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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昭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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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績 論
우리 나라의 교사양성체제는， 중등교사는 사범대학에서， 초등교사는 사범학교에서
양성하는 목적양성체제로 출발하였다.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라는 특수성
을 감안하여 목적양성체제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나 중등교사의 경우에
는 교육인구의 급격한 팽창과정에서 개방제적 요소를 계속적으로 가미하게 됨에 따
라 현재는 절충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사양성정책은 1954년 11 월 교육공무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일반대학 교직과
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이래로 늘어나는 교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방양성정
책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교사양성을 개방제로 할 것인지， 목적제로 할 것

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다.

5.16
대학에

이후에 대학정비과정에서

일반대학 교직과를 폐지하고， 사범대학에는 문리과

없는 학과만을 두도록 축소·조정하는

지망하는

한편

교육연수원을

설치하여

교사를

일반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연수 후 교사자격증을 수여하는 정책을 1 년

동안 시행한 적이

있으며

1985 년 에 는 교사양성， 교사연수， 교육연구 둥 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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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능의 유기적 통합을 표방한 대학교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1989년 국립사범대학 우선임용방식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사범대학과 일반대
학 구분없이 교원임용고사를 통해서 교사를 엄용하게 되자 사범대학의 정체성에 대
한 비판과 함께 사범대학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방주의적 교사양성체제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중등교사를 대학원 수준에서

양

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로 인하여 교사양성
교육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사지망생들의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저하

되고，

교사양성기관은

책무성을

져버리고

교사양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양성교육이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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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자질 향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폭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일부

집단의 기득권 유지 차원 내지는 집단 이기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매우 민감한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당국의 경우에도 정책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표류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교원임용고사의 실시로 개방체제를 지향하는 듯 하면서
도 사범대학 정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범대학 지원자에게만

면접 및 교직적성검사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등 목적양성정책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사양성정책을 포함하여 과거의

교사양성정책에

대한 근

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II. 敎師養成體制의 現況 및 問題點
그동안 교사양성정책은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

상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채 양성기관이 설립되고 정원이 책정되어 왔다. 그래서
때로는 과영 배출로 대량의 미발령 사태를 빚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1995년 3월 1 일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4년제 대학의 유아교
육학과 및 아동(복지)학과(교직과정)에서 양성 · 배출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입학정
원은 총 10，585명 인 데 ， 전문대학이 3 ，020 명 ( 방송 통신 대 학포 함 ) ， 사립대학이 8，565명 이

다. 1995년 현재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는 11 개 교육대학과 1 개 의 교원대학 초등교
육과， 그리고 1 개 의 사립 사법대학 초등교육과가 있으며，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대학
4，980명 ， 교원대학 초등교육과 160명 ， 사립사대 초등교육과 50명 이 다.
한편 중등교사 양성 현황을 보면 중등교사 양성과정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

는 사범대학이 국립 13 개 ， 사립 29 개 이 며 ， 학생입학정원은 국립 3，720명 ， 사립 7 ,585
명에 이르고 었다. 그리고 비사범대학과정으로는 일반대학 교육과가 22 개 교 ， 일반대

학 교직과정이

107개 교， 교육대학원이 58개 교 이 며 ， 그 학생 입학정원은 각각

1,535

명， 34，409 명 ( 입 학 정 원 114，697명 의 30% 인 이수정원임)， 16，127 명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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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대학，전문대，방통대 포함
업학정원 114，697 명 의 30% 인 이수정원엄
재학생 대부분이 현직교사이므로 ’94년 도 에 1 ，734명 에 게 만 자격부여

1. 敎職 請引體制의 未備와 優秀 A 力 請致의 失敗
오늘날 교직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교사양성기관의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에 지원률이

저조

하고， 우수한 인력들이 교사 양성기관 입학을 기피하고 있어 교사의 자질저하를 우
려하게 하고 있다. 물론 좋은 성적이 우수하고 적합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기본조건
은 아니지만， 현재의

입시제도에서는 학력이 교사양성기관의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

고 있는 만큼， 입학성적으로 비교할 때 교육대학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합대학에

서 사범계학과의 합격점이 몇몇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신극범 외，

1991 , 7;

정 태범 외，

1994, 18-19; 김 재복， 1994, 94-95).

그리고 설혹 교사양성기관을 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다하여도
졸업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타직종으로 우선 진출하고 차선의 결심으로 교직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응도 낮은 편이고， 교육적
열의와 전문적 자질 정도에 대하여는 교사들 스스로가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다(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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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3).

이처럼 오늘날 교직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무엇
보다도 열악한 교직 유인체제에

의 유인체제와 교사양성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직 유인체제는 교직자체

갖는 유인체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었다. 물론 교사 지망생에 대한 최대의 유인책은 현직의 교사들에 대한 우대
책이므로 교직자체의 유인체제에 비해 교사양성기관의 유인체제는 그렇게 큰 작용
을 하지는 못한다.

오늘날의 교직은 우수교사확보볍 등과 같은 교사 유언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직자체의 유인체제도 미흡하고， 교사양성기관의 유인체제 또한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물론 교사의

지위를 별도로 정해서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이 헌법， 교육법， 교사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입법
정신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음으로써 다분히 선언적인 의미 부여에 그치고 있

다(서정화 외， 1992, 20). 따라서 교사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교사의 사
회 · 경제적 지위는 날로 하락하고， 교직은 인기 없는 직종으로 전락하고 었다(윤정
일 외，

1994, 34-35) ‘ 특히 지난 1992년 부 터 국 · 사립의 차이없이 공개임용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교육대학이나 국립사범대학의 졸업생에게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
였고， 이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교사양성기관을 기피하게 하여， 결국 교직 지망 신입
생들의 학력 수준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교직자체의 유인체제가 미비된 상황인데， 교사양성기관의 유인체제까지도
빈약하여 우수한 교직지망생을 교사양성기관에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신입생 선발시 실시되는 면접고사와 교직 적성 • 인성검사는 교직자체의 유인체
제가 미비된 상황하에서는 오히려 교직 지망생들에게 교직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만
을 가져와 우수한 인력이 교직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학생을 교사양
성기관에 유치하지 못하는 데는 양성기관 자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2. 敎師養成機關의 正體性 缺如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은 그 기관의 교육목표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등에 의해서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전문

대학이나 4년 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및 아동(복지)학과의

경우， 전문대학 일반의

교육목표와 일반대학의 교육목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 직결되

는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목표는 국민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사양성으로만 되어

있을 뿐 나름의 특유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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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뚜렷이 설정되어

히

반영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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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하고，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이 교육과정에 적절

않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모호하다.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양성기관이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은 특색 없는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 교육현장의 요구반영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교직전문
성 선장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교사양성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대체로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 등으로 구
분하여 편성 ·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에 단지 교직과목이 추
가된 듯한 인상을 주며， 교사양성대학 교육과정 나름의 특성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이윤식 · 유현숙， 1991, 89).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육법시행령

제

144조 와 제

145조 에

교육대학

의 “교과” 와 “교육실습”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
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초등교사양성

교육과정 시안(준칙)을 개발， 이에 준한 교

육과정 편성을 각 교육대학에 권고하고， 각 교육대학은 이 시안에 준해 거의 동일

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사범대학의 특수
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에

과정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없이， 일반대학의 교육과정

있어(교육법시행령

제

및 교직

157조 < 준 용 » ， 사범

대학의 전문성파 특수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사회교과와 과학
교과가 통합교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주

로 고등학교 교사양성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임교사가 중학교
에

발령을 받은 후에 사회과 교육이나 과학과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3.

敎育實習의 形式的 運營

교육실습은 교사양성대학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중
핵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요식절차로 인식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은 비효율적이며， 형식적인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교사양성대학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교육현장에서
의 실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과정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범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법시행령에 교육실습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
에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 양성대학과 사범대학이 2 학 점 에 실습기간 4주 정 도 의 매우

짧은 기간의 교육실습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육대학은 대부분 8주 이
상의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운영의

비효율성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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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예컨대 교육실습을 위한 부속학교와 협력학교의 숫자나 규모가 교육

실습을 받게

되는 학생수에

대부분 부속학교가 설치되어

비하여

크게

부족하다. 교육대학과 국립사범대학에는

있으나， 유치원 교사양성대학과 사립사범대학의

경우

에는 그 절반이상이 부속학교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95년 3월 1 일 현재

사립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 웰황을 보면 총 29개 의 사립사범대학 중 부속학교를
설치한 대학은 겨우 9 개 교 뿐이고， 부속학교는 아니나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대학과 동일한 재단에서

1995a) ,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설치한 대학이

9 개 교 이 다( 교 육부，

따라서 29 개 의 사립사범대학 중 부속학교나 그 외의 학교를 설치한 대학은

18 개 교 뿐이다. 더욱이 부속학교나 대용부속학교， 또는 실습협력학교는 교육실습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교생실습 후 학생지도 및 교과진도 유지에

있어

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실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4.

敎師養成機關의 敎育與件 未}合

종래까지의

교원양성정책은 양적

충원위주의

정책이었으므로， 교원양성기관들도

질 높은 우수한 교사의 양성보다는 계획된 인원의 교원배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으로써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는 데
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더욱이

오늘날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양성기관간에는 교육여건상에

교육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상당한 양적 · 질적인 격차가 었다. 특히

교육여건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교수진인데， 그 확보율이 낮은
실정이며 그 중에서도 교원양성기관의 독자성을 살리는 데 중요한 교과교육을 전공

한 교수요원의 확보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것은 교과교육 분야가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222)

발전하기

시작한

역사가 일천하기

그 동안 교사양성기관에서

때문이기도 하지만(유한구

교과교육 전공교수의

외，

양성에 소홀히 해왔기

1994,
때문이

다.
또한

설치되어

부속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원양성기관이

많으며，

비록 부속학교가

있는 대학이라 하여도 부속학교를 주로 교육실습기능만을

이다. 부속학교의

위해 사용할 뿐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실습기능 뿐만 아니라 교원양성기관과

협력

하여 새로운 교육이론을 개발하고 그 적용을 위한 꾸준한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며
시범을 보이는

기능도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원양성기관은

부속학교를

연구，

실험， 그리고 시범기능응 위해서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시설은 “대학설치기준령”을

토대로 설치되고

있으며， 각종 설비

는 대학 실험 · 실습설비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의
시설 · 설비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필수불가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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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실험 · 실습설비가 크게 부족하고 노후려어 사용 불가능한 설비가 상당수에 이

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원양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수준에서의
력이

미흡하고， 종합대학내에서

교원양성교육에

재정적 투자와 정책적

대한 관심이

결코 높지

않기

노

때문

에 사범대학의 경우 교원양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5.

敎師養成機關의 亂立과 質的 統뿜IJ 裝 置 의 缺如

교사양성기관의 지나친 다원화와 난립은 교직의 전문성과 교사양성기관의 특수성
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예비교사를 양산하여 교사수급상의 차칠을 빚게 하였다. 종
래의 교사정책은 교사수급의 부족을 보충하는 데 보다 큰 비중을 두어 교사의 전문
성 고양을 위한 엄격한 기준설정이 미비된 채 다양한 형태의 교사양성기관을 난립
시켜

왔다. 즉， 광복이후 급속히

급급한 나머지

팽창하는 교육인구의

교사양성과정을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증대에

교사의

따라 교사의

양적

확보에

확보면에서는

해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질적 저하는 물론 양성과정별 자질 및 품성의 격차를 초
래하였다(최희선 · 김광숙，

1990, 26-27).

단지 교사양성기관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다양한 교사양성기관 졸업생들에게
교사자격증이 자동적으로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양성기관간의 질적 격차는 동
일한 자격을 갖는 교사들 중에도 그들의 자질과 능력에 있어 심한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빚고 있다. 또한 신규교사 자격검정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아무런 질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꼬사의 질적 저하와 교사자격증 자체의 권위를 추락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저하되며， 교직전문성에
대한 경시 및 교직의 경시풍조마저 초래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양성기관의 학생 입학정원은 1995년 현재 전문대학 6，920명 을 포함하

여 10，585명 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검정에 의해 자격을 부
여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졸업생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때， 매년
배출되는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1993년 현재 우리

나라 유치원 교사의 총수가 22，210명 인 점을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의 자격증 소지
자만이 유치원 교사로 신규 임용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펀 1995년 도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인가된 학생 입학정원은 사범대학에 11,045
명， 일반대학의 교육과에 1 ，535 명 ， 일반대학 교직과정에 34，409 명 ( 편 제 정원의 30%
임)으로 전체 46，989 명 ( 교 육 대 학 원 입학정원 16，127 명 은 제외)에 이르고 있다. 그리

고 1994년 중등 2급 정 교사 자격증은 총 26，977명 에 게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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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4년 말 중등교사 임용 공개전형에서 선발될 1995년 도 중등교사 임용후
보자 모집인원은 2，888 명 이 므 로 1994년 도 의 자격증 취득자 ( 26，977명)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려 9.3배 나 많은 예비교사를 생산해 냄으로써

잉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교육부，
〈표

2>
총

1995c).

양성기관별 학생 입학정원 및 자격증 취득자현황 (1 995.

과 정

기 관 수

계

사범 대 학
일반대학의
교 육 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95년 입학정원

1)

3.

1. 현재)

자격증 취득자

229
42

46,989
11,045

26,977 (100.0%)
9,400 ( 34.8% )

22

1,535

2,151 ( 8.0%)

107

34,409 1)

13,692 ( 50.8% )

---

1,734 ( 6.4% )

58

자료 : 교육부， 교원지원국 교원양성과 내부자료，
주

공급과

1995.

입학정원 114，697명 의 30% 인 이수정원의 수.

이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희박하게 하여 교직에

과잉배출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임용가능성을

열망을 갖고 있는 우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교직

을 회피하게 하는 심리를 부채질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것은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교사자격증 자체
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추락시키기도 한다.

6.

敎師養成機關의 責務性 未治

교사양성기관의 책무성이란 교사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양성기관의 학문적 ·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 교사양성기관이 그 책무성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
다면 교사를 양성함에
는 자체적

노력에

있어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

소극적이기

쉽고， 이것은 곧바로 교사양성교육에

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에

바람직하지

않

근무하는 모든 인사들은 그

책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책무성을 수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기관이 맡은 바 책무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으며， 또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수시로 이루어져 교사양성교육의 질 관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교사양성기관에는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신극범 · 노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lilt 究

종희，

1994,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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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방관적이기까지 하다. 어느 누구도 교

사양성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따지지 않으며， 또 따지려 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교
사 지망생을 받아서

때가 되면 진급시키고， 또 일정기간이 지난 뒤 졸업을 시키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졸업생이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구비했는지， 또는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더

필요로 하는

교육은 무엇언지 등을 확인하며， 그들의 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추수지도도 거
의 없는 실정이다.

ill. 敎職觀과 바람직한 敎師像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교원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은 물론 교직에 대한 인식， 교원에 대한 사회의 기대， 교사에 대한 존경도， 원하는
담임의 특성 등을 포함한 교직관과 교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과 일본 쓰꾸바대학이 공동연구과제인 “한 · 일간 교사교육제도 및 정책
비교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한 질문지 조사의 결과를 재분석·제시한다.
한·일간 교사교육제도 및 정책 비교연구에서는 양국간의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

위와 교직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학신입생 배경조사 질문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조사 질문지， 교직관 및 교사상 조사 질문지
교사상 질문지 등 네 가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교직관 및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대학신입생， 일반인， 교사， 중·

각각 1 ，500 명 에 게 실시하였다. 따라서

각국별로 6，000명 을 대상으로 교직

관과 교사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윤정일 외

1994).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조

사결과 중 주요 결파만을 추출·제시한다‘

1‘ 敎職觀
교직도 하나의 직업으로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교직에 들어오는 구성원

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은 교원 자신에게 뿐 아니라 교직과 관
련된 제도와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직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교원과 관련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교직관에 대한 조사는 대단히 중요

하다.
하나의 직업으로서 교직을 보는 관점은 성직， 전문직， 준전문직， 노동직으로 나누
어

고찰되어 왔다. 한때는 성직이라고까지 일컴던 교직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

10

師

大

論

罷

(51)

이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표 3>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신입생의 61.7%와 교사

의 56.8%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아직도 21.3% 가 교직
을 성직으로 보고 있고， 42 .5% 가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 교직을 노동직이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은 대단히 낮다. 전체적으로 보아 교직을 성직이나 전문직으로 보는 사
람이 64-77% 에 달하고 있다.
〈표

3>

교직의 특성 인식
(단위 :

구

대학신입생

분

계

1. 성

전 문 직

2.
3.
4.

〈표

직

준전문직
노 동 직

4>

사

일반언

100.0

100.0

100.0

15.6
61.7
17.5
5.2

8.2
56.8
30.8
4.2

21.3
42.5
34.4
1.8

교사 존경 정도

딘
Hr

구

계

1. 매우 존경한다.

2.
3.
4.
5.

교

대체로 존경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단위 :

대학신입생
100.。

9.8
52.5
20.5
14.7
2.5

%)

교

100.

사

일반인

。

100.0

7.6
50.3
37.7
3.8
0.6

%)

10.5
57.3
29.7
1.8
0.7

교직을 전문직이나 성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존경도도 대제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를 존경한다고 하는 비율이 대학신입생과 일반인의
경우에 각각

62.3% , 67.8% 에 달하고 있으며， 존경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5% 내 지

17.3% 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지적인 면과 윤리적인 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지

적인 변에서 보면 매우 신뢰하거나 신뢰한다는 사람이 60.7%가 되는 반면에 매우

敎員數育體制 改善에 關한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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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하거나 불신한다는 비율은 2.3% 에 불과하다. 윤리적인 변에서 보면 50.4% 가 매
우 신뢰하거나 신뢰하고， 5 .2%가 불신 또는 매우 불신한다고 하였다. 두가지 변을
종합해 보면，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교사 신뢰 정도
(단위 :
구

Iar

1. 지적인 면

2.

윤리적인 변

계

매우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불신

100.0
100.0

6.3
7.2

54.4

37.1

43.2

44.4

1.7
4.7

0.5
0.5

%)

한편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면 <표 6> 과 같다. 의사， 변호사， 목사， 국회

의원， 신문기자， 은행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직종 26개 중 교원의 사회적 공헌
도는 4-7위 로서 대단히 높다. 즉， 중등교원은 4위 ， 국민학교 교원은 5위 ， 대학교수
는 7위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대학교수만 4위 일 뿐 국민학교 교
원은 17위 ， 중동교원은 11 위 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 지위는 초·중등교원이
각각 20위 ， 19위 로 하락하고， 대학교수의 경우도 8위 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

의 사회적 공헌도는 높은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6>

교원의 사회·경제적
구

지위 (순위)

국민학교 교원

분

중동학교 교원

11

3. 경제적 지위

20

19

2.

。。

4

17

A낫

5

사회적 지위

2.

껴t

1. 사회적 공헌도

대학교수

바람직한 敎師像

바람직한 교사상을 확인하는

일은 교원양성기관의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현직교육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교사양성기관에서 어떠한 교사를 양성·
배출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영역은 일반적 능력(언어능력， 표현력， 식견，-지식 등)， 교과지식 및 기술， 인성 및
품성， 가치관 및

태도， 심체적 건강의 5가지 이 다(황 정 규 외，

1995, 24-32) ‘ 그러나

師

12

大

論

護

(51)

여기서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한정해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훌륭한 교원의 구비조건을 보면 <표 7> 과 같다. 대학신입생의 경우는 훌륭
한 교원의 구비조건으로서 학생을 이해하려는 자세，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교
과에

대한 전문직

지식을 들었으며， 교사와 일반인의

사명감， 학생을 이해하려는 자세， 교과에
요한 것은 교사는 교과에

대한 전문적

경우는 교직에

대한 투철한

대한 전문적 지식을 들었다. 여기에서 중
지식에

앞서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학생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를 보면 <표 8> 과 같다. 중등학생
의 경우에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교사를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았으며， 다음
으로 학생의 개성을 배려하는 교사를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었다. 그러나 대학신
입생， 일반인， 교사의 세 집단은 학생의 개성을 배려하는 교사를 가장 바람직한 태
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대학신입생과 일반인은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교사를， 교
〈표

7>

훌륭한 교원의 구비 조건
(단위 :
구

분

겨l

1. 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2. 학생을 이해하려는 자세
3. 탁월한 학습지도
4. 연구에 대한 열의
5.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6. 학부모와의 좋은 유대관계
7. 탁월한 생활지도
〈표

8>

대학산업생

교사

100.0
13.1
43.2
9.8
6.1
24.3
0.4
5.1

100.0
19.8
24.5
4‘9
1.7
46.4

일반인

100.0
11.6
29.5
10.8
2.9
38.6
0.7
5.9

2.7

학생을 대하는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
(단위 :
분

구

겨l

1. 학생의 개성을 배려하는 선생님

2
3.
4
5.
6.

%)

자애로운 선생님
엄격한 선생님
학생을 차별치 않는 선생님
영랑한 성격의 선생님

유머가 있는 선생님

대학신입생

중학생

고퉁학생

일반인

교사

100.0
48.5
17.0
2.7
23.2
4.6
3.8

100.0
18.4
12.8
3.1
39.5
10.9
14.3

100.0
30.8
13.5
4.6
33.5
8.9
8.7

100.。

100.。

42.1
11.7
13.0
23.0
5.8
4.4

50.7
18.7
9.9
13.3
4.0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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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집단은 자애로운 교사를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대
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학생의 개성을 배려하면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
라고 할 수 었다.

학생을 대상으로는 원하는 담임의 특성을 묻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자녀의

담

임으로 원하는 특성을 묻되 자녀가 아들인 경우와 딸인 경우를 각각 질문한 결과는

<표 9> 와 같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30세 미만의 여자교사로서 사범대 출신의 교사
를 희망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0-39세 의 남자교사로서 사범대 출신의 교

사를 희망하였다. 학생들은 비사범대 출신보다는 사범대 출신의 교사를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되 교사의 출신학교가 사범대이든 비사범대이든 관계없다고 답한 비율
이 62-66% 나 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학생들이 교사의 출신학교가 어느 곳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에 아들의 담임으로 희망하는 특성은 30-39세 의 남자교사로서 사
범대 출신이었다. 딸의 담임으로 희망하는 특성은 30-39세 의 여자교사로서 사법대
출신이었다. 특히
〈표

9>

딸의

경우에는 교사의 성별이 관계없다는 응답도 36.8% 나 되고

원하는 담임의 특성

구

분

1. 연령
30세 미만

304050-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관계없다

2. 성별
남

성

여

성

관계없다

3. 출신학교별
사범대 출신

비사범대 출신
관계없다

(단위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아들의 경우

딸의 경우

100.0
52.6
22.2
7.3
1.3
2.0
14‘6

100.。

33.7
45.9
10.1
1.7
0.3
8.3

8.4
51.1
27.1
1.6
0.2
11.6

100.0
29.6
38.7
31.7

100.0
40.3
23.5
36.2

100.0
58.8
8.0
33.2

100.0
23.6
39.7
36.7

100.0
30.9
2.8
66.3

100.。

100.0
58.1
2.2
39.7

100.0
59.7
2‘0
38.3

33.4
4.8
61.8

100.。

100.0
15.3
47.8
22.9
3.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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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교사를 희망하는 비율도 23.6% 나 되고 ι 있다. 교사의 출신학교에

인 응답자의 58-60% 가 사범대 출신의 교사가 자녀의 담임이
는 반면에 비사범대 출신의 교사를 원하는 비율은

2%

있어서는 일반

되기를 희망하고 있

정도에 불과하다. 즉， 학부모

의 절대다수가 비사범대 출신의 교자보다는 사범대 출신의 교사가 자녀의 담임이
되기를 회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등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표 10>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현행 제도 유지， 사범대에서만 양성， 일반대

졸업후 사범대학원에서 양성， 중학교 교사는 사범대에서 고교교사는 대학원에서 양
성의 네 가지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향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별로 구분해 본다면 교사집단의 경우는

사범대에서만 양성이 3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일반대 졸업후 사범대학원에서 양
성으로 25.6% 를 차지한다. 일반인의 경우는 중학교 교사는 사범대에서 양성하고 고
교교사는 대학원에서 양성이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범대에서만 양성으로

27.7% 가 된다.
〈표 10> 교원양성제도에 대한 의견
(단위

분

구

계

1. 현행제도가 좋다

2. 사범대에서만
3. 일반대
4.

양성

졸업후 사범대학원에서 양성

중학교 교사는 사범 대，

계

교사

일반인

1애.0

100.0

1애.0

24.6

20.3

27.7
15.5

23.0

33.3

25.1

25.6

24.8

27.3

20.8

32.0

: %)

고동학교 교사는 대학원에서 양성

N.

敎師養成體制 改善方案

미래의 사회는 국제분엽 및 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증대되면서 국제협력이 가
속화되고， 탈산업사회와 더불어 고도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인간존중 문화가 성
숙되고， 지구촌 공동체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미래 세계 상황의 변화 속에서 21 세 기
의 한국은 통일의 염원을 성취하여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풍요를 실
현하면서 경제정의를 정착시키고， 정치적 민주화와 민주시민사회가 성숙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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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삶을 가꾸고 즐기는 사회풍토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고도의 지적 능력과 학문적 수
준을 유지하고，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부단히

자아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사양성체제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그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교사양성기관의

수요와 공급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장치를 마련하고， 교사양성프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사의

교사양성기관의 질적관리 체제를 확립하

며， 교사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敎師養成機關의 機能 再定立

유아원 보육교사는 2년 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유치원 교사는 학제의

개편과

더불어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화됨을 전제로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며， 국민학교 교사
는 교사양성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사 수요 · 공급의 원활한 조절을 위하여 현행

과 같이 교육대학과 4년 제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양성한다.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
학에서 양성하되 이수과목 및 학점의 차둥화를 롱하여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
사를 양성하고， 예 · 체능교사， 실업계 교사， 제 2외국어 교사 등 일반대학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영역의

경우에만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양성토록 한

다. 장기적으로는 고학력사회의 도래와 교사양성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유아
원의 보육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를 대학원수준에서 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전문대학(유아교육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초·중등교육보다 오히려 더 높다 하겠다. 인간의 신체적·정
신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대한 보다 세섬한 교육적 배
려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유아기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유아원 교사는 다른 어느 교
사 못지않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대학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졸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
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 일원화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유치원 교사양

성기능을 중지하고 유아원 보육교사 양성체제로 전환하며， 실습학교로 부설유아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 • 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관할
권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부로 이관하고， 유아원 교사의 자격과 종별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원장， 원감， 교사를 두고， 교사는 1 급 정 교사 ，2급 정 교사， 준교사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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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근래에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의 보편화와 공교육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양성도
초·중등 교사양성과 같이 4년 제 대 학 양성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학교 교사의 양성은 교사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교사 수급조절의 용이
등과 같은 목적형 양성체제의 장점을 계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하여 4년 제 교육대

학 중심의 양성체제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국민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국민생활
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기본적인 지식， 기능， 생활

규범 및 가치관을 교육한다. 아동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국민학교 교사
는 원칙적으로 학급담임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
민학교 교사의 양성에서는 개개 교과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하는 중등교사양성과는
달리 모든 교과 각각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교과간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도 중
요시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민학교 교사양성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목적
형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설치하는 문제는 자칫

국민학교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형식적인 운영 문제와 국민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양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국민학교와 유치원의 병설 운영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

화 추세 및 유치원 교육과 국민학교 교육의 연계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대학에서 국민학교 교사양성과정과 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통합적으로 편성·운영하
는 것이

교사양성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대학은 현행의 국민학교 교사양성

기능에다 유치원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체제를 정비 · 확립하며 특히 부속국민학교와

더불어 부설유치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양성기관은 11 개 의 교육대학，
19 개 의 4년 제 대학 유아교육과 및 13 개 의 4년 제 대학 아동(복지)학과가 되며， 국민

학교 교사양성기관은 현행과 같이 11 개 의 교육대학과 4년 제 대학의 초등교육과 등
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에 따라 구분되는 국민학교 교사양성과정과 유치

원 교사양성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돼하여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
다. 희망하는 학생들은 국민학교 교사양성과정과 유치원 교사양성과정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동시에

이수한 후 국민학교 교사자격과 유치원 교사자격올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자격 소지자에게는 교사임용에서

소정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 복수자격 취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운 조치
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교육대학은 지역실정과 요구에 따라 국립사범대학과 통합토

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맑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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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범대학
고학력사회의 도래와 교사양성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사범대학의 명칭을

교육과학대학 (College

of Education

Science) 으로 개칭하고， 중등교사 양성을 위하

여 중학교 교사양성과정과 고등학교 교사양성과정을 분리·운영함과 동시에 복수전
공제의 운영 및 복수과목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할 펼요가 있다.
“사범 (Normal)"이라는 명칭은 일제시대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권위주의적， 관료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전공학문과도 일치되지 않으며， 학문의 분류체계상으로
볼 때도 부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감각에도 부합치 못하므로 다른 나라에
서도 “사범”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점차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영어로

of

Education은 교육대학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이

양성하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명칭은 이미

있고， 또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cation 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College

국민학교 교사를

University of Edu-

때문에 명칭상의 혼란을 피하면서

전공학문과

일치할 수 있도록 사범대학을 교육과학대학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사범대학에서 통합 양성되기 때문에 일부 교과
목의 경우에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따라서 학교급별·교과영역별 자격증을 분리하되

복수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과와 과학과의 교사자격
증 수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복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하는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어 단일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원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중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

자 하는 학생과 고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소정의 교과목 이외에 자격증 학교급별로 별도 지정된 소정의 교과목을 각기

이수

하여 중학교 교사자격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학대학은 21 세 기

사회에서

수요가 급증될

직업교육 등의 학과를 확대 설치하고 관련분야의

특수교육， 교육공학， 산업교육，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교육과학

대학은 중등학교 교사양성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부차적인 기능으로 교육전
문가를 양성하고， 신임교수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수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관련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
하고 연구하는 인력，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여성교육， 노인교육， 기업체 사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요원과，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물론 교육매체 제작자， 참고서 제작자， 교육방송 담당자 등을 포함
한다. 한편 교육과학대학원은 교과교육 교수믿 전문가를 양성·공급하고， 각종 교육
전문가에 대한 현직연수 기능을 수행토록 역할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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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교직과정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당초의 설치목적이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교과목
이나 일반대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교사수요가 극히
적은 과목에 한하여 교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가했던 것이므로 교육과학
대학에서

양성하기보다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영

역의 교사만을 양성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과， 농업·상업·공업·수산·해양 등 실업계
통하여

예·체능계 교과와 제 2외국어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사는 교직과정을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교직과정은 교육과학대학에서 양성

하기 어려운 전공교과로 제한하고 수강인원도 편제정원의 30% 이내를 20% 이내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교사수급의 균형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비를 위

하여 현재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21 개 국 · 공립대학의 493 개 학과와 80개 사립
대학의

1 ，377 개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직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위한 학과평

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敎師의 質的 水準 向上

1) 교사양성기관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개선
교사양성기관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의

일정

비율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인원을 특차전형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확대·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 교사양성기관 중에서 교육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특
차전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중에서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한 일정 비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대학에서 원서 접수가 마감되기 전
에

전형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형에서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학교장의 추천

그리고 면접 등을 활용하변 될 것이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학교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리한 지역
의 경우에는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또는 하급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사양성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해당 지역의

고

등학교 졸업생 중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지망자를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
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체능전공 별도 전형 선발
교육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음악， 미술， 체육을 심화과정으로 선택할 학생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맑究

은

별도

전형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19

일반교과 외에도 예·체능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별도 전형의 대상자는
고교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 등에서

수준의

일정 학력 수준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학력

저하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들에게

도 일반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중 반드시 한 과
목을 선택하여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에 대해 교과 전담제가 도
입될 법적인 뒷받침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들 교과를 담당하여 효

과적으로 지도할 교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국민학교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 중 최소한 하나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3) 교사-집단의 성별·연령별 구성 적정화
여교사 및 고령교사 기피 경향과 관련하여 남교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령교
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간의 수적인 균

형이

필요하며， 현재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많은 남자 교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직 여성화 경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를 합리

적으로 정비하여 여교사가 정상적으로 교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출산， 육아， 가
사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의 수립과 함께， 정원할당 등과 같은 소

극적인 방안보다는 교직유인체제를 강화하여 남교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교육 단계에서 보다 많은 남자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에서 신입
생을 모집할 때， 일정 비율의 남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에서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양성기관에서 남
학생 유인책의 일환으로 졸업후 공개전형에 합격한 남학생들에게 일정기간(예시

:5

년 정도)의 교직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종전의 교육대학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학기간 중에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일선 학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

로 하여 군복무를 면제해 주던 제도가 있었던 바

이를 변형하여 공개전형 합격자

를 대상으로 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학생의 교직 유인책으로 공개전형에 있어서 군 제대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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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현행 3% 에 서 5%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군 제대자에 대하여 5% 가산점을 부
여하고 있는 바( I 국 가유 공 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률시행령

제 30조， 제 34조， 제 70조， 동법

제 54조 제 2항)， 이를 교사 신규채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한편， 교사의

정년이

65세 까지

보장되는 상황에서

고령교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업부담이 없는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열되고
있으며，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고령교사를 기피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

가 도입되어 교사 자격이 세분화되는 것을 전제할 때， 수석교사나 교장， 교감이 되
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평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확대되고， 사회가 고령화되는 추세에
현재의

정년을 낮추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현행의

비추어

명예퇴직제도를

50세 로 낮추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일률적인 정년보장 방식에서 일정한 연령
에 도달한 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이나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
가 마련될 필요가 었다.

3. 敎育課程 運營의 內實化

1)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설정
유치원 교사， 국민학교 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있어， 각기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과목과 학점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최소한의 표준교육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자질

있고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양한 교사양성기관간에 교

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상에 질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각급 학교 교사로서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할 일정 수준의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해당 학교급별 교사를 양성하는 대
학에서 공통적으로 필수로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사범계 대학 교육과정 기본지침 마련

교사양성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범계 대학 교

육과정 기 본지 침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용헌 외 ,

그간 교사양성기관의
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교과내용이
결여되어

1994).

일반대학의 교과와 유사하며 교사양성기관으로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보화 및 국제화，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땅f究

개방화 사회를
어

맞이하여

왔다. 이는 특히

용과목의

교사양성교육의

질을

중등학교 교육현장과의

높이는

연계성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범계

교육과정의

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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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내

대학의

교육과정

기본지침의 마련을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모형이 아니라 교사자격을 부여
할 수 있는 “사범대학 졸업인정과정”으로서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의 성
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중핵공통성과 대학교육의 중점을 반영하는
특수성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핵공통성은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특수성은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
라서 자율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중핵공통성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교직과정， 전공과정의 세 영역으로 구분휠 수
있다. 교양과정은 대학의 교양과정을 반영하되

일반대학의 교양과정과는 달리 사범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운용해야 한다. 즉， 교사로서의 폭넓은 기초소양과 교직
자로서의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직접·간접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을 대폭 신설해야

한다. 교직과정은 교육실습과 교직과정을 포함하는데， 교육실습은 참관·실무·수업실
습이 2 학 년 에 서 부 터 4학년 까지
는 달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교직과정은 종전과

각과 교육을 각과의 전공과목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교육이론과 실제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전공과정은 종전의 내용과목
과 교과교육학 과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범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

교육 위주의 과목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즉， 종전에 각과 지도법만을 각 학과의
교과교육으로 간주해 오던 것을 교과교육의

개념을 확대하여

각

과목들을 교과교육과목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상게서). 따라서

학과의

전공내용

연구중심대학의

교육과정은 사범대학의 독자적 연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교육학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교직과정 중심의 사범계 대학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모형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된다.

3)

교사양성기관에 부속학교 설치의무화

교육실습은 교육양성기관의 교육과 학교현장의 교육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예비교

사들로 하여금 교직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적웅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유·초·중등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의 배당학점을 4학 점
으로 하고 교육실습의

기간도 8주 정도로 하되

이를 교사양성기관의

이상

형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 단위로 2-3 회 로 나누어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한학기 정도의 교육실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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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사양성기관에

부속학교의

설치·운영

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양성기관의 부속학교는 교육연구 · 실험 및 교육실습의 장으로서 교사를 양성

하는 기관에 필수적인 기관이므로 각급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해당학교에 부
합하는 부속학교를 설치 • 운영토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에는 부
속유아원， 교육대학에는 부속유치원과 부속국민학교， 교육과학대학에는 부속중학교
와 부속고등학교를 설치토록 한다.
의

부속학교에

일반대학의

준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직과정에

대해서도 교육과학대학

조건을 갖춘 실습협력학교를 확보하도록

한다.
부속학교는 일선학교의

기능， 연구학교의

기능， 실험학교의

기능， 시범학교의

기

능， 실습학교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
적·물적

조건을 충실히

갖추며，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확보와

적절한 시설·설비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습 참가자에 대한 질적 관
리와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실습기간 중에도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실습 지도교수와
일선학교의 교육실습 지도교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현장과 각종 교육관련기관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졸업시까지

학생이 자유로이 선정한 다양한 교육관련기관에서 누계 합산하여 총 100시 간 정도
실습 경험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사양성기관의 부속학교가 교육연구 · 실험 및 교육실습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
도록 부속학교의 운영 및 인사에 대한 제반의 권한을 교사양성기관의 장이 관장토

록 해야 할 것이다. 부속학교는 교육연구 · 실험 및 교육실습이 실시되는 학교이므
로 학생을 강제배정하기 보다는 부속학교 설치목적에 동의하여 지원하는 학생들 중
에서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특차모집을 하여야 하고， 또 부속학교 학생들은 교사양
성기관의 교육연구 · 실험 및 교육실습으로 인하여 교육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를 보상하기 위하여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시 특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敎師資格制度의 改編

1) 교사양성기관의 졸업과 자격분리
교사 수요 ·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교사양성기관의 재학생이라고 해서 모두 교
직으로 진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과학대학의 경우에는 교직을 희망하

지 않는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으므로 교사지망생으로서 교육실습을 포함하여 교사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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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교사 뿐만 아나라 사설학원 등 공공기관의 교사， 강사， 교육요
원 등의

경우에도 교사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의 학생으로서

교사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실습을 면제하고 사도장학금의 지급도
금지해야 하며， 현재

신입생

변접시험은 교육과학대학에서

선발시

사범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직적성시험과

실시하기보다는 교사를 실제로 채용하는 각 시 · 도

교육청에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교사자격의 세분화
교사자격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1 급 정교사가 된 후에 일정한 학력(연

수)과 경력 등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선임교사， 수석교사를 신설해
야 할 것이다.
현행 준교사 =추 2급 정교사 =추 1 급 정교사 =추 교감 =응 교장의 직급체계에는 교단

교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일단 1 급 정교사가 된 후에 관
리직인 교감 또는 교장이 안될 경우 일생을 1 급 정교사로 마치게 된다. 이러한 구
조는 관리직 승진에 대한 경쟁을 치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교사들의 사기

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를 막론하고 교육대학과 사범계 대학 수준의 소정의 교육과정
을 거쳐 2급 정교사자격증을 받고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교장과 지도교사의
평가를 근거로 임용권자에 의하여 정식엄용여부가 결정되고， 2급 정교사가 교사양

성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1 급 정교사가 된다. 1 급 정
교사로서

일정한 교직경력과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선엄교사가 된다. 수석교

사는 일정 기간의 교직경력을 가진 선임교사 중에서 전문적 자질과 인품을 고려하
여 지역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연수 후에 자격을 부여한다. 수석교사

에게는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교내 장학업무와 수습교사에 대한 지도， 자문 역
할을 하도록 하고， 교장에 준하는 사회적， 경제적 우대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강인
수，

1992, 132-134).

3)

초임교사를 위한 수습기간 설정

신임교사는 일본의

초임자 연수과정과 같이 1 년 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수습교사

신분으로 교재준비， 수업참관， 수업담당 등 실무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교

사를 임용할 때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임교사 연수과정만을 거친다. 따라서

신임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임용
된 교사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걸러 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수습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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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가 지도하는 각종 연수를 받도록 하고， 수습교사를 담당하는 수석교사에게
는 수업시수를 경감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
습교사로서의

기간이

1년간의

복무기간 중에는 2급 정교사에

끝나면 수습학교의

교장， 지도교사의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이

평가를 바탕으로

임용권자인

교육감

또는 사학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5

敎師任用制度의 改善

교사적체 문제를 해결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하여 교육효과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교사법정정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 교사

의 법정정원을 산출하는 기준인 학급당 학생수는 다수의 학생을 학급에 수용한다는
개념이지 교수·학습과정과 그 효과를 고려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개념으로부터

수업당 학생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사의

법정정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수업에서 개별학습을 위한 학습집단의 크기는 30명 을 초과하

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정태범 외，

1994,

75~76). 그러므로 현행 학급당 학

생수 50병 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종국적으로는 30명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교원임용고사는 교직 전문성의 조건을 갖춘 우수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우선 교과교육학 분야의 평가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출제내용

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객관식 일변도의 출제방식을 지양하고 주관식 시험의 비율
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실기능력과 수업능력도 더불어 평가되어야 한다. 실기평가

기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실가능력

평가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면접고사 점수의 반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접에서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6.

敎員돼修體制 빼新

1) 교원연수기관의 기능 재조정
교원연수기관의 중복된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을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

하여

교원연수기관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윤정일，

1988, 79-82).

1995년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교원연수기관은 43개 소 에 이른다. 연수기관의 수가 지나
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연수기관간 기능상의 중복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
원연수원은 초·중등교사의 장·단기 직무연수를 담당하고， 각종 자격연수는 교사양

성기관에서

반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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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대상으로 장·단기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되

지방교원연수원에서

담당하기

어

려운 내용을 담당하며， 특별연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담당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연수 기능을 강화할 경우 현재의 교원연수기관으로는
려울 것이므로 현재 교원연수기능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

일부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을 교원연수기

관으로 지정하여 교원연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자율적인 연수체제 확립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교사는 교직생활 전체를 통하여

전문성을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더욱이
변화에

적절히

계속 교육의 차원에서 그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 내지

지식·기술의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을 적절한 재교육을 통하

여 습득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와 같은 교사연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모든 교사에게 5년 주기의

연수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세계화 추진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기회
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연수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연수시설을 확
충·현대화하고， 다양한 수업방식을 개발·활용하며， 연수기관블간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우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교사들의 필요에 따른 자발
적인 연수참여와 연수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별 연수결과를 누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대학원 등 공인

연수기관의 연수결과틀 인정함은 물론 방송통신에 의한 연수체제도 개발·활용할 필
요가 있다. 연수결과는 보수체제에 반영함과 동시에 승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7.

敎師養成機關의 敎育與件 改善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양질의 교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교사양성기관의 교수， 시설 등 교육여건을 개
선해야 한다. 교사양성기관의
로 교사양성기관의

교수는 초·중등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므

교수채용시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교사경력자를 우대해야 할 것

이다. 또한 교사양성기관은 순수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과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교육하는 기관이므로 교과교육학 전공교수의 구성비를 단계적
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며， 교육대학의 경우에 학과별 교수수 산정은 학급당 교

수수 산정에서 전공을 고려한 교수수 산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양성
기관 교수들의

책임강의시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주당 6시 간 정도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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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교사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어학실습실， 수업분석실， 교육

자료제작 지원실， 교육공학센터의 설치·운영은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교사양성기관
의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참관하고 실제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부속학교와 협력
학교는 모든 교사양성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교들의 교육여
건은 일반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보다 우수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의 경우에 교
사양성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강좌당 학생수를 40 명

정도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8. 敎師養成機關 評價認定制 實施
교사양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
소하고， 교사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 · 실시해야 한다.
교사교육평가인정제도는 각 교사교육기관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도

록 선의의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

공활동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공적 책임을 환기시켜 그 공공성을 확

립하며，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사교육기관의 교육력
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윤정일，

1989, 78-79) .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보

편화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2년 부 터 학과별 평가인정을 시도하고 었다.
교사교육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었다. 우선 공인에

필요

한 기준에 미달한 양성기관을 교사자격부여기관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자

격의

질적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사양성기관들의

경쟁적

정비가 유도되므로 전반적인

양성교육의

질적

양성과정에 대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평가와 프로그램평가 등을 통해 그 질적 수준을 공개함으
로써 교사양성기관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교사자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대함
으로써 교사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토대로 등급에

인정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따라 교사수요에

알맞은 적정

이러한 평가

양성정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인원을 조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적체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공개

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제도의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상게서，

79-80;

이돈희 외，

1990).
평가결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양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는 교사양성 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과 보상의 기준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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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채용에서 이를 반영토록 할 필요가 았다.

9. 敎職등秀引體制 彈化
1) 승진제도 개선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평정기준이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
점의 네 가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배점이 90점 ， 80 점 ， 30 점 및 기타 가산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승진제도는 지나치게 경력을 중시하여 지도성이 뛰어나고
유능한 교사보다는 30년 이상의 고경력자가 승진하는 연공서열 중시의 평정이 됨으
로써 교직사회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 평정척도의 구체성 ·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평정과정의 공정성과 평정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정

자와 확인자의 평정에 대한 책무성마저도 미약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경력평정기간을 현행 30년 에 서 20년 으 로 감축함과 동시
에 경력평정의 합리화를 기하고， 근무성적 평정척도를 구체화·객관화하며， 연수성적
평정과 가산점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우선 경력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교사자격증 취득후의

1994, 56-60).
군경력을 갑경력으로

인정하고， 교사양성기관의 체제 및 수엽연한에 따른 경력평정기간을 가감하는 제도
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근무성적

평정척도의

구체화·객관화를 위하여는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직력， 직위 및 직급별 직무특성에 따른 구체적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단위의

인사위원회의 합리적 활용을 통하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화를 도모해

야 할 것이다. 연수성적 평정에

있어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석·박사

학위논문의 평정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가산점

평정의

가산점을 재조정하고

연구대회

입상자에게 부여하는

연구 가산점과 함께 학습지도안 경시대회 및 연구수업대회 등을 신설하여 수업 잘
하는 교사가 승진과정에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사보수제도 개편

교사 보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단일호봉제도는 학교간 봉급차이를
없애고 같은 경력， 같은 학력이면 같은 봉급을 보장한다. 그러나 단일호봉제도는 능
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전문성 신장을 자극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

사들의 전문성 신장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보수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준하여 책정하는 관행에서 탈

피하고， 학력과 경력을 동일시하는 제도에서

전문직에

걸맞도록 학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력을 보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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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급 정교사， 1 급 정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의
상승이

보수표를 분리하여

직급의

곧 봉급의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중학교가 완전 의무교육

화되면 국민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의 보수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수표를 적용하
고 고등학교 교사의

보수표는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자격 분리와 관련이 었다.
수당은 크게 생활급적인 성격과 직무급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지만 현행 교직
수당은 본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봉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급

성격의 수당체계를 확대하여 답임수당과 학생지도수당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생활
급 성격의 수당으로 통근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수당 신설 당
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정액수당을 정률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액수당은 일단 신설된 후 금액을 인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년이 지나면 수당

의 설치 목적이 퇴색되기 마련이다. 일본의 경우 본봉의 일정 %로 되어 있는 수당

이 많이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3)

후생복지제도 강화

교사의
하기

경제적

위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학생이

일환책으로서

교사자녀에

감면은 물론 교사양성기관의

교직에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하여는 국 · 공 ·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학비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또 교직유인체제의
교사들이

하나로서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실시해야 한다. 안식년제는

안식년 기간동안 상위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는 내

용도 포함하여 단순히 유인체제로 그치는 것이
자기개발의

아니라 교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주택공급과 자녀교육에 특혜를 줌으로써 생활안정

유인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 “敎師養成機關 設置基準令” 制定
교사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을

대학설치기준령과는
교사양성기관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교사양성기관 설치기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의 신설도 인가되어

왔다. 설치기준령은

대학설치기준령에
대학의

의해서

설치되고 과정

교육목표를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불가결한 조건의 구비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설치기준령이나
부시설준비기준령만으로는

대학기관별 전문적 기준의 확립은 미흡한 실정에

내

있다고

敎員敎育體制 改善에 關한 %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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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사양성기관의 여건 부실， 즉 교수요원의 불균형， 부속학교의

운영 부실， 시설의 낙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
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교사양
성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학설치기준령과는 별도로 “교사양성기관 설치기준

령”을 제정해야 한다. 이 기준령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교사양성기관의 교
수 중 교과교육학 전공교수의 구성비， 부속학교 설치 의무화， 교사양성기관의 표준
교육과정， 교육실습， 교사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등이다.

v. 結
한국의

論

교원양성기관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경제적

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화사회로의

진입， 21 세 기 를 지향한

교육개혁 등과 맞물려 교원양성체제는 외부로부터 체제적 변화를 하도록 강한 압력
을 받고
교원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의
과잉공급되고 있으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난립과 교원수급정책의
지위의

실패로

하락과 교직유인체제의

결여로 교원양성기관 입학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었다.
특히 중등교원의
개

경우에는 1992년 부 터 국·사립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차별없이 공

임용제도를 적용시킴으로써 사립사범대학 입학생의 학력 수준은 약간 제고시켰

으나 국립사범대학 입학생의 학력 수준은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더욱이 국립사범
대학 졸업생 우선임용의 원칙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사범대학의 입학정원
은 종전대로 동결시키고 있음으로 인하여 종합대학교 내에서 사범대학의 위치가 흔

들리게 함은 물론 대학이나 학과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
다. 교사임용정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시 종전처럼 실
시되는 면접고사와 교직적성·인성검사는 교직지망자들에게

교직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우수학생이 교직을 기피하게 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은 이와 같은 외적인 요구룰 수용하고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체제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의 방안으로 유

아원 보육교사는 2 년 제

전문대학에서， 유치원 교사와 국민학교 교사는 교육대학교

와 4년 제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되

이

수과목 및 학점의 차등화를 통하여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를 분리 양성할 것
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범대학은 명칭을 교육과학대학으로 개칭하여 교사양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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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능으로 하고， 부차적인

기능으로 교육전문가 양성을 포함시키며，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은 단계적으로 감축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교육과학대학에서 양성하기보다는
일반대학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사만을 양성토록 할 것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학력사회의 도래와 교사양성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
도록 유아원의 보육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를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할 것을 제안
하였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련 집단간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상당히 제한
적으로 되어 왔다. 국·사립대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간， 사범대학내의 학
과간에 보다 공개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 관련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해서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지 않
거나 교원양성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교원양성기

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에서 혹은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교원양성 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과는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1 세 기 가 요구하는 우수한 교원을 양성·공급하기 위하여는 교원양성체제의 개선

과 더불어 교직유인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필히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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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Education System

Yun , Chung-il
(Department of Educatio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of Korea have come to a most important
turning point in its history. A great change of circumstances such as rapidly
developing socia-economic system, explosively increasing new knowledge and
skills , and educational reforms toward the 21st century enforce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to change. On the other hand , teachers are oversupplied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nd the failure of
the demand and supply policy of teachers. Moreover, there is a marked decline
in the freshmen' s scholastic attainments in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on
account of a fall in the teachers' socio-economic status and a lack of the
incentive systems of the teaching profession.
As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 the φen appointment system adopted since
1992 increased the freshmen ’ s scholastic attainment in some degree in the
private college of education, but decreased it to a high degree in the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Moreover, in spite of the abrogation of the principle of
priority appointment for the graduates from the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the freshmen quota of the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is frozen. It makes the
positio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a comprehensive university unstable and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the scale of economy in managing the college or
the department. And the interview examination, the teaching profession aptitude
test and the personality test to the applicants for admission to the college of
education discourage the able students from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o satisfy the demand from outside and to solve the interior problems , the
teacher training institute should try to change its own syste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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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reform the teacher training system.
Nursery school teachers should be trained at two-year junior colleges.
Ki ndergarten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be trained at
teachers' colleges and the related department of four-year universities. And
middle school teachers and high school teachers should be separately trained
through the differentiation of the curriculum and the number of credits. Above
all, the name of the college of education should be renamed “ the college of
education science". The college of education science should have the functions
of teacher training as a primary func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as
a secondarγ func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ses of study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n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other than the college of education
science should be reduced gradually. In the long run , to face with the coming
of the highly educated society and the world trend of teacher training , all kinds
of teachers except the nursery school teacher should be trained at the graduate
school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