는 오하이오주의 6개
대학들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재정은 오하이오주 정부 교육부
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 오하이오주 직업가족서비스부(Ohio Department of Job and
Family Services)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8)

2) 교원 수급 모형 사례
가) 교원 수급 모형 개요
오하이오주에서는 매년 교원수급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관련 부서
가 주도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05년도 이후부터 외부 연구소에 위탁하여 보고서를 발
간하고 있다. 2013년도 보고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학연합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맡겨서 수
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긴 해도 기존의 분석방법과 큰 변동은 없다. 다만
분석내용(목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미네소타주와 유사하게 교원 수급에 관
해 정밀한 추계를 하지는 않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주와는 달리 설문조사는 수행하지 않

8) 6개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연구소이지만 2013년 교원수급관련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팀이 연구
를 수행하였다. 책임연구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인 Joshua Hawle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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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하이오주의 교원 데이터베이스, 학생 데이터베이스, 교원양성기관 관련 데이터베이
스 등 주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추계를 수행하고 있
다. 교원수 추계의 경우 미네소타주와는 달리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고정시키는 상황과 변
동되는 상황을 구분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세밀한 추계는 아니지만, 퇴직교원
에 대한 대략적인 진단이 포함되고 있다. 교원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대학 관련 데이터베
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 상태에 기반하여 통계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

나) 교원 수요 모형
오하이오주는 먼저 학생들의 추계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에 근거하여 교원수 추계부
터 시작한다. 추계 기간은 향후 7년이며, 공립학교 교원수만 대상으로 한다. 최근 2013년
도에 발간된 교원수급 보고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원수 추계가 이루어
졌다. 이는 보고서 작성 당시에 가용한 자료가 2011년도까지였기 때문이다.
학생수 추계에는 출생률, 사망률과 학생들의 타 주로의 이동률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사망률과 이동률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과거 출생률 경향 자료와
향후 연간 출생률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원수 예측은 전체
학생수 추계 자료, 9개의 유형별 교육구의 학생수 분포 추계 자료, 그리고 학생 1인당 교
원수 분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9개의 교육구 유형은 지역 환경과 학생 빈곤
정도를 이용하여 정해진다9). 먼저 2005~2011년도까지 관찰된 유형별 교육구의 학생수
분포를 이용하여, 선형으로 각 유형별 교육구의 학생수를 추계한다. 선형추계는 각 교육
구의 학생 비율을 합산하면 1이 되도록 제한을 두어서 수행한다. 다음으로 유형별 교육구
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05~2011년도의 자료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선형모형에 근거하
여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자료를 합산하여 교원수를 추계한다.
2013년 오하이오주 교원수급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원수를
추계하되, 두 가지 가정 하에 교원 추계 자료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가정은 2011년
도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2018년도, 즉 향후 7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9) 9개 교육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고빈곤･소규모인구, ②농촌-평균빈곤･극소규모 인구, ③소도시-저빈곤･소규모
인구, ④소도시-고빈곤･평균인구, ⑤도시외곽-저빈곤･평균인구, ⑥도시외곽-극빈곤･대규모인구, ⑦도시-고빈곤･평균인구
⑧도시-극빈곤･대규모인구 ⑨커뮤니티스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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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둘째 가정은 각 유형별 교육구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5~2011의 과거 추
이에 따라 모두 선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주 단위의 전체 교원수 예측값은 이 두 가지
가정에서 추계된 각 유형별 교육구 학생수 자료를 각 유형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누어
서 산출된 값을 모두 합산한 값이다.

[그림 Ⅳ-3] 오하이오주 교원수 추계

위 그림은 오하이오주의 교원수 추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2011년도 교
원 1인당 학생수가 2018년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Flat Student-Teacher
Ratio) 하에서 산출된 추계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과거 추이에 근거하여(Adjusted
Student-Teacher Ratio) 선형으로 조정하여 추계한 값에 근거하여 산출된 교원수 추계
가 모두 제시되고 있다.
퇴직 교원수는 교원수 추계와 함께 과거 교원 퇴직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진
단한다. 현재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2013년도까지만 퇴직 교원
수를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교원수 추계처럼 명확한 퇴직 교
원수 추계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질적인 진단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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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오하이오주 퇴직 교원수 추정

오하이오주에서는 주 단위에서 과거 각 교육구의 구직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4년도 이후 평균 교원 채용 공고 인원은 약 3,300명으로 파
악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원들의 퇴직이 다소 증가했
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Ⅳ-7> 오하이오 교육청의 구직 게시판에 게재된 연도별 구직 인원수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2,705

2,730

3,341

3,611

3,803

3,102

3,212

3,052

4,276

그리고 구직 정보를 분석하여, 대략 80%는 교사 인력에 대한 수요이며 나머지 20%는
행정 관련 인력 수요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으며, 유
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K-3) 교원에 대한 수요가 4~9학년 혹은 7~12학년에 대한 수요보
다 낮은 것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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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급 현황 분석
오하이오주의 교원 수급 보고서에서는 공급과 관련해서 과거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교
원양성기관의 수,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하는 교육학 전공 학위 수여자 수, 그리고 전공
별 교원자격증 취득자 수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공급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공급 추계 인원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원 공급 현황과 관련한
오하이오주의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주의 교원양성기관의 수는 1994-95년도에 51개 기관에서 2010-11년도에는
57개 기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교육학 학사 학위 수여자 수는 2005년과 2006년도까지
크게 증가한 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0-11년도 오하이오주의 교원
양성기관에서 수여한 교육학 학사 학위자는 대략 11,800여명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림 Ⅳ-5] 오하이오 주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학 학위 수여자 수

이들 교육학 학사 학위 수여자는 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자격 시험을 거쳐서 자격
증을 발급받아야 교원 인력 풀로 전환된다. 2000년도 이후의 교원자격증 취득자수를 보
면, 2002년도에 9,731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후 증감을 거치다가 2008년도 이후에는 감
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가장 최근 현황인 2012년도에는 7,141명으로, 2000년도 이후 교
원자격증 취득자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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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오하이오 연도별 교원자격증 취득자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취득 8,877 9,048 9,731 9,128 9,009 9,536 9,026 9,124 8,709 7,900 7,472 7,170 7,141
자수

최근 신규 교원자격증의 세부 전공별 자격증 취득자 수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서,
교원 공급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서 2012년도에 오하이오주의 전공별 교원양
성수를 보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PK-3)의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4-12학년의 자격증 발급 인원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교육의 자격증 발급이 불균형하게 많으며,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수학 과학 교원의 공급이 언어와 사회 과목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교원과 교원 채용 담당 기관인 각 지역교육구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서의 수요 공급에 대한 조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9> 오하이오 주 2012년도 신규 교원자격증 세부 전공별 수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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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전공영역

교원수

비율

유아교육 PK-3

1,927

27.0

언어학 4-9

4

0.1

수학 4-9

11

0.2

과학 4-9

7

0.1

사회 4-9

1

0.0

언어학 7-12

462

6.5

수학 7-12

384

5.4

과학 7-12

304

4.3

사회 7-12

505

7.1

특수교육

1,066

14.9

미술

508

7.1

직업 기술

194

2.7

보건

180

2.5

외국어

164

2.3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12

0.2

기타

19

0.3

복수전공자

1,393

19.3

총합계

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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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오하이오주의 교원 수급 보고서에서 이용한 자료 출처들이다.

<표 Ⅳ-10> 오하이오주 교원 수급 보고서의 자료 출처
구분

학생수 추계

자료 출처

비고

- 교육경영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EMI S는
EMIS)의 학생자료
오하이오
- 오하이오 교육연구센터의 오하이오 종단 자료 체계(the OERC’s Ohio
주 교육청
Longitudinal Data Archive, OLDA)
자료임
- 보건 통계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교원 수요

- 교육경영정보시스템(Educ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직원자료(staff data)
- 주 교원 퇴직시스템(the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STRS)의
종합연간 재정보고서(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s)
- 구직과 노동이동설문조사(the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JOLTS)
- 오하이오 주교육청 직업 게시판(ODE Job Board)

교원 공급

- 통합 고등교육데이타 시스템과 오하이오 주 교육청의 교원 자격 데이터
베이스(the Integrated Postsecondary Data System (IPEDS) and the
ODE Educator Credential database)
- 고등교육정보 시스템(th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HEI) System)

2. 일본의 교원 수급 전망 방법10)
가. 일본의 교원 수급 개괄
일본의 교원 수급 구조는 1945년 이후에 기초가 잡혔다. 공급에 해당하는 일본의 교원
양성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에서의 교원 양성’ 그리고 ‘개방제’라는 2대 원칙에
근거하여 성립되었다. 대학에서 문부대신이 인정하는 교직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필
요한 단위를 취득한 자에게 교원자격(면허장)을 수여하는 체제를 원칙으로 교원을 양성해
왔다(土屋, 2009).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먼저 과정인정 신청을 한 후, 중
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 및 동과정인정위원회의 심사에 기초한 답신을 거쳐, 문부과

10) 일본의 교원 수급 전망 방법에 대해서는 이창희(동경대 박사과정)의 원고를 본 보고서의 취지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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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신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으면 면허장 종류별로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2011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약 81.3%에 해당하는 598개교, 단기대학의 약 70.6%인 257
개교, 대학원의 약 70.8%인 424개교에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 Ⅳ-11>과 같다.

<표 Ⅳ-11> 일본의 교직과정 인정을 받은 대학 현황(2010년 5월 1일 기준 )
(단위 : 개교)

구분

대학
(교원양성대학･학부, 일반대학)

단기대학

대학원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전체
대학 등 수

82

75

576

736

0

19

345

364

86

72

449

607

과정 인정을 받은
대학 등 수

76

53

469

598

0

10

247

257

80

35

315

424

비율(%)

92.7

67.9

81.4

81.3

0.0

52.6

71.6

70.6

93.0

48.6

70.2

70.8

(자료 : 문부과학성, 2012d)11)

이 중 대학은 다시 교원양성대학･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으로 나누어진다. 교원양성대
학･학부란 국립대학 중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다. 2012년 일
본 전국에 44개 교원양성대학･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대학은 국립교원양성학부의 비
교원양성과정, 과정제를 택하는 사립대학의 교육학부(文教、常葉学園、岐阜聖徳学園),
국립 및 사립대학의 교육학부, 국･공･사립대학의 문학부 교육학과 및 가정계 학부 아동학
과, 아동학부 및 인간발달학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원양성
에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학부 및 이학부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山崎,
2008).12) 단기대학은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인 학교를 가리키며, 보건부학교, 교원양
성소 등 지정 교원양성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대학원은 국립 및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
정 또는 교직에 특화된 전문직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11) 文部科学省(2012d) ｢中央教育審議会 教員の資質能力の向上 特別部会(第11回)参考資料1-2｣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11/001/shiryo/__icsFiles/afieldfile/2012/03/22/1318853_1_1.
pdf (2014.6.5.접속)
12) 山崎博敏(2008) ｢国立教員養成学部主流の時代から一般学部との並立の時代へ-学校教員の供給構造の変化｣ BERD(14), p.19-23,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Benesse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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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현직 교사 등이 소정의 단위를 취득함으로써 상위 단계의 면허장을 취득하거
나 다른 과목의 면허장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교원자격인정시험을 통해 교원면허장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비율은 미미한 편이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
면허장 31,346건, 중학교 교원면허장 55,275건, 고등학교 교원면허장 70,447건 등 총
217,503건이 수여되었다(문부과학성, 2012e).13)
수요에 해당하는 일본의 공립 초･중학교 교원 채용은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정령지
정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장이 실시하고, 해당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교원은 지방공무
원의 지위를 지닌다. 정령지정도시 이외 지역의 공립 초･중학교의 교원은 도도부현교육위
원회에 의해 ‘현비부담교직원’으로서 각 시정촌에 배치되고, 시정촌 교육위원회의 복무감
독을 받는다. 이 때 국가는 의무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준 확보를 위하여 현비부담교직원
의 급여 등의 1/3을 부담할 것을, 의무교육 국고부담금제도로 보장하고 있다(의무교육비
국고부담법).
<표 Ⅳ-12>는 2012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선고를 통하여
채용한 공립학교 교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총 180,238명이 응시하여 그
중 30,930명이 채용되어 약 5.8: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하의 자료는 각
도도부현이 실시한 채용선고시험 결과의 총합의 평균을 나타낸다. 각 도도부현별 채용선
고시험의 실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일례로 2012년도의 교원채용선고시험 결과 나가사
키현에서는 1,818명이 응시하고 140명이 채용되어 약 13:1이라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
였으나, 하마마츠시에서는 515명이 응시하고 129명이 채용되어 약 4:1이라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문부과학성, 2012b: 2)14).

13) 文部科学省(2012e) ｢2012年度教員免許状授与件数等調査結果について｣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_icsFiles/afieldfile/2014/05/22/1347978_1.pdf
(2014.6.5.접속)
14) 文部科学省(2012b:2) ｢2012年度公立学校教員採用選考試験実施状況について｣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nkou/icsFiles/afieldfile/2012/12/21/1329248_1.pdf (2014.6.8.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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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2012년도 일본 공립학교 교원채용선고시험 실시상황(2012.6.1. 기준 )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양호
교사

영양
교사

계

수험자수(명)

59,230

62,793

37,935

9,198

9,715

1,367

180,238

채용자수(명)

13,598

8,156

5,189

2,672

1,184

131

30,930

경쟁률

4.4:1

7.7:1

7.3:1

3.4:1

8.2:1

10.4:1

5.8:1

(자료 : 문부과학성, 2012b: 1)15)

신규채용 교원수를 결정짓는 요인에는 아동수, 퇴직자수, 그리고 교육조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 등이 있으나(潮木, 2013: 1; 山崎, 2005: 51)16), 문부과학성의 구체적
인 교원 수급 메커니즘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신규채용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 정수에
대해서는 1959년 이래 문부과학성이 교직원정수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해 왔다. 따라서 이
교직원정수개선계획을 중심으로 수요에 해당하는 교원 채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도도부현별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직원 정수는 크게 기초정수와 가배정
수로 나눌 수 있다. 기초정수는 표준법에 근거하여 학교 규모별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교직원 수를 뜻한다(문부과학성,2012a:67)17). 가배정수는 기초정수 이외에 학생, 학교,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특례적으로 배치되는 교직원 수를 뜻한다(문부
과학성, 2012a: 67). 가배정수는 1969년 의무표준법 개정에 의하여 제도화되었다. 국가
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배정수를 가배 유형별로 배분한다. 가배 사
유는 의무표준법 제7조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배 교원은 학급담임과는 별도로 수
준별 지도, 팀티칭, 이지메 및 등교거부 대처, 특수교육 등을 지원하거나 주간교원, 장기
연수자 대체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본 공립초등･중학교 교
직원 정수는 703,352명이다. 그 중 기초정수가 640,747명, 가배정수가 62,605명을 차지
한다(문부과학성, 2012a:71)18).
15) 文部科学省(2012b:1) 앞의 글 (2014.6.8.접속)
16) 潮木守一(2013) ｢教員需要の将来推計（平成22年度学校教員統計調査をベースとする）で用いた推計方法と残された課題｣
筑波大学研究(39) p.1－13; 山崎博敏(2005) ｢教員需給の現状と展望-大都市部の小学校教員不足ににどう対処するか｣
現代の高等教育(472) p.50-55 民主教育協会
17) 文部科学省(2012a:67) ｢少人数学級の推進など計画的な教職員定数の改善について～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教職員体制の整備～資料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9/18/1325940_01.pdf
(2014.6.10.접속)
18) 文部科学省(2012a:67) 앞의 글 (2014.6.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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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편제

교직원 배치

문부과학성

학급편제표준 설정

각 도도부현별
교직원총수표준(표준정수)
설정(가배정수 포함)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학급편제기준 설정
(표준으로서의 기준)

문부과학성의 표준정수를
표준으로 참작하여 각 도도부현은
현비부담교직원 정수를 조례로
정함

□ 사후신고

□ 신청

교

시정촌 교육위원회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지역
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
여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
급을 편제함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현비부담교직원
인사를 보고, 신청함

직
원
배
치

□ 학급편제 실시
학교

학급설치

교직원 배치

(자료) 문부과학성(2005:6) 및 문부과학성(2012a:67)을 참고하여 이창희가 작성19)

[그림 Ⅳ-6] 학급편제 및 교직원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문부과학성은 학급 규모와 교직원 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급편제 및 교직
원정수표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과 의무교육의 질을
유지･보장하고 있다(공립의무교육제학교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수 표준에 관한 법률). 학
급편제 및 교직원배치에 관한 국가와 지방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그림 Ⅳ-6]과 같다.
학급편제 권한과 관련하여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탄력적으로 학급을 편제하는 현재의

19) 文部科学省(2005:6) ｢学級編制および教職員定数に関する資料｣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029/shiryo/05061001/sankou002.pdf (2014.6.15.접속);
文部科学省(2012a:76) ｢少人数学級の推進など計画的な教職員定数の改善について～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教職員体制の
整備～資料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9/18/
1325940_01. pdf (2014.6.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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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11년 이후이다. 2001년 의무표준법 일부개정 이전까지는 문부
과학성이 정한 학급편제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직원 정수가 정해졌지만, 2001년 이후
부터는 도도부현이 아동의 실태를 감안하여 국가표준 40명 이하의 특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3년부터는 도도부현의 판단에 의해 특례적인 경우뿐만 아
니라 전 현에 국가표준 40명 이하의 일반학급편제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급편제 운
영을 탄력화했다. 2011년에는 의무표준법 제5조의 개정을 통하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가 정한 학급편제기준에 따라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사전협의와 동의를 얻어 학급을 편제
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유연하게 학급을 편제하고 이를 사후
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나. 교원 수급 추이
1) 데이터 유형 및 수집 방법
교원 수급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부과학성 홈페이지(www.mext.go.jp)와 교육위
원회 월보에 발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교원 수급과 관련하
여 문부과학성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교원통계조사는 교원의 이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학교교원
통계조사는, 1947년도부터 실시된 학교교원조사와 1953년도부터 실시된 학교교원수급조
사를 통합하여 1968년도부터 실시되어온 조사이다. 학교교원통계조사의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
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이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내용은 크게 학교조사, 교원개인
조사, 교원이동조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교원이동조사 영역 자료를 교원
수급 전망에 활용할 수 있다. 교원이동조사는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조사통계 기획
실에서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조사전년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일어난 채
용･전입･이직한 교원수를 다룬다. 세 조사 중 가장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조사
이다.
둘째, ‘공립학교 교원채용선고시험 실시 상황에 대하여’는 교원 채용과 관련된 직접적
자료를 제공한다. 교원채용선고시험 조사는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교직원과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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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매년마다 실시한다. 전국 66개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교육위원회가 조사전년도에
실시한 채용선고시험 상황을 대상으로 도도부현별･누계 수험자수, 채용자수, 경쟁률, 학
력별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한다.
셋째, 각종 회의자료도 교원수급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
회 초등･중등교육분과회 등에서는 교원양성부회 등을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이
때, 검토 목적과 관련된 기초자료들을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정리하
여 공표한다. ‘~ 참고자료’라고 표기된 자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방법은 위의 두 방
법과 비교하여 특정 목적에 의해 비주기적･간접적으로 수집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위의 조사들은 과거에 비해 조사 항목이 더욱 세밀화 되었다. 결과 공표 항목도 확대되
어 교원 수급 추이 및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각 조사별로 조사주체, 대상,
방법, 용어 등이 상이하므로, 같은 시기, 같은 조사 항목이라 할지라도 조사 결과에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 수집상의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의 출처를 통일하지
않기로 한다.

2) 교원 수급 추이
가) 교원면허장 취득자수 추이
교직과정 인정을 받은 단기대학, 학부,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해당하는 학교급의 면허
장을 취득할 수 있다. 2010년도 교원면허장 취득자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18,823명, 중학교 교원은 47,609명이 교원면허장을 취득했다. 이 중 학부에서 교원면허
장을 취득한 비율은 초･중학교 모두 89%정도이다. 대학원에서 취득한 비율은 초등학교
6.6%, 중학교 8.9%이다.
학부 출신자의 세부 구성 비율에서 초등학교 교원면허장 취득과 중학교 교원면허장 취
득 현황은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학부 출신자 중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
학부 출신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교원의 경우 학부 출신자 중 공･사립
대학 출신이 전체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입학하면 거의 졸업하는 일본의
실정을 고려할 때,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학부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에, 공･사립대학은
중학교 교원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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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입학정원 추이 및 졸업자 교원취직률 추이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교원양성과정)의 공급량 관리는 ‘입구’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과

‘출구’에 해당하는 졸업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橋本, 2006: 129)20). 입학정원과 졸업
자수는 4년을 전후로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입학정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후
제1 베이비붐 세대의 학령기인 1949년 25,355명이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에 입학하였다.
그 후 출생률 저하로 인한 아동수의 감소 추세로 인해, 문부성은 1969년부터 공립 초･중
학교의 신규교원의 일정 부분, 즉 초등학교 교원의 9할, 중학교 교원의 6할을 교원양성대
학･학부에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감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제2 베이비
붐 세대의 학령기가 오면서 1979년까지 교직양성과정 입학정원은 다시 확대되어 약 2만
명에 육박하였다.
1986년 2월에 문부성은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향후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회의를 발족
하였다. 그 결과 1987년에 문부성은 제2 베이비붐 세대 아동의 감소 경향에 대처하기 위
한 방책의 일환으로 교원양성과정의 일부 개편에 나섰다. 문부성은 교원 이외의 직업 분
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과정’을 설치하고, 1997년에는 약 1
만5천명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재정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998년부
터 2000년에 걸쳐 국립대학교원양성과정의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 5,000명 삭감 계획’
을 실시하는 한편, 타학부와의 정원 전환을 거쳐 약 5천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
두었다. 그 결과, 현재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입학정원과 졸업자수는 약 1만 명을 유지
하고 있다[그림 Ⅳ-7].
국립교원양성과정대학･학부의 입학정원 증감과 관련된 문부과학성의 정책은 시대에 따
라 수직적 개혁과 수평적 개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山崎, 1998: 34)21). 1950년대 ‘2년
제’에서 ‘4년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입학정원 감축이 수직적 개혁이라면, 1980
년대 후반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신과정의 설치, 타학부와의 정원 전환은 수
평적 개혁이라 할 수 있다.

20) 橋本紘市(2006) ｢専門職の｢量｣と｢質｣をめぐる養成政策 ―資格試験と大学教育―｣ 東北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研究. 年報
54（2）p.111-135
21) 山崎博敏(1998:34) 教員採用の過去と未来玉川大学出版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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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졸업자 교원취직률은 1980년도의 77%에서 점차 하강하다가
1998년, 2001년에는 교원채용자수의 급감과 함께 30%의 낮은 취직률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아동 출생수 감소 경향이 다소 주춤거리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정년퇴
직자수가 증가하면서 초･중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채용수가 회복 추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90년대 후반에 실시된 국립양성대학･학부 입학정원 감원 관련 정책의 대상
자가 졸업하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국립교원양성계 대학･출신자의 교원취직률은 50%를
웃돌기 시작하였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임시임용자수까지 포함하면 국립교원양성대학･
학부 졸업자는 약 61%의 교원취직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7] 일본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입학정원 추이
(자료 : 문부과학성 참조 이창희 작성)22)

22)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koutou/005/toushin/1901/011104.htm; http://www.mext.go.jp/
b_menu/shingi/chousa/koutou/028/toushin/05032901.pdf;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11
/shiryo/icsFiles/afieldfile/2012/05/09/1320125_6.pdf (2014.6.17.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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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일본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 졸업자 교원취직률 추이
(자료 : 문부과학성, 2013)23)

다) 공립 초･중학교 교원 퇴직자수 추이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퇴직자수는 2000년대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山崎
(2005: 51-52)24)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세대는 이른바 ‘단
카이 세대’라고 불리는데, 제2차 베이비붐 시대의 도래로 인한 아동수의 급증, 고도성장
기의 인구이동, 혁신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욕적인 교원 채용 등의 결과로 당시 대량으로
채용되었던 세대이다. 또한 그들이 채용되던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는 전후 신제중학
교의 창설로 인해 대규모로 채용되었던 세대가 대규모로 퇴직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문부
과학성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대량 퇴직의 흐름은 2017년도 경에도 나타날 전망이다.

23) 文部科学省(2013) ｢(参考)国立教員養成大学・学部(教員養成課程)の卒業者の教員就職現況｣
http://www.mext.go.jp/b_menu/houdou/26/01/__icsFiles/afieldfile/2014/01/22/1343382_05.pdf (2014.6.17.접속)
24) 山崎博敏(2005) ｢教員需給の現状と展望-大都市部の小学校教員不足ににどう対処するか｣ 現代の高等教育(472) p.50-55
民主教育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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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일본 공립초･중학교 교원 퇴직자수 추이
(자료 : 문부과학성)25)

라) 공립 초･중학교 교원 채용자수 추이 및 채용경쟁률 추이
공립 초･중학교 교원 채용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40인 학급이 실시되었던 1980년 초
반에는 교원 채용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적으로 감소
하였다. 특히 2000년도에는 공립･초중학교 교원 채용수가 6,356명에 그쳐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졌던 1982년도 35,410의 약 1/5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그림 Ⅳ-11]의 2000년
대 초반의 채용경쟁률의 추이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
초반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채용시험 경쟁률 평균이5:1의 수준이었지만, 채용 시장
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2000년도에는 약 2.6배 수준인 13.2:1까지 치솟았다.

25) 文部科学省(2012a;117)
｢少人数学級の推進など計画的な教職員定数の改善について～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教職員体制の整備～資料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9/18/1325940_01.pdf
(2014.6.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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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그림 Ⅳ-10] 일본 공립 초･중학교 교원 채용자수 추이
※ 양호교원 등은 제외함
(자료 : 문부과학성)26)

[그림 Ⅳ-11] 일본 학교급별 공립학교 교원채용선고시험 경쟁률 추이
(자료 : 문부과학성)27)
26) 文部科学省(2007) ｢教員採用試験の競争率の状況｣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31/siryo/06110708/003/002.pdf (2014.6.21.접속);
文部科学省(2012a;117) ｢少人数学級の推進など計画的な教職員定数の改善について～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教職員体制
の整備～資料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9/18/
1325940_01.pdf (2014.6.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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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러한 전세가 역전되어,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
으로 채용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채용시험 경쟁률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앞서
[그림 Ⅳ-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퇴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문부과
학성에서는 이러한 채용 규모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문부과학성 및 지방 교육위원회의 교원 수급 정책 동향
1) 교원 공급 관련 정책 동향
일본의 교원양성제도에 있어서 ‘공급량’ 관리 정책은 교원 수요 변동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되었다. 전후 고도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교원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곧 교원양성계 대학･학부의 정원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입학정원 증
가 기조는 제 2베이비붐 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다. 구체적인
입학정원은 1964년 9월에 열린 전국교원양성대학･학부장회의에서 결정된 ‘초등학교 교원
양성과정, 중학교 교원양성과정별 입학정원에 대하여’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국립교
원양성대학･학부에서 초등학교 교원의 9할, 중학교 교원의 6할을 계획･양성하기로 결정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자 아동수의 감소와 함께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
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로 전환되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대학 등을 새로 증
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억제되었다. 1987년에 문부성은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의 구축을
향한 적극적인 개편에 나서, ‘신과정’을 설치하고 10년 동안 약 5,000여명의 입학정원 감
축효과를 거두었다. 1997년 7월에는 2000년도까지 중학교 교원양성과정을 중심으로 국
립대학교원양성과정의 입학정원 5,000명을 삭감할 것을 공표하고 실천에 옮겼다. 2004
년 4월에는 국립대학 법인화로 인하여 후쿠시마 대학, 야마가타 대학, 돗토리 대학의 교
원양성과정이 폐지되었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단카이 세대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교
원 채용이 계속되자, 교원양성계 학부 입학정원 억제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
27) 文部科学省(2007) ｢教員採用試験の競争率の状況｣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3/031/siryo/06110708/003/002.pdf (2014.6.21.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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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002년 8월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억제방침의 폐지가 처음 제기된 이래, 3년
만인 2005년 3월 문부성은 ‘교원분야관련 대학 등 설치 또는 수용인원 증가에 관한 억제
방침의 철폐’를 공표하였다. 그 결과, 국립교원양성계대학의 입학정원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립대학은 교원양성인원에 있어서 큰 약진을 보였다(山崎: 2008)28).
특히 사립대학은 초등교원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2001년의 41개교에서 2009
년 148개교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립교원양성대학･학부의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양
성정책은 후퇴하고,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사립대학의 초등교원양성에의 참여가 본격화
되었다.
최근에는 학부 수준이 중심이던 기존 교원양성 단계를 석사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움직
임이 일고 있다. 2012년 8월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생활전체를 통한 교원의 자질･능력의
종합적인 향상방책에 관하여’ 답신에서 기존 대학교육 4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제도의 과제로 금전적 부담의 증가,
이수 기간･방법상의 과제, 접근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문부과학성, 2012f: 4)30). 이
로 인해 교원지망자가 오히려 감소된다면 교원채용선고시험 경쟁률의 하락, 나아가 전체
적인 교육의 질 하락이 예상되므로, 교원 양성의 ‘양’과 ‘질’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교원 수요 관련 정책 동향
문부과학성은 신규채용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 정수에 관하여 1959년부터 7차례 이상에
걸쳐 교직원정수개선계획을 수립, 실시해 왔다. 교직원정수개선계획에는 교직원 기초정
수산정의 근거가 되는 학급편제 표준의 변화(津田, 2001: 1)31)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배정원 배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8) 山崎博敏(2008) ｢国立教員養成学部主流の時代から一般学部との並立の時代へ--学校教員の供給構造の変化｣ BERD (14),
pp.19-23,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Benesse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
29) 文部科学省(2001-2009) ｢小学校教諭免許状の認定課程を有する大学数の推移｣ 教育委員会月報 5月号
30) 文部科学省(2012f:4) 中央教育審議会 教員の資質能力向上 特別部会 ｢修士レベルの教員養成について｣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11/001/shiryo/__icsFiles/afieldfile/2012/03/22/1318853_1_1.
pdf (2014.7.21.접속)
31) 津田深雪(2011:1) ｢少人数学級導入をめぐる議論--学級編制標準と教職員定数の改善に向けて｣ 調査と情報 (705), pp.1-1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110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가) 제1-7차 교원정수개선정책(1959-2005년)
1958년 의무표준법 제정 이래, 문부성은 지금까지 7차에 걸쳐 학급편제 기준의 교직원
정수 개선을 도모하는 계획을 실시해왔다. 1959년 학급편제 표준을 50명으로 설정한 것
을 시작으로 대략 5년을 주기로 수립된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은 1964년 45명, 1980년 40
명으로 개정될 때까지 수정을 거듭해왔다. 2001년 이전에는 문부과학성의 학급편제 표준
이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의무표준법이 일부 개정되어 도도부현 교육위원
회가 아동의 실태를 감안하여 국가표준 40명 이하의 특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4년부터는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가 총액재량제로 변경되면서 각 도
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소인수 학급을 편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
해 교직원 정수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
가배정수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제6차 계획에서는 팀티칭 지도, 일본어 지도 등에
대한 가배정수가 제도화되었으며, 제7차 계획에서는 소인수 지도, 수준별 지도 등을 충실
히 하기 위해 가배정수의 확충이 이루어졌다. 그 후 제7차 계획의 최종년도인 2005년 8월
에는 제8차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안을 공표하고 2006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려 했으나, 같
은 해 11월 경제재정자문회에서 제시한 총인건비 개혁 기본 방침으로 인하여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은 보류되었다(문부과학성, 2012a: 67)32). 그 후, 2006년 정수 개선을 억제하
는 행정개혁추진법이 제정되어 계획적인 정수 개선은 실현되지 못 한 채, 매년 행정개혁
추진법 범위 내에서 가배정수의 개선만 이루어졌다.

나) 신･공립학교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2006-2010년)
2010년 7월에는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가 ‘향후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정수
개선에 관하여(제언)’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하였다. 제언의 주요 내용은 도도부현 교
육위원회의 학급편제 권한을 시정촌 교육위원회로 이양, 초･중학교의 학급편제 표준의 하
향 조정, 가배정수를 기초정수로 편입 등이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8월 신･공립의무제학
교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과 신･공립고등학교 등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을 발표하였다.
32) 文部科学省(2012a:67) ｢少人数学級の推進など計画的な教職員定数の改善について～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教職員体制
の整備～資料編｣ http://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micro_detail/__icsFiles/afieldfile/2012/09/18/
1325940_01.pdf (2014.6.10.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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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립의무제학교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은 2011년부터 35인 이하 소인수학급의 순차
적 실시, 4,000명 교직원정수개선, 학급편제 권한의 재검토가 주요 골자였다. 신･공립고
등학교 등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은 2,600명 교직원정수개선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전략담당대신, 재무대신, 문부과학대신 3대신이 논의를 거쳐 다음
과 같은 기본방침에 합의하였다. ① 2011년도 초등학교 1학년 35인 이하 학급을 실현할
것, ② 이를 위하여 2,300명 기초정수개선 및 가배정수 1,700명을 활용할 것, ③ 의무표
준법 개정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 35인 이하 학급을 실현할 것, ④ 2012년도 이후 교직
원 정수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지방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 예산편성시 검토
할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그 후 초등학교 1학년 35인 이하 학급편제의 제도화 등의 내용
을 담은 의무표준법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 공립의무교육제학교의 학급편제과 교직원정수표준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1년-2012년)
2011년 2월에 앞서 언급한 의무표준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심의에서는
소인수 학급의 유효성, 국가가 학급편제 표준을 35인 이하로 설정하는 의의, 기초정수와
가배정수의 효과적인 조합, 교직원정수개선에 따른 재정확보 가능성 등이 논쟁을 불러 일
으켰다. 그 결과, 동법안은 ① 초등학교에서의 전문적 지도 및 특수교육과 관련된 가배사
유의 창설, ② 동일본대지진과 관련된 교직원정수의 특별조치, ③ 교직원 정수 배분 시 시
정촌교육위원회 주체성 확보 등과 같이 수정된 후 같은 해 4월에 가결되었다. 법률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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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학급편제표준 설정
국가(문부과학성)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학급편제기준 설정
【준수해야 하는 기준】
사전
협의

시정촌 교육위원회

초등학교1학년： ３５명
중학교２～３학년 ： ４０명
（의무표준법３조）

40명

동의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정
하는 기준에 따른 학급 편제

【표준으로서의 기준】
사후
신고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을 발
휘하여 학급 편제

(자료 : 문부과학성)33)

[그림 Ⅳ-12] 일본 학급편제표준 및 학급편제권한의 검토

학급편제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가 의무표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표준정수가 국고부
담의 대상이다(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급편제 기준수를 결정
하여 교직원 급여비를 부담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다(시정촌립학교직원급여부담법 제
1조). 단, ‘실학급수’를 교직원 정수 산정의 기초로 설정했던 종래의 방식은 ‘도도부현 교
육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산정한 학급수’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시정촌 교육위
원회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설정한 기준 이상으로 교직원을 임용한 경우 해당하는 교
직원의 급여는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부담하는 체제가 마련되었다(津田, 2011: 7-8)34).

라) 아동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새로운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2013년-2017년 5개년계획)35)
2011년 6월 문부과학부대신은 공립의무제학교의 학급 규모 및 교직원 정수의 적정화에
33) 文部科学省(2011) ｢公立義務教育諸学校の学級編制や教職員定数標準に関する法律および地方教育行政組織および運営に関
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概要｣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other/__icsFiles/afieldfile/2011/
02/04/1302021_1.pdf (2014.7.4.접속)
34) 津田深雪(2011) ｢少人数学級導入をめぐる議論--学級編制標準と教職員定数の改善に向けて｣調査と情 報(705) pp.1-1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35) 文部科学省 (2012g) ｢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ための新たな教職員定数改善計画案(Ｈ25～Ｈ29)｣ (이하 줄여서 ‘새로운 교
직원정수개선계획안’으로 칭함) http://www.mext.go.jp/a_menu/shotou/hensei/003/__icsFiles/afieldfile/2012/09/21/
1326013_01.pdf (2014.7.1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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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검토회의를 설치하였다. 검토 결과, 2012년 정부 예산
에 총 3,800명의 정수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초등학교 2학년 36이하 학급 해소에
가배정수 900명, 개별 교육과제 대응에 1,900명, 동일본대지진 피해 아동 학습지원에
1,000명이 증원되었다. 이어서 검토회의는 향후 소인수학급 추진 및 개별 교육과제에 대
응하기 위한 교직원 배치, 나아가 계획적 교직원정수 개선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소인수학급추진 등 계획적 교직원정수개선에 관하여 - 아동
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교직원체제정비 -’로 정리하여 문부과학성에 제출하였다. 문부과
학성은 이를 바탕으로 2012년 9월 7일 ‘아동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새로운 교직원정
수개선계획안(2013년-2017년 5개년계획)’을 책정･공표하였다. 문부과학성이 책정한 새
로운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안은 학교교육을 둘러싼 과제의 증가와 비정규교원의 증가라
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계획안은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 맞추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27,800명의 교직원정수를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인원은 <표 Ⅳ-13>
와 같다.

<표 Ⅳ-13> 일본 새 계획안에 따른 연도별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
2013년
개선안(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5,500

5,500

5,600

5,600

5,600

27,800

소인수학급 등
추진분(명)

(3,900)

(3,900)

(4,000)

(4,000)

(4,000)

(19,800)

개별교육과제
대응분(명)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119

119

121

121

121

601

▲3,200

▲3,800

▲3,500

▲4,100

▲4,500

▲19,100

소요액(억엔)
자연감36)(명)
동일본대지진대응

1000명 → 피해 지역의 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대응함

※ 매해 거의 동일한 인원수를 개선인원수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 2013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 문부과학성)37)

36) 여기서 ‘자연감’이란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교직원정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37) 文部科学省(2012g:1) ｢子どもと正面から向き合うための新たな教職員定数改善計画案(Ｈ25～Ｈ29)｣ (이하 줄여서 ‘새로운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으로 칭함) http://www.mext.go.jp/a_menu/shotou/hensei/003/icsFiles/afieldfile/2012/09/21/
1326013_01.pdf (2014.7.1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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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수 개선은 크게 소인수 학급 추진 영역과 개별 교육과제 대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소인수 학급 추진 영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36명
학급의 해소 및 복식학급 해소･개선을 통하여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는 영역이다. 총
19,800명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별로 학교 및 아동
의 실태를 고려하여 소인수 학급 실시 학년을 선택하여 가배정수를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시도교육위원회의 판단 하에 해당 정수를 소인수지도 및 팀티칭에 활용할 수 있다. 2011
년에는 의무표준법의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35인 학급 실시가 제도화된 데 이어,
2013년에는 학년을 설정하지 않고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실시학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개별 교육과제 대응영역은 7개 세부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세
부영역별 정수개선수는 <표 Ⅳ-14>과 같다.

<표 Ⅳ-14> 일본 개별 교육과제 대응 관련 교직원정수 개선
이지메 문제에의 대응 등 학교운영의 충실･개선

1,600명

학력･학습의욕 향상지원(교육격차해소)

1,700명

통합교육체제구축을 향한 특수교육의 내실화

2,900명

초등학교 교과전담지도 충실

600명

외국인 아동 등에 대한 일본어지도

500명

학교･지역 연계 등의 실천에 대한 지원

600명

교원자질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600명

총계

8,000명

(자료 : 문부과학성, 2012g:

2-3)38)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정수개선 계획안의 실시에 있어서 가급적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동반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아동수 감소에 대한 교직원 정수의 자연감소분과 대량 정년퇴
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을 활용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상기의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을 통하여 OECD가 제시하는 세계 수준과
비슷한 교원배치가 가능해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2012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수
평균이 초등학생 17.7명, 중학생 14.1명이었으나, 계획이 완료되는 2017년에는 초등학생
16.4명, 중학생 13.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8) 문부과학성(2012g:2-3) 앞의 글(2014.7.1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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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교원 수급
예측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를 준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변수가 교
원 수급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교원 수급을 중요한 의제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교원의 부족이 늘 정책적 이슈가 되어오
고 있기 때문에(Murnane, et al., 1991; Ingersoll, 2009), 교원 수급 추계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미국교육통계센터에서는 매년 향후 10년에 대
해서 교원수 추계와 신규 채용 교원수 추계를 경제 변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 변수(정책변
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실질적인 행정
적인 역할은 주정부와 지역교육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도 교원 수급 전망
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학생수와 교원수를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정부에서
교원 수급 관련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생수 추계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주 차원
에서 교원 수급 전망 예측을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단위

교원수급추계 관련 업무

--------

- 전국 단위 학생수 추계,
- 전국 단위 교원수 및 신규교원수 추계

주 정부

지역교육구

연방정부

관련 기관

-----

미국교육통계센터
(NCES)

--------

- 교원자격증발급
- 주 단위 교원수급추계분석
- 지역교육구 단위(유형별) 교원 수급
추계 분석 및 진단

-----

주교육청(Departme
nt of Education)의
교원자격증 혹은
교원관련 부서

--------

- 교원채용
(채용공고 및 채용)

-----

지역교육구
채용담당부서 혹은
해당 학교

[그림 Ⅳ-13] 미국의 교원 수급 추계 관련 기관 및 관련 업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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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단위에서는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두 주는 법적으로 혹
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원 수급 관련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게 규정하고 있
다. 미네소타주는 2년에 한 번, 오하이오주는 매년 교원 수급 전망을 진단해서 보고서를
발간한다.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의 교원 수급 전망 보고서의 공통점은 교원 수급 추계의 분석
방법과 분석틀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고급통계를 이용하지 않지
만,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고등교육기관 관련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하여, 현황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두 주의 추계 방법
에서 대표적인 차이점은, 오하이오주는 교원 1인당 학생수 변수를 이용하여 학생수 추계
자료에 근거하여 교원수를 추계하고 있는 반면, 미네소타주는 교육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근거로 향후 5년에 대한 추계를 질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주체도 미네소타주는 주 교육청의 인력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오하이오주는 대
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즉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Ⅳ-15> 미국의 연방정부, 미네소타주, 오하이오주의 교원 수급 추계 현황 비교
구분

연방정부

교원수급예측
전국적 단위에서의 교
원수요 예측
-

세부 추계 내용

비고

초･중등 및 공사립유형별 교원
수와 신규교원수 예측
교원수요 예측업무 지원을 위
향후 10년 추계
해 각 주정부에 펀드 제공
매년 추계 보고서 작성

미네소타 주

- 교육구 단위로 교원수급 추계
주 단위와 각 지역교육
진단 설문조사 실시
구 유형별의 교원수요 - 향후 5년 추계 진단(지역교육구
예측
유형에 따라 진단 분석)
- 2년마다 추계 보고서 작성

추계의 경우 질적인 측면으로
진단하고 있음.
학생수 추계는 향후 10년을
수행

오하이오 주

주단위 교원수 추계. 지
역교육구 유형별 교원
수급 추계 진단
-

학생수 추계 수행과 더불어
교원수 추계자료도 작성.
질적 진단은 하지 않고, 주
단위에서 구축되어 있는 DB
자료 분석이 주를 이룸.

주 단위 교원수 예측(교원 1이당
학생수 고정, 교원 1인당 학생수
변동의 두 가정 하에서 예측 수행)
학생수와 교원수 향후 7년 수행
매년 추계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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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교원 수급 추계 전망을 산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
국은 교육부에서 비정기적으로 다양한 연구진들(대학 교수 혹은 정부출연기관 연구자 등)
에게 교원 수급 추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추계 방법론에 일
관성이 없고, 추계 기간과 추계 자료 발간도 제각각이다. 교원 수급 추계 자료가 일관성
있게 발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한국도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검증된
추계 방법론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계하고,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라도 주기적으로
추계를 실시해서 보정된 추계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교원 수급 자료의 안정
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나치게 먼 미래를 추계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에서는 10
년, 주 교육청에서는 5년 혹은 7년 정도의 가까운 미래를 추계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교원수급에 대한 장기간을 추계하는 것보다는 단기간을 매년 추계
하는 것이 정책수립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도 매년 혹은 최
소 격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중단기적인 추계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매년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교원 수요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고 있으나,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
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교원 수급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원 채용의 직
접적인 단위가 지역교육구나 학교이지만 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구의 교원 수
급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의 양성과정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수행함으로
써, 교원 수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연구가나 주 정부 차원에서의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동시에 미래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양성기관의 학생들, 즉 예비교원들에게 향후 교직과 관련한 세부적인 전공과목을 선
택할 때 수요 공급 현황을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도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교사 채용의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네소타주나 오하이오주처럼 교원 수급에 대한 진단을 더욱 체계
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주처럼 외부 연구소나 대학에 주기
적으로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를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주 교육청에서
지역교육구에 대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추계 진단을 하듯이, 한국의 시･
도교육청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이나 대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시･도교
육청 단위로 세부 과목별 교원수급전망 혹은 추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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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방향과 전망 체계 구상
가. 기본 방향
교원 수급 정망 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교원 수급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고, 교원 정책
에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중장기 수급에 전문적인 역
량이 집결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이 시스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예측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예측
이 되어야 한다. 교원의 수요와 공급, 국가 차원과 지방 차원으로 개별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측 결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로 공
개하여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7가지로 설정하였다.

1) 전망 자료의 신뢰성 보장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 전망치의 신뢰성이다. 신뢰
성 있는 자료를 생산해야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종종 통계적 예측 자료의 부정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적정한 오차허용 범위
안에서 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측의 주요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인을 교원 수급 예측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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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방법의 전문성 증진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서 신뢰성 있는 예측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작업을 필
요로 한다. 교원 수급 전망을 담당할 기관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기관 내외의 전문
가들의 협력과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배치된 전문가가 교원 수급 전망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여건을 마련하는 등 전문성 증진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전망 연구의 연속성 보장
교원 수급 전망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반복적으로 보완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 교원 수급 계획은 주로 교육부에서 정책 과제를 발주하여 추진되었다.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에서 단기적으로 예측을 한 적이 있으나,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교육부 정책 연구로 발주된 경우는 발주 당시의 이슈를 반영하
고, 연구책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교원 수요를 추정하기 때문에, 보고서마다
예측값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단절적인 연구로 생산된 자료는 교원 정원에 관
련된 기관과 전문 연구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연속적으로 교원 수급 전망을 실행하도록 보장해 주어
야 한다.

4) 전망 연구･작업의 통합성 유지
교원 수급 전망 체계는 교원 수급 예측 모형과 컴퓨터 운영 체제, 그리고 행･재정적 지
원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미시적인 교원수 예측 산출식, 산출식에 따라 예측 값을
산출해 내는 컴퓨터 처리과정,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전문가들의 참여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전문 기관이 책임지고 담당해야 할 일이지만, 관계 기관들의 협력도 필
수적으로 요청된다.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한 전문적 연구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화 과
정과, 관계 기관들이 협력과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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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망 결과 자료의 개방성 증진
전국 및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원 수급 전망이 이루어지면, 그 예측치에 대한 기본적
인 정보를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측 결과에 대해 어느 수준까
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진행상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지
만, 기본적인 자료는 공개하게 해야 한다. 자료 공개 방법으로는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전망 자료를 탑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6) 전망 기관의 지원과 책임 강화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망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문 기관에 필요한 인력, 예산,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전문 기관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언제 어떤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 유관 기관간 협업 강화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맡아서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
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관 기관으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육통
계센터(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 특히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과 전문 기관의 3자간 역할과 협력 방안은 다른 기관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재
정적, 조직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활용할 주체는 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될 것이다. 이 외
에도 교원양성기관, 교원 관련 연구자들이 전망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 인
사와 교육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이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역으로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지원과 협력도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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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망 체계 구상
1)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개념
교원 수급 전망 체계란 교원 수급 상황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에서 중･
장기적으로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원 수급 전망 체계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교원 수급 전망을 담당할 기
구와 관련 기관의 협조, 법과 정책적 지원 등을 포괄하는 지원시스템이다. 2단계는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모형과 이 모형에 따라 전산처리를 담당할 운영 체
계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1단계의 지원체제(Support System)이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다. 우리나라는 교원 수급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한국
교육개발원의 연구자들이나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책임자로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해 왔다.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일시적인 대응 체제로 교원 수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다 보니, 수급 예측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원 수급 전망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책 개발, 법 규정 정비, 조직 정비, 추정치 산출 주기,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되
어야 한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2단계의 교원 수급 전망치를 예측하기 위한 산출 모형과 운영체제
(Modeling & Operating)이다. 미시적으로 교원 수급 예측 산출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부 수탁으로 추진된 각종 연구보고서에는 예측
모델의 변인들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추정치들이 달리 산출되었다. 무슨 변인을 활용
할 것인지, 어떤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정책 변인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에 대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예측 모델을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필
요하다. 교원 수급 예측 모형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모으고, 컴퓨터에 업로드 하고, 프로
그램을 작동하여 교원 수급 전망치를 얻어내는 과정을 운영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이 전문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교원 수급 전망에 관한 신뢰로운 자료들이 안
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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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체계의 요소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Ⅴ-1]과 같다.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실용성 있게 산출하려면, 지원 시스템과 모델링 및 운영체제가 동심원으로 연결되어, 동
일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림 Ⅴ-1] 교원 수급 전망 체계도

가) 지원체제(Supporting system)
지원체계는 산출 모형과 운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국가 차원의 각
종 지원 사항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법 규정 정비, 주무 기구
의 인력･예산 확보,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 발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규정 등을 포
함한다.

①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원의 수급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원 수요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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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자료를 확보하고, 교원 수급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원 수급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수요나 공급의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교원 수
급에 대한 국가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교원 수급 전망을 위
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법 규정의 정비: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기적으로 교
원 수급 예측을 실행하고 추정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주무 기구 설치 및 인력･예산 확보: 교원 인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
원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추정하는 기구나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기구
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은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고급
통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원 전문가 및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시계열
고급 통계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
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교원 수급 전망에 필요한 예산은 전문 인력 채용 예산, 하드웨
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자료집 발간 예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자료집 제작 및 배포: 교원 수급 전망 기관은 매년 또는 격년마다 5~10년 정도의
교원 수급 전망치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이 자료는 중앙정부뿐만 아니
라 지방정부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전망 자료집은 통계 자료집의 일부로 하든지, 단독 자
료집 형태로 발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다. 또한 이 자료집 전체를 개방할
것인지 일부만 개방할 것인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만 제공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제공
할 것인지 등 개방할 자료의 범위와 개방할 대상의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

⑤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교원 수급에 관련된 기관은 많다. 교원 수요에 직접 관련
된 기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이다. 교원 공급에 직접 관련된 기관은 교육
부와 대학의 교원양성기관이다. 교육공무원을 관리하는 안정행정부와 정부의 예산을 관
리하는 기획재정부도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교원에 관해 연구하는 기관과 교원 관련
통계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기관도 있다.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하위 요소인 지원체계는
이들 기관들의 역할과 협력 방식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교원 수급 전망을 실시
할 기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과거 수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센터에서 교원 수급 중장기 예측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지원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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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예측 작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원체계가 없으면, 교원 수급 전망 작업이 안
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산출 모형과 운영체제(Modeling & Operating)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망치 산출 모형이다. 이것은 교원 수
급 전망에 필요한 산출식 모형과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 산출 모형은 컴퓨터의 운영체제
에 따라 처리되어, 계획된 전망치를 산출하게 된다.

① 교원 수요 및 공급 산출식 모형: 교원 수급 전망은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을 포함한
다. 수급 전망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변인에는 통계적 변인과 정책적 변인이 모두
포함된다. 과거 통계적 변인만 고려한 시계열 분석에서, 추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통계적 변인으로 5-10년의 미래를 추정해도,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이 교원 정책에 변화를 큰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 예측 산출식에서 통
계적 변인과 정책적 변인을 어떻게 반영해 낼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교원 수급 전망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통계 전문가와 교원 정책 전문가
들의 협력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② 전망치 산출 기준 및 방법: 교원 수요 및 공급 산출식 모형이 설정되면, 어떠한 프로
그램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시계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패키
지를 검토하고, 산출 모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

③ 데이터의 종류와 관리 방법: 교원 수급 전망에 활용되는 통계 데이터의 종류를 선택
하고, 교육 및 인구 통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매년 달라
지는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차적인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결정해야 한다.

④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 선정 및 구현: 산출식 모형과 활용할 데이터가 결정되면, 이
에 따라 시계열적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통계 변인뿐
만 아니라 정책 변인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도 프로그램 선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⑤ 프로그램 조작 방법 및 절차: 통계 프로그램 선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명세화 되고 활용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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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훈련이 이루어지면, 준전문가들도 운영체계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출 모형을 개
발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데는 준전문
가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정리와
그에 대한 훈련 요소가 운영체제 구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⑥ 홈페이지 구현: 교원 수급 전망 시스템이 구축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교원 수급
전망치 산출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 홈페이지는
교원 정책 및 수급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모형
교원 수급 전망 체계에서 산출 모형과 운영체제는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지원체제가 갖추어지더라도 교원 수급 전망에 필요한 산출 모형과 데이터가 제
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산출 모
형과 운영체제를 기본으로 개발하고,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한 요소로 보고, 그것을 지원
체제(Supporting System)라 불렀다. 이 지원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Ⅵ장의 ‘정책
제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교원 수급 전망치를 산출하기 위한 모형
과 운영체제(Modeling & Operating)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교원 공급 전망 모형
교원 공급 전망은 모형은 수요 전망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구축하기 쉬운 상황이다. 한
국에서는 교원 양성 정원을 정부(교육부)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이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등 모든 학교급과
교과목의 교원 양성 인원에 대해서, 대학들은 모두 교육부의 인가 혹은 승인을 받도록 되
어 있다. 대학에서 미래의 교원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초･중등 교사 양성 정
원을 증가시키려고 해도, 정부에서 교원 수급 현황을 진단해서 인가를 내주지 않거나 정

128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체계 구축 연구

원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 전망은 정부의 교원 공급 혹은 교원 정원 인가와
관련된 현재의 정책과 향후 계획에 따라서 직접적인 추계가 가능하다.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실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원자격증 수여
졸업자를 기준으로 공급 교원 수를 산출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별 입학 정원과 입학생
수, 그리고 과거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학생들의 졸업률 통계를 이용하여, 연도별 교원
공급 전망치를 산출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졸업률 추계를 위한 통계적인 모형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졸업률 추계는 과거 몇 년 간의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시계열 추계에서
많이 쓰이는 지수평활모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졸업률 추계를 위한 통
계 방법에 대한 결정은, 향후 지원체제가 구축된 이후 교원 수급 추계를 담당하게 될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미래의 교원 수요 추계에 기반하여 적정한 기준, 예를 들어서 교원 수요
추계 인원수 대비 10% 혹은 20% 추가 양성과 같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공급 전망 모델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급 교원수 추계 = f{교원 수요 추계, 교･사대 졸업률 추계,
양성(공급/교･사대 정원) 정책}
위의 공급 교원수 추계 모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변인과 통계 변인이 구분될 수 있
다. 다만 교원 수요 추계 자료의 경우, 공급 교원수 추계에서는 통계 자료로 제시되지만,
실제 산출은 정책 변인(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학급 규모 기준, 수업시수 기준, 교과교
실제, 수석교사제 등)과 통계 변인들(학생수 추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 정책 변인: 교원 양성 및 제반 교육 정책(수요 대비 공급 인원 비율, 학급규모 감
축, 수업시수 기준, 수석교사제 등)

• 통계 변인: 교대･사대 졸업률 추계, 교원 수요 추계

나. 교원 수요 전망 모형
교원 수요 전망 모형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설정될 수 있다. 이는 교원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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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제가 정비된 후, 지원체제에서 교원 수급 전망의 구체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 수요 전망은, 먼저 미국처럼 학생수 추
계 자료에 기반하여 교원 1인당 학생수나 학급 규모 등의 정책 변인에 따라서 교원수 추계
를 수행하고, 이어서 현재 채용된 교원수에 근거하여 퇴직 교원을 예측하여 신규 채용 교
원 수요를 추계하면 될 것이다.

1) 교원수 추계 모형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교원수 추계 모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 두 모형은 해외 사례,
각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원 추계와 관련한 선행연
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형은 단순 모형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정책 기준을 가지고 학생수 추계 자료
를 이용한 산출방법이다. 이것은 UNESCO에서 60년대에 아시아 지역의 교사 인력 수요
를 추정하기 위해 개발한 방식으로,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전국 단위의 교원수 추계를 수
행할 때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 정책과제로 수행된 최지희 외(2009), 이영 외
(2011)의 연구도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초･중등 교원 수요를 추계하고 있다. 이
교원수 추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추계 = f(학생수 추계, 교원 1인당 학생수)
위의 교원수 추계 모형은 다음의 공식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다.
학생수 추계 
교원 수 추계   
교원 인당 학생수 

위 공식을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많이 감소시키거나 향후
학생수가 증가된다면, 추계된 교원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역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거
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증가시킬 경우 추계 교원수는 감소하게 된다. 학생수 추계의 경우
는 통계 변인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변인인 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정책 변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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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변인이다. 물론 정부가 인구증가나 감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
면, 추계된 학생수도 정책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본적인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을 가지고 단순하게 총 필요 교원수를
추정할 경우, 중등학교의 세부적인 과목별 수요는 별도로 추정해야 한다. 즉 이 모형으로
는 과목별 중등교원 수요까지 면밀하게 예측하지는 않는다.
둘째 모형은 교원 1인당 학생수로만 단순하게 산출하지 않고, 교사의 수업시수, 학급수
등까지 고려해서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Correa(1969)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최
근 박현정 외(2013)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Correa(1969)가 제시한 공식은 수업시
수를 고려한 공식으로서, 결국 교원 1인당 학생수와 더불어 수업시수를 반영한 공식이다.
박현정 외(2013)의 공식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학급수로 대체하여 정책적인 기준의 학급
규모 설정에 따라 교원수 추계가 산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교원수 추계 모형은 다음
과 같다.
교원수 추계 = f(학생수 추계, 학급수와 학급규모, 학생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Correa(1969)는 위의 모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래의 산술 공식으로 제시하였다.

교사수 추계   학생수추계  ×

학생 인당 주당수업시수
교사 인당 주당 수업시수 × 교원인당학생수

Correa(1969)의 모형에서는 학생수와 교원수가 결국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되기 때문
에, 학생수 추계 자료와 더불어 교원수, 즉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에 따라 설정된 교원수
를 시기별로 고정시키거나 조정해야 하며,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의 경우도 정부의 정
책적인 측면에서 값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주당 수업시수의 값은, 일반적
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시수를 고정한 값으로 설정하여 교사수 추계를 수행할 수가 있다.
교원 1인당 수업시수를 학생 1인당 주당 수업시수랑 동일하게 고정시킨다면, 첫째 모형에
서 제시된 공식과 동일해진다. 만약 정부가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다소간 경감시킬
경우에는 추가 교원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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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현정 외(2013)가 제시한 교사수 추계 산출 공식은 위의 공식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 대신 학급규모로 대체한 공식이다.

교사 수추계  

일반학급수  × 교육과정상 필요한 학생인당 주당수업시간수 
 년 초등학교 교사 인당 주당 수업시간수 

학생수 추계 

이 공식에서 일반 학급수    로 볼 수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결과적으로 이 둘째 모형은 정부의 정책 변인을 더욱 많이 고려한 것으로서, 교사의 업
무 부담(수업시수)과 학생의 필요 수업시수를 반영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모형은 중등교원의 과목별 교원수를 추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면, 교육과정상의 필요한 수업시간 수를 기초로 각 과목별로 주당 필요한 수업시간 수를
산출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 수를 상정한 후, 각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학급수를 상정함으로써, 과목별 교사수 추계를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목별 수요, 특히 필수과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겠지만, 선택과목의 경우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과목별 수요
산출은 쉽지 않지만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교원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
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신규 채용 교원 수요 추계 모형
위의 두 모형에 의해서 교원수 추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신규 채용 교원
수요 추계를 할 수 있다. 신규 채용 교원 수요 추계는 추계된 교원수에 현재 교원수를 고
정시킨 후, 향후 퇴직 교원수를 추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추가 채용 교원 수요 추계 = 교원수 추계 – (현재 교원수 - 퇴직교원수 추계)
위 공식에서, 교원수 추계와 퇴직 교원수 추계는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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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추계 = f(학생수 추계, 교원 1인당 학생수)
혹은 f(학생수 추계, 교원 1인당 학생수 혹은 학급수와 학급규모,
학생 1인당 주당 수업시수,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퇴직 교원수 추계 = f(정년퇴직 예정 교원수, 명예퇴직 교원수 추계, 기타 사유 퇴직
교원수)

퇴직 교원수 추계는 현재 교원의 연령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편 명예퇴직
교원수는 정부의 향후 중기재정 전망의 예산 계획의 명예퇴직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추계
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기타 사유 퇴직 교원수는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모형이
나 단순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계를 수행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명예퇴직 교원수 추계는
예산배정 계획이라는 정책 변인을 이용해야 한다. 정년 퇴직 예정 교원수와 기타 사유 퇴
직 교원수는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추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교원 수요 전망
모형을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Ⅴ-1> 교원 수요 전망 모델
교원 수요 전망 모델
교원수 추계 모델
구분

신규 채용 교원수 추계 모델
모델 1 (단순 모형)

통계
자료

모델 2
교원수 추계 자료,
정년퇴직 교원수 추계 자료, 기타
사유 퇴직 교원수 추계 자료

학생수 추계 자료

학생수 추계 자료

정책
자료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급수, 교사 1인
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 기준, 학생 명예퇴직 교원수 추계
1인당 법정 주당 수업 시간

비고

* 다양한 가정 설정을 통해서 교원 수요 전망 가능(예: 읍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현행처럼
적게 고정하고 여타 지역만 OECD 평균으로 적용 등)
* 한국의 교장, 교감은 일반 교사의 승진임용제이기 때문
에, 학교수 추계가 교원수 추계에 영향을 미침. 일단 위
의 공식에서는 제외함.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는 공무원 연
금 개혁 등 여러 정책 요인으로부
터 영향을 받음. 명예퇴직 수용 여
력은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예
산 배정 의지와 재정여건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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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 수요-공급 추계 전망 흐름도
앞에서 살펴본 교원 공급 추계 모형과 교원 수요 추계 모형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흐름도를 그려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교원 수요
인구구조:
학생 수 변동
교원 연령대
변동

필요
교원 수

학생의
선택과목
수요

정부 정책

교원 공급

신규 채용
교원 수요

교사대
졸업생 규모

현행 채용
교원 수, 퇴직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규모,
수업시수,
교원
배치기준

교원 정원 정책,
명예 퇴직 예산
책정 규모

교원양성기관
정원 관리.
수요 대비
공급 비율
결정

[그림 Ⅴ-2] 교원 수요-공급 추계 모델에 따른 흐름도

그림에서 보듯이, 교원 수급 모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동과 정
부의 정책이다. 인구구조의 변동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인구구조의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 등의 인구구조
변동이 발생하면 필요 교원수에도 영향을 주며, 동시에 정부에도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게 만드는 등의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 등이 출산율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역시 인구구조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정부의 교사의 수업시수,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설정, 학
급규모 기준 설정 등의 교육정책은 필요 교원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필요 교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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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면 현행 채용 교원수와 퇴직 교원수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교원수가 산
출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교원 정원 정책과 명예퇴직 등에 관한 예산 배정
등의 정책이 현행 채용 교원수, 퇴직 교원수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더불어 교원의 고령
화라는 인구구조에 따른 자연 정년퇴직 교원수가 산출이 되고 이 역시 신규 채용 교원 수
요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 신규 채용 교원 수요의 규모에 따라서 공급 규모가 결
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교대･사대 정원 정책, 특히 수요 대비 공급 비율에 대한 정
책 결정에 따라서 공급 규모가 결정된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미래 예측과 정부 정책의 미
래 방향에 의거하여 교원 수요와 공급을 추계한 자료는 정부의 우수 교원 양성･공급 정책
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라. 운영체제
교원 수급 전망 체계의 하위 요소인 운영체제는 교원 수요와 공급 추계를 위한 세부적
인 소프트웨어 체제로 볼 수 있다. 운영체제는 교원 수급의 추계 내용과 관련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추계 관련 내용은 엑셀로 자료를 처리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처리된 엑셀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향후 결정되는 교원 수급 예측 주관기관에서 수행
하는 것이 좋다. 현재로서는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교
육통계연구센터)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에 교원 수급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된다.
혹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EduData System)
에 직접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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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교원 수급 추계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구분

교원 수요
예측 기초
통계자료

수급 추계
관련 내용

운영 프로그램

학생수 추계

-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수(출산율, 인
- Excel
구이동 등의 변인으로 산출됨)
- Eviews 혹은 SAS 등의 통계
-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패키지
- 학생 진학률 혹은 등록율

퇴직 교원수
추계

- 연령별 교원수
- 과거 사유별 퇴직자 수
- 명예 퇴직 예산 배정 추계 자료(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자료)
-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
인원 수

교원
수요관련
정부 정책
자료

관련 데이터

Excel
Eviews 혹은 SAS 등의 통계
패키지
EDS

- 중등학교 과거 학생 선택과목별 주당 - Excel
수업 시수
- Eviews 혹은 SAS 등의 통계
- 선택과목 별 선택 학생 수 과거추이
패키지
자료
- EDS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규모

- OECD 평균 기준 값, 상위 그룹 값
- 중기교육재정 전망 추이

- Excel
- EDS

교사 주당
수업시수

- 정부의 정책 결정 기준

- Excel
- EDS(KEDI 교육통계)

학생 주당
수업시수

- 법적 교육과정 기준

- Excel

제반 기타 교원 - 교과교실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 Excel
정책
제, 초등돌봄교사, 수석교사제도
- EDS(혹은 KEDI 교육통계)

교원 공급
현황 자료

- 입학생 수, 졸업생 수
교･사대 졸업률
- 과거 졸업률 추이
교･사대
입학정원 수

- 입학정원

- Excel
- Eviews 혹은 SAS 등의 통계
패키지
- EDS
- Excel
- EDS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산출된 추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된다면, 자료를 추출
하고 추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된 통계 모델에 따라서 별도로 구축하
여 운영하거나 기존의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Eviews, SAS 등)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 수급 체계의 운영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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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DB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

업무

추계 작업

나이스,
교육통계

⟹

주관 기관

Excel,
통계패키지
이용:
교원수,
신규채용 수요
산출

데이터베이스화

⟹

주관 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EDS), 혹은
교육통계에
구축

활용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

정책관계자는
EDS 이용,
일반인에겐
홈페이지로 추계
자료 서비스

[그림 Ⅴ-3] 교원 수급 전망 체계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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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망 체제 구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 수급에 관한 선행 문헌의 주요 특성 및 한계점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교원 수급 전망 현황 및 쟁점 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
에서 자료 조사와 함께 전문가 면담,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예를 들
어 교육부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원 수급 관련 정부의 최근 정책, 계
획, 한계 등에 관해 면담하였고,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업무 담당자와의 워크숍에서는
교육청별 교원 정원 관리 방식에 대해 논하였다. 국내 현황 분석 결과, 국내 현황을 분석
한 결과,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문제, 제도적･법적 기반 문제, 교원 정원 관련 쟁점,
시･도교육청 내 교원배치상의 난점,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 등이 장기적인 교원 수급
전망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의 교원수급 전망 체계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상황에 반영할 수 있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는 교육통계센터의 교원수급모형과
미네소타주 및 오하이오주 교육청의 교원수급체제를 소개하였다. 미국의 교원 수급 전망
은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각각 이루어지는데,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
의 경우 법적으로 혹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원 수급 관련 전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
여 일관되고 안정된 보고서를 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경
향을 감안하면, 미국 사례처럼 지역 단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대학연구소에 위탁하여
세부 과목별 교원수급 전망 혹은 추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개방제
교원양성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교원수급예측 시스템의 구속력에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
으나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원수급 예측을 하여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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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특히 정책적 변수가 교원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
밀한 교원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가진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원 수급 전망 체계는 “교원수급 상
황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
측하는 데 필요한 전체 과정”을 의미하고, 이는 크게 ‘지원 시스템’(Supporting System)
과 ‘모델링 및 운영’(Modeling & Operation)의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지원체계란 국
가 차원의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주무 기구 설치 및 인력･
예산 확보, 법 규정 정비, 관련 기관의 역할과 협력, 자료집 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수급이 불균형한 모습으로 해결되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교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자료를 확보하여 교원 수급에 대한 국가 정책이 안정
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원 수급 전망과 관련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여 주기적으
로 교원수급 예측을 실행하고 추정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원 인력 정책을 안정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원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추정하는 기구나 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기구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전문 통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교원 전문가 및 컴퓨
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원 수급 전망 기관은 매년 또는 격년마다
5~10년 정도의 교원 수급 전망치를 제작하여 중앙 뿐 아니라 지역단위에도 제공해야 한
다. 다섯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교원양성기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의
역할과 협력 방식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원 수급 전망 기구를 한국교육개발원
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 설립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2단계의 산출모형과 운영체제란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 모형
과 이 모형에 따라 전산처리를 담당할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체제를 의미한다. 교원 수요
및 공급 산출식 모형이 설정되면, 산출모형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교원 수
급 전망에 활용되는 통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교육 및 인구 통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
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산출식 모형과 활용할 데이터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시계열적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 때 통계 변인 뿐 아니라 정책
변인의 구현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통계 프로그램이 선정되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체계
조작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향후 관리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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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가. 통일된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설정
1) 교원 수요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 필요
현재 교원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안전행정부와 기
획재정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요의 축소 내지는 현상 유지를 정책 방향으로 설
정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수요의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부처 간 상이한 정책 방향은 중･장기적인 교원 수요 예측을 어렵
게 하는 요소이다. 관련 부처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관된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교원 수요 및 공급 조절을 위한 통합적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교원 수급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충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초과하여, 향후 아무리 수요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수요만 예측해
도 별 문제 없다. 그래서 그런지 공급 예측은 물론 수요 예측도 그리 정밀하게 하지는 않
는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교원 수급 관리는 유치원 교사, 초등 및 중등교사, 특
수교사 등을 각각 유아교육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등에서
나누어 맡고 있다.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 교원복지연수과가 관리하고 있고, 예비 교원의
배출과 관련한 대학의 정원 업무는 대학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보건교사, 사
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며,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거나, 관련 부서들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서 통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관련 부서들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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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인력 양성 체제의 재구조화
2007년에 박영숙과 그 동료 연구자들은 학교 인력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고 양성 체제
를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2007b: 264). 당시의 문제의식은 학교 인력으로 교사
직 외에도 학교관리직, 교육전문직 등 다양한 계열이 있지만, 각 계열의 인력 양성에 적합
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박영숙 등에 따르면(2007b: 264), 교육현장에
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분류체계상 이들 인력이 드러나지
않아 수요 규모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들에 대한 수급 계획도 수립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가 있다. 더욱이 이들 인력의 직무와 연계하여 양성 기관에서 적합성 높은 방향으로 교육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역할과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으로 양성 기
관의 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인력의 다양화 추세는 이후 갖가지 교육 정책의 영향으로 더 확대되어 왔다. 이런
교육환경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정바울 등(2013)은 학교 교육 인력 수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 인력은 교원 인력과 지원 인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교원
인력은 관리직(교장, 교감)과 교사(교과교사, 비교과교사)로 나누어진다. 지원 인력은 교
수 지원 인력(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방과후 강사(특기적성 강사, 돌봄교실
강사 등), 전문 지원 인력(사서, 사회복지사 등), 행정지원 인력(교무행정, 일반행정), 기
능 지원 인력(기능직 공무원, 조리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인력들이 학교현
장에 배치되지만, 지금은 교원 인력에 대해서만 양성･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수급 전
망에 대한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정바울 등의
연구에서 배치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양성 프로그램이나 양성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바울 등이 제시한 학교 교육 인력 수급 및 재구조화 방안(정바울 외, 2013: 181-187)
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자들이 초･중등 공통 영역의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인력
관리를 위한 교감-행정실장의 책임과 권한 명료화,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 교육 인력의
배치 고려, 교육지원청으로의 학교 행정 업무 이관･분담 검토, 교원수 추정 결과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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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급 계획 수립, 지역 차를 고려한 교수 인력 확대의 다섯 가지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도 강조되었듯이, 다양한 학교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계열별로 인력 수급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원 수요는 전반적인 학교 인력 배치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학
교에 배치되는 교사 수가 부족하면 지원 인력을 늘여서 그 부족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학교에 필요한 교사의 전공과 숫자에 맞추어 교사가 배치되면 지원
인력이 조금 적게 배치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정부와 교
육청의 정책 목표에 따라, 또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 중요한 것
은 학교 인력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교원 수급을 전망할 때 학교 인력의 배치
계획도 구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학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양성
체제도 재구조화하여, 학교 인력의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바울 등의 연구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
로 진출했다가 다시 학교 관리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 있다. 많은 교원들이 이 통로
로 학교와 교육행정･연구기관 사이를 이동한다. 학교에 있는 동안은 교원이지만, 교육행
정 또는 연구기관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교원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전문직이 교사
출신이다. 교육전문직에 있는 자들이 학교로 들어올 때는 관리직(교장, 교감)으로 들어온
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육전문직 수는 총 4,079명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b:
87). 학교와 교육행정･연구기관을 오가는 통로는 교사와 학교관리직의 수급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의 하나다.

다. 법적･제도적 기반 개선
우리나라에서 교원 수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특정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예측될 뿐이며, 교원의 수요에 관련된 법령은 교원의
정원 배정과 배치만 제정되어 있다. 이렇듯 관련 법령에 교원의 중･장기 수요 계획이 명
시되지 않아, 교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 수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학생수 추계와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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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추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학생배치기준에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원 수요 예측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Ⅵ-1> 중･장기 교원 수요 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개선 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
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
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2조(학생배치계획) ①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
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
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생배치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및 교
원 수요 예측과 연동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으로, 교원 중장기 수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
여, 교원 수급 예측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 자료를 생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담을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① 전망 주체: 교원 수급 전망을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에는 교원 수급 전망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현재 교원 수급 관리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원 수급 전망의 주체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
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직접 교원 수급 전망치
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수급 전망을 실행하도록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② 전망 내용: 교원 수급 전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전국 단위의 학생수 추계, 교원수
추계, 교원양성기관의 교사자격증 취득자 수 추계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전망
자료를 산출하도록 교육통계 훈령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
한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교육지원청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학
생수와 교원 수요를 향후 5년 정도를 예측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전망치 추정 기간: 교원 수급 관련 규정에 추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
부와 시･도교육청의 추정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장기적(10년) 전
망을 시･도교육청은 중기적(5년)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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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교원 수요를 예측하고 있고, 오하이오주는 학생수 추계를 통해
서 약 5년 후의 교원 수급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2012년에
책정･공표한 ‘아동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새로운 교직원정수개선계획안'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전망 주기: 교원 수급 전망은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전망 주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국은 교육
계를 포함한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고 정부의 정책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려
면 매년 교원 수급 전망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오하이오주는 주 교육위원
회에서 교원 수급 현황을 매년 진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미네소타 교육부에서
교원 수요 공급 현황과 향후 예측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전문 기관 지정 운영: 교원 수급 전망을 담당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규
정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규정에는 전문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
여 유관 기관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 수급 전망에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여, 교원 수급 전망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전망 자료 제공: 교원 수급 추계 결과를 일정 범위까지 공개할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대상에게 언제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전문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라. 전문 기관 지정 운영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면, 교원 수급 전망을 전문적으
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2007년 동안 한국교육개발
원이 교원 수급 예측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경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
교육개발원은 교원 수급 전망 기관으로 전문화된 것이 아니라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수
행하는 교육통계 작업의 연장선에서 교원 수급 예측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중단하고 말았다.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제공할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문 기관이 담당
할 역할과 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147

1) 산출 모형 및 운영체제 구축
교원 수급 전망 기관은 미래의 교원수 예측 산출식을 개발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교원 수급 예측에 활용된 각종 산출식은 정부의 요구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전문 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타당한 산출식
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래의 교원 수요를
예측해 보고, 그 결과 자료들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출 모형과 함께 운영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교원수 예측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
보하여 축적하고, 통계 DB를 구축하고, 산출 모형을 컴퓨터 프로그램밍화 하여 원하는 결
과를 산출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산출 모형과 컴퓨터 운영체제를 점검하여 자료를 수정
해 나가야 한다.

2) 지원체제 구축
교원 수급 전망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활용해야 할 자료가 광범
위하고, 관련된 기관도 많이 있다. 따라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원 수급 전망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지원체제에는 교원 수급 전망을 지속
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예산, 인력, 유관 기관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의 전문가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원 수급 전망은 물론 교원 정책에 대
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원체제에서는 교원 수급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관한 정보
들을 적시에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 통계적 변인과 정책적 변인을 적절히 반영한 전망치
를 산출해 낼 수 있다.

3) 전문 인력 확보
교원 수급 전망은 전문가라야 할 수 있다. 교원 수급 체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춘
인력과 교원 수요 예측을 위한 통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원 정원 관련 부서에는 통계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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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급 예측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거나 이를 지원할 전문 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
관(서기관, 사무관)이나 교육전문직(장학사) 외에 통계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별정직)
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교원 수요 예측을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거
나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각 시･도에 소재한 대학, 시･도교육청 산하(혹
은 출연) 연구기관 등에 교원 수급 전망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교육개발원을 지정하여 교원 수급 예측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국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
의 학생수 및 교원수 예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통계조사에 대한
훈령에 관련 업무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인구통계 추계처럼 학생수 및 교원수 추계를 통계
청 승인통계로 지정하여 학생수 및 교원수 예측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교원의 배
치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단위로 예측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
여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오하이오주에서는 2005년부터 대학의 연합 연구소에 위탁
하여 교원 수급 전망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2013년에는 오하이오주 교육부 및 직업가족
서비스부(Ohio Department of Job and Family Services)에서 오하이오주의 6개 대학
연구자들이 모인 오하이오 교육연구센터(OERC: The Ohio Education Research Center)
에 재정 지원을 하여 교원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4) 예산 확보
교원 수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교원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크게 정부의 정책 추진 예산과 전문 기관 지정･운영 예산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할 경우의 예산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 인력 채용: 전문 기관은 예측 통계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초
반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 풀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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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 모형 개발 및 운영체제 운영: 전문 기관은 예측 통계 산출식을 개발하고 이를
꾸준히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통계
DB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③ 자료 제작 및 보급: 전문 기관은 교원 수급 전망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작하고 관계
기관과 일반인에게 보급해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특정 주제
에 맞추어 분석하거나 가공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에 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예
산이 필요하다.

④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홈페이지는 자료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원 관련 통계 자료, 정책 자료, 국제 비교 자료, 미래 전망 자
료 등을 탑재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집하여, 필요에 따라 갱신할 필요가 있다.

5) 데이터 관리 표준화
교원 수급 전망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인 것만 나열해도 통계청의
인구통계, 주민등록인구수, 학령인구수, 학교급별 취학률, 진학률, 졸업률, 학교급별 교
원수, 퇴직교원수, 신규임용 교원수, 휴직교원수, 기간제교사수, 시간선택제 교사수, 수
석교사수, 특수교사 수, 비교과 교사수, 학급수, 학교수, 학교급별 교원자격취득자 수, 학
교급별･과목별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런 통계 자료들은 필요에 따
라 전국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 시군구 단위로 나누어지거나 통합될 수 있고, 매년 누적
되며, 일정한 추세가 보이면 그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들 데이터를 교원 수급 전망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려면, 중요한 데이터를 지정하여
데이터 생산･관리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수준과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필요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유목화하고, 갖가지 정책 변인들을 반영하는 방
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6) 자료 생산 및 배포
전문 기관은 매년(또는 격년)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을 생산하도록 한다. 자료집은 전국
단위나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집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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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통계 자료집의 일종으로 할 것인지, 별도 자료집으로 할 것인지. 이
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의 제공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 국한할 것인
지, 일반 국민에게 개방할 것인지. 이것은 자료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 방법은 기본적으로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고, 추가로 홈페이지에 탑
재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마. 유관 기관의 역할 정립 및 협력 체제 구축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는 예측 통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약 5년
간 운영하다가 중단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정책 담당자들의 예측 통계에 대한 이해 부
족,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 예측 모형의 개발 및 갱신을 위한 예산 부족, 유관 기관
의 협력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다시 조직을 갖추어 교원 수급 전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담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
고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원 수급 전망에는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일반적인 통계 자료들을 생산
하는 통계청이 있고, 교육통계 자료들을 생산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구센터가
있다. 이 기관에 원자료를 제공하는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공무원 정원
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 교육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교원 수급을 전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만, 전망 자료들을 활용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즉,
자료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자료 소비자이다.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유관 기관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
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유관 기관들 중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전문 기관에 각종 통계 자료와 정책 자료를 제공할 기관도 이들이고, 정책 목표에
따라 각 주제별로 분석･가공된 자료를 활용할 기관도 이들이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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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별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별로 분화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
리고 전문 기관으로부터 교육청별로 분화된 자료들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은 상호 협력
체제가 두텁게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주관 기관

- 교육부: 교원 정원 관리
- 시･도교육청: 교원 선발, 배치

전문 기관

-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 교원 정책 전문가, 예측 통계 전문가 배치

관련 기관

-

법

예산
자료
서비스

기타

안전행정부: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
기획재정부: 국가 예산 관리
교원양성 대학: 교원 공급
단위학교: 교원 수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 개정
- 통계법 또는 훈령에 교원 수급 예측 통계 관련 규정 포함
- 교육부 예산
- 시･도교육청 분담금
- 교원 수급 전망 자료집 발간
-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탑재하여 공개
-

데이터 관리 표준화
통계 DB 구축
전국 단위로 예측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예측

[그림 Ⅵ-1] 교원 수급 전망 체계 구축 관련 정책 제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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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stablishing a Mid- to Long-term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System
Ki Soo Kim(KEDI)
Kyun Yeal Park(KEDI)
Soon Nam Kim(KEDI)
Eun Jung Hur(KEDI)
Sung Ho Park(KEDI)
Hyunchul Kim(Sungkyunkwan University)
Kwanghyun Lee(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lay out a proposal to establish a predictive
framework for the stable, mid- to long-term management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Towards this end, prior literature covering the key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ducators was analysed. Additionally, the future state of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in Korea and their key issues were analysed while
simultaneously carrying out document research, interviews with specialists,
conferences and worksho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education, problems
implementing new strategic direction to education, systemic and legal issues,
issues associated with the limited number of educators, problems dispatching
teachers and professors within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bureaus as
well as the impact of multiple changes to an already varied education platform
were found to be major issues that are posing difficulties to the long-term
forecast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On one h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 studi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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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systems have uncovered suggestions that
may be applied to Korea's current situ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is not just
handl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is carried out by individual states as
well. In Minnesota as well as Ohio, it is either legally mandated or regulated by
the state education committee that forecast reports regarding teacher supply and
demand be written and published regularly. Considering the trend of
strengthening self-governance of regional education (i.e. those areas outside of
Seoul) within Korea, it should be possible to entrust KEDI or university research
centers with the forecasting or estimation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across
detailed courses of study on a regional level in Korea. On the other side, the case
of Japan and its need to establish a refined teacher supply and demand prediction
system that considers a diverse set of factors impacted by numerous policy
changes holds many similarities with Korea.
Based on the detailed research explained above, the proposed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system elaborated herein signifies 'the full course required
in the prediction of a mid to long-term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on a
national level to ensure the timely and efficient control over the supply of
teachers'. Broadly speaking, this system will be composed of a 'Support System'
and a 'Modeling and Operation' function.
The first stage 'Support System' will contain the following five elements. A
national policy on education that will first need to be implemented. Second, all
education provision related items need to be legally regulated and forecast on a
fixed period-basis and all published estimates will need to be distributed. Next,
an institute or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mid to long-term teacher supply
and demand estimates must be installed. Fourth, a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organization will need to gather on an annual or bi-annual basis to
frame-up 5 to 10 year forecast values and provide such inform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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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central and regional agencies. The fifth factor concerns the agreement
that must exist between group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bureaus, the schools themselves, NECTE, MOSPA, and MOSF
regarding ways to facilitate mutually cooperative roles. Additionally, the
preparation of a continuous and stable support system (e.g.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provision forecasting branch within a national policy research
institution such as KEDI) is an equally urgent matter.
The second stage of a 'Production Model & Operating System' refers to the
production model for the delivery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as well
as the detailed software system that will handle the processing of those models.
Depending on models used to calculate teacher supply and demand, a series of
measures will need to be prepared such as the sele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program to match the calculation method, and the securing of documents and
connections with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census bureau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statistical data utilized in
calculating the forecasts.
On the basis of the conclusions posited in the above research, the following
policies may be proposed.
First, a unified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must be set while an agreed upon
approach to policy is also needed. Additional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control tower overseeing the various departments in-charge of teacher
related works is needed.
Second, a reorganization is needed, not just of teachers and professors, but of
school management and specialists, to foster a system wherein human resources
are cultivated so as to put them on a course where every role may increasingly
develop deeper and deeper connectivity with one another.
Third, stipulation is needed in order to regulate the mid- and long-term
supply of teachers and any related items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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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mand forecasts over a fixed period and production of documented results.
Forecast autonomy, forecast details, forecast indicator collection periods,
forecast periods, the operation of designated specialist institutions and document
sharing are all items that must be included within legislation.
Fourth, the appointment of an institu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 execution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s is paramount. Specialist branches must
carry out roles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which
would entail the creation of production models and operating systems, legal
instruments, a budget, staff and connections with related entities, as well as the
securing of specialist personnel, recruitment, model development and operation,
standardization of data management related to the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eacher supply and demand
forecast documents.
Fifth, not only do roles need to be added to national standards, as well as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bureaus and individual school standards in
order to facilitate predictions regarding teacher supply and demand, the roles of
related institutions need to be inter-connect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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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교원 수급 정책 사례

【부록 1】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교원 수급 정책 사례39)

2013년 3월 오사카부(大阪府)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수 관리목표에 대하여’를 공표하고,
향후 5년간의 교직원수를 예측, 관리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는 오사카부 조례 86호제
3항 직원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책정된 것으로, 관리의 대상은 시정촌립 학교직원급여부담
법 제 1조 및 제 2조에 규정하는 ‘부비부담교직원’ 중 부교육위원회가 임명권을 갖는 교직
원 및 후립학교 교직원이며, 기간은 5년간을 주기로 반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아동수, 기출생자수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동수를 추계하
고 해당 아동수의 추계를 바탕으로 법령 산정기준 등에 따라 조치하는 교직원수를 추계하
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관리목표수치를 도출했다. 이 때, 학교, 학과 등의 설치상황 및 고교
진학률 등은 현재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다. 또한 아동수와 국가정수개선 등 전제조
건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및 현재 검토 중인 ‘특색 있는 부립고등학교 만들기 및 재편정비
계획’ 및 부시통합 의논 통합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목표를 재책정하도록 되어 있
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교직원관리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오사카부 교직원수 관리목표(2013년-2017년)
(단위 : 명)

2012년
아동수

531,367

전년대비
교직원수

37,124

전년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24,036

520,802

518,965

515,675

508,048

△7,331

△3,234

△1,837

△3,290

△7,627

37,326

37,178

37,341

37,358

37,039

202

△148

163

17

△319

(자료 :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2013:2)40)

39) 大阪府教育委員会(2013) ｢教職員数の管理目標について｣
http://www.pref.osaka.lg.jp/attach/19721/00000000/mokuhyou.pdf (2014.7.15.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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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아동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교직원수는 지원학급의 설치 증
가와 부립학교 아동수 증가로 인해 5년간 정체 또는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이게 된다.
2013년도 이후의 배치수에 관해서는 부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아동수에 근거하여 법령산
정기준 등에 따라 매년도 확정하게 되므로 제시된 목표수에 비해서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수준유지향상을 목표로 국가조치정수를 확보하고 교육과제대응
에 중점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을 관리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향후 10년간의 교원수 관리방침과 교원채용방
침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원수 관리방침은 상기의 향후 5년간의 관리방침과 동일한 내
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교원채용방침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정수내 강사
수의 감소를 목표로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오사카부에서는 정수내 강사
인원이 2008년 1,933명을 시작으로, 2009년 2,554명, 2010년 2,943명, 2011년 3,035명,
2012년 3,255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교직
원의 정수 관리상 강사를 일정수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임기가 최대 1년에 그치는 등
교육활동의 연속성에 균열을 초래하므로 강사수가 증가일로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향후 5년간은 강사수가 증가 추세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자수를 확보할 것을 채용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채용방침으로는 계획적인 신규채용자의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교원
수 및 아동수, 퇴직자수가 모두 감소 경향을 지니므로 교원의 신규채용자수는 급감하리라
는 예측 하에, 현재의 채용규모를 유지하면 조만간에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
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규채용자수와 강사수를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방침으
로 책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한 신규채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직경험자 및 사회인 등
도 다양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상기의 향후 10년간의 교원채용전망을 포함한 오사카부 전학교급 교원정수전망과 초등
학교 교원정수전망은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신규채용자수를 산정
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가 학생수 및 교원정수, 정수내 강사수, 퇴직자수, 재임용강사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수 및 교원정수, 퇴직자수 영역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절이
40) 大阪府教育委員会(2013:2) 앞의 글(2014.7.15.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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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수내 강사수 및 재임용강사수 영역은 교육위원회 차원
의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학생수 및 교원정수 부문은 의무교육법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국가표준정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
육위원회가 신규채용자수를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학생수는 감소하며, 따라서 필요한 교원정수 또한 감소하게 된다. 퇴직자수 영역을 살펴
보면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의 조사41)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50대 이상의 교원이 전
체교원의 약 1/3을 차지하므로 상당한 수의 정년퇴직자가 당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퇴직자수 또한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22년에는 2013년의 약 1/3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신규채용자수의 확보를 위해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정
수내 강사수와 재임용직원수이다. 정수내 강사수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뚜
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므로 오사카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수준 유지라는 명목 하에
강사수 조정을 통해 신규채용자수를 확보하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재임용직원수 또한 신
규채용자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서 재임용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8조의 4, 제28조의 5 등에 규
정된 재임용제도에 근거하여 채용된 자로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일단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임기로 상근 근무직 또는 단시간 근무직에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교육위원회는
대상자의 재임용에 관련된 의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원수를 조정함으로써 계획적인 채
용, 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수 관리목표에 대하여’를 통
하여 독자적으로 교원관련제반현황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원관리방침을 설정
하고, 채용자수를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지방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채용자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교육수준의 유지 향상에 공헌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교원수급변동이 교원양성을 담당해온 국립대학 교원양성
계대학･학부, 나아가 교원 전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水野,2010:116)42), 교원관리목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자수 산정에 영
41) 大阪府教育委員会(2012) ｢大阪の教育をめぐる状況＜データ集＞｣
http://www.pref.osaka.lg.jp/attach/16852/00101644/shiryou3.pdf (2014.7.25.접속)
42) 水野英雄(2010:116) ｢教員需要の変動と養成政策｣ 愛知教育大学研究報告.人文・社会科学編59, pp.10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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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추계작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겨
주고 있다.
<표 2> 오사카부 전학교급 교원정수전망 43)(2012년-2022년 )
(단위 : 명)

2012

2013

아동학생수 531,367 524,036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20,802

518,965

515,675

508,048 500,416 491,847 482,429 472,828 463,283

교원정수

32,077

32,315

32,196

32,377

32,432

32,154

31,856 31,458 31,021 30,525 30,065

정수내강사

2,980

3,453

2,957

2,858

2,746

2,592

2,498

2,410

2,262

2,085

1,987

퇴직자수

2,191

1,854

1,733

1,900

1,800

1,500

1,411

1,300

1,242

1,143

1,041

신규채용자수

1,758

1,798

1,780

1,701

1,672

1,498

1,300

1,200

1,100

1,000

900

(자료 : 오사카부

교육위원회)44)

<표 3> 오사카부 초등학교 교원정수전망(2012년-2022년 )
(단위 : 명)

2012
아동수
교원정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63,405 258,631 254,223 251,180 248,349 246,162 244,995 241,547 236,920 230,923 224,674
12,947 13,005 12,742 12,659 12,544 12,456 12,369 12,205 11,984

11,696 11,396

전년도대비증감

58

△263

△83

△115

△88

△87

△164

△221

△288

△300

퇴직자수전망
(전년도)

973

832

795

720

640

532

479

400

350

332

계

1031

569

712

605

552

445

315

179

62

32

신규채용자수

603

794

750

750

650

600

500

400

300

200

150

재임용직원
(상근환산)

364

379

477

505

501

471

427

364

297

238

192

15

98

28

△4

△30

△44

△63

△67

△59

△46

1,150

871

805

764

746

735

713

659

580

508

222

△279

△66

△41

△18

△11

△22

△54

△79

△72

전년도대비증감
정수내 강사수
전년도대비증감

928

(자료 : 오사카부 교육위원회)45)

43) 오사카부 내의 공립초･중학교(오사카시, 사카이시, 토요나카시, 이케다시, 토요노정, 노제정, 미노오시는 제외), 후립고등
학교･지원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함
44) 大阪府教育委員会(2013:6) ｢教職員数の管理目標について｣
http://www.pref.osaka.lg.jp/attach/19721/00000000/mokuhyou.pdf (2014.7.15.접속)
45) 大阪府教育委員会(2013:6) 앞의 글(2014.7.15.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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