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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근대 교육학이 태동한 이래 200여년 이상 교육학은 교원 양성 과정에서 교육철
학과 신념을 형성하게 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방법을 안내하며, 학생지
도와 교수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
술을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한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이제 교원에
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학 지식의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육학회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위상’을 주제로 춘계학술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각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원양성과정에
서 교육학의 총체적 위상과 각 분과학문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는 논의의 장
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분과학회별로 교육의 다양한 주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입니다. 한국교육
과정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철학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비교교육학
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통일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통합교육학회, 한
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상담교육학학회, 한국영재교육학회 등
17개 분과학회에서 최신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활기찬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진교육학도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격려하는 논문포스터발표대회 또한 예년과
같이 열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학회 행사에 필요한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였
고,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교육학과,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학회를 공동
으로 개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주)천재교육, 한국교직원공제회, 학지사 또한
예년처럼 협찬해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 (주)천재교육, 한국
교직원공제회 그리고 학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계 교육전문가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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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문제의 제기
ㆍ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은 어떠한가?
-교사의 역할과 직무는 무엇인가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를 어떤 인간으로 육성할 것인가 ?
일부 사범대학의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직과정에서 교육학의 비
중을 줄이고 그 대신 교과교육 과목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 이에 영향
을 받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교원
임용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당국에서는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 과목의
시험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한마디로 교원양성과 교원임
용과정에서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교육학의 위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
이는 것 같다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공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서 금년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의 주제를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 ”으로 설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는 목적제와 개방제를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같이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ㆍ 운영되는 기관을 통
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제이고 , 일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과
정을 이수토록 하여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개방제에 해당한다 . 초등교사
는 거의 대부분 교육대학을 통해서 양성하고 있고 , 중등교사의 경우는 국립 및
사립 대학교의 사범대학 , 일반대학 교직과정 , 일부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서 양성
되고 있다 .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와 2~3년제 전문대
학의 유아교육과 및 관련 전공의 교직과정을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양성하든지 간에 그동안 이들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비판
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의 하나는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이것
은 교원양성교육의 이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 교원양성교육의 이념은 교사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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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본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구현된다 .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교사에 대한 사람들의 생
각은 간혹 서로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 전통적으로 교직은 소명의식이 필요한
천직이고 ,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성직 (聖職 )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져 왔
다 . 따라서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는 교사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
고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사람이다 . 그러나 막상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높
이 평가받는 교사는 대학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다 . 학교에서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질문하면 , 대부분의 학
부모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수준이고 , 실제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양성된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원임용시험
을 거치거나 사립학교의 개별적인 채용과정을 거쳐서 교사로 임용된다 . 초등교
사의 경우 양성되는 인원수와 임용되는 인원수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
아 문제가 적지만 , 유치원교사와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수에 비하여
양성되는 인원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 교원임용고사의 치열한 경쟁률
은 양면성이 있어서 , 한편으로는 교직의 높은 인기도를 나타내는 좋은 현상이지
만 ,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준비생이 너무 많아서 내실 있는 교육실습을 하기 어
렵고 , 또한 교사로 임용되기를 사실상 포기한 학생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교직과
목의 강의에서 교사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흔히 교육은 인간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
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 인간은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 태어날 당
시에는 여타의 어느 동물들보다도 무기력 , 무능하고 성장과 발달 기간이 유난히
매우 길다 . 인간에게 교육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미성숙한 상
태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누군가로부터의 지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
이다.

Ⅱ . 교사의 역할과 직무
일찍이 오천석 선생께서 지적하신대로 , 요즈음에는 책에 쓰여 있는 지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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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치는 경사 (經師 )는 많아도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인사 (人師 )는 보기 드물다
고 한다 . 지식위주의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교사들이 많다는 뜻이다 .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아마
도 인사와 경사를 겸비한 교사일 것이다 .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가 있을 때
에 가능하다 . 다시 말하여 ,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
학교시설이나 설비가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 학생들이 구체
적으로 어떠한 학습경험을 하느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교사이
다 . 만약 훌륭한 교사에 빈약한 시설과 , 빈약한 교사에 훌륭한 시설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일 경우 ,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전자를 택하는 것이 훨
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1. 교사의 역할
교육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 인류 초기의 교육은 주로
마을 어른이나 제사장 , 성직자 같은 인물들이 맡아왔다 . 이때의 교사는 성직자와
도 같아서 교직을 성직으로 간주하는 전통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 오늘날
까지도 이러한 생각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 흔히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말한다 .
전문직은 그 나름으로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공통성
을 갖고 있다.
ㆍ 전문직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ㆍ 전문직은 장기간의 준비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ㆍ 전문직은 자율성을 갖되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ㆍ 전문직은 자체의 직업윤리를 갖는다.
ㆍ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전문직의 주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 교직은 분명히 전문직의 특
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는 교직을 의사나 법관과 같은 수준의 전문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농
후하다 . 왜냐하면 , 하나의 예로 가령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의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비하여 교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간
의 사범교육만 받으면 쉽게 교사자격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과 직무는 교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 교직의 성격은 여러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직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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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교사는 무엇보다도 담당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수업지도 능력 , 학
습자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사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 학생지도자의 역할을 비롯하여 안내자 ,
상담자 , 평가자 , 훈육자 , 감독자 , 학습조력자 , 부모대리자 , 사회대표자 , 동일시 대
상자 , 행정사무관 등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 그
중에서도 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은 학생지도자의 역할이다 . 왜
냐하면 , 교사의 주 임무는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 교육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는 뜻이다 .
따라서 교과를 가르치는 일 이외에 개별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
한 생활지도와 상담 , 진로지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그런데 이와 같은 학습
지도 , 생활지도 , 진로지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들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2. 교사의 직무
교사의 역할을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에 , 교사의
역할과 직무는 거의 비슷하게 된다 .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직무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제 수행해야 할 직무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예비교사들
이 생각하는 교사의 직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 담당 교과의 학습지도만이 교사의
직무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
제로 수행해야 할 직무는 이보다 훨씬 많으며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양하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사들의 주요 직무
를 간추려보면 대체로 <표 1>에 요약한 바와 같다 . 수업지도 , 학생지도와 상담 ,
학급관리 , 학교 교육과정 편성 ㆍ 운영 , 학교경영 지원 , 학부모 및 대외 관계 , 전문
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연구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 그리고 이러한 직무는 교사
의 전공이나 담당교과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현장 교사들은 거의 누구나 수행
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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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사의 주요 직무 수행 영역 및 내용
주요 직무 수행 영역
1. 수업과 평가

세부 직무 수행 내용
ㆍ수업계획서 작성
ㆍ교수-학습자료 구입 또는 제작
ㆍ실제 수업 활동
ㆍ학습과제물 부과 및 검사
ㆍ평가도구의 선택, 개발, 활용
ㆍ학업성취도, 행동발달, 정의적 특성 등 평가

2. 학생지도와 상담

ㆍ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습 지도
ㆍ생활 지도
ㆍ학업 및 심리 상담
ㆍ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ㆍ특기ㆍ적성교육, 성교육, 폭력 예방교육 등

3. 학급 관리

ㆍ학급 행사 및 주ㆍ월ㆍ연간 활동계획 수립
ㆍ급훈 및 학급 경영 방침 설정
ㆍ학급비품 및 기자재 관리
ㆍ교실내 부착물, 환경 조성 등
ㆍ학급회의 운영, 학생자치활동 지도

4.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ㆍ주ㆍ월ㆍ연간 학교교육 계획서 작성
ㆍ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교육계획서 작성
ㆍ교과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ㆍ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5. 학교 경영 지원

ㆍ각종 협의회(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업무 수행
ㆍ각종 위원회(학운회, 인사위원회 등) 업무 수행
ㆍ각종 공문서 처리 및 서류 정리
ㆍ학교시설 및 설비 관리, 학교 행사 업무 수행

6. 학부모 및 대외관계

ㆍ학부모 면담
ㆍ학부모 참관 공개 수업
ㆍ지역교육청 출장 지원 및 요청 업무 협조
ㆍ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연계 행사 참여 지도

7. 연수 및 연구

ㆍ외부강사나 교육청 주관 각종 연수프로그램 참여
ㆍ동료교사 수업 참관 및 자체 연수
ㆍ교재 연구
ㆍ교과별ㆍ부서별 현장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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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상
교사의 역할과 요구되는 교사상은 사회 , 문화 , 시대 등에 따라 변한다 . 무한경
쟁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고 있
는 분야는 교육이기 때문에 , 선진 각국은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각급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 창
의력 신장 ,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수요자중심교육 , 시장경쟁원리 활용 ,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의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세계화 , 정보화 ,
지식기반사회 등으로 특징짓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과 그에 따
른 바람직한 교사상은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미래에 예견되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학교교육도 그에 알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사회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예측과 주장이 일치하거나 모두 타당성을 보
이는 것은 아니지만 , 역사적 흐름이나 과학기술발달의 추세에 기초하여 어느 정
도 전망해 볼 수는 있다 . 예컨대 ,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미래의
교육은 지식이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검색
하고 활용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 그리하여 미래의
교사는 수업전문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 정보 활용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을 돕는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진로지도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며 , 또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구조나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
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학교교
육이 요구된다 . OECD 보고서에 의하면 , 미래의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주요
자질과 능력은 다음과 같다.
ㆍ 전문적 지식(expertise) : 담당교과의 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
과 기술을 말한다 .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능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의 하나
로서 미래의 교사에게도 그대로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다 . 전문적 지식은 직전교
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직교육과 자기연찬을
통하여 연마되어야 한다.
ㆍ 교육학적 지식과 기술(pedagogical know-how) :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을 통하여 습득하는 교수 -학습방법 및 학생지도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 효과적인 수업과 평가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상담과 진로지도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여기에 속한다 . 교사는 학생의 인지적 , 정의적 , 신체적 성장
과 발달을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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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술의 이해(understanding of technology) :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에 새
롭게 추가된 특성으로서 나날이 발달하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할
것과 , 그것의 교육학적 잠재력을 인식하고 수업상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 예를 들어 , 미래의 교사는 누구나 컴퓨터를 잘 다루고 웹기반 교수
-학습프로그램을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해야 한다 .
ㆍ 조직에서의

능력과

협력(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collaboration)

: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개별 교사
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킨 ‘학습조직체 ’의 일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해
야 되며 또한 기꺼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ㆍ 융통성(flexibility) :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계속 변화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 즉 , 전문
성을 한번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 전문성을 계속 유지
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평생학습자 (lifelong learner)의 자세로 부단히 연마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 하여 이제까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 까닭은 인간의 오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교육 분야는 언제나 변화에 가장 크게 저항하였고 , 교육적 가치들
이 시대에 따라 그렇게 심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 예를 들어 ,
전인교육 , 인성교육 , 도덕성 함양 등은 어느 시대에서나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교육목표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 미래사회가 급변하더라도 학교교육을 통
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
하면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바람직한 교사상도 지금의 그것과 그
다지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따라서 아래에 기술한 교사상의 특성
은 진부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의 기본 자질과 능력이라고 본다.
(1)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교사는 교직에 대한 뚜렷한 신념과 사명감 ,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어린 학생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교사 자신이 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교
사는 한 인간으로서 높은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 사표 (師表 )로서의 품성과 자질
을 구비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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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의 긍지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
본적인 태도와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 . 훌륭한 교사는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윤리의식 , 열정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 이 세상
에 위대한 일치고 확고한 신념과 열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2) 전문적 지식과 기술
여기서 말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담당 교과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학
습자를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육학적 원리와 방법에 관한 것을 모두 포
괄하는 것이다 . 우선 교사는 담당 교과에 정통하여야 한다 . 교사는 전공교과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의 능력이나 특성에 알맞게 변환시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는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전문
가이다 . 학생들에게 모르던 것을 알게 하거나 ,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끌어가
고 ,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 교사
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지도기술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3)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
교사는 학습자의 인지적 ㆍ 정의적 ㆍ 신체적 발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
다 .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심리학적 지식이 있
어야 하고 , 현대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 . 또한 가르
치는 일이 즐거우려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교육은 인간을 대
상으로 하는 육영사업이므로 사람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본
적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 없다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적절
히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4)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교사는 학생 , 학부모 , 동료교사 ,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
인관계를 맺으며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를 만나서 자녀교육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하게 된다.
때로는 지역사회인사나 유관기관과 관계를 맺으며 학교교육 문제 혹은 청소년
선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도 한다 . 이처럼 교
사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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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과 학급관리 능력
리더십이란 조직내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 학교교육은 일정한
조직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 교사는 학교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담당한 학
급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소기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학급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그리고 학교행사의 계획 수립
과 추진 , 각종 공문서 처리 및 서류 정리 , 교무업무용시스템 사용 , 학교시설 관
리 등 학교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Ⅳ.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교사의 역할과 직무 , 바람직한 교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 교육학의 지식과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
그러면 이제 본고의 핵심 주제로 돌아가서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위상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 구성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을 근거로 구성되
는데 , 대체로 교양교과영역 , 전공교과영역 , 교직교과영역 등 3개의 범주로 구분
된다 . 이 중에서 교양교과는 교원양성과정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영역이 아
니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 , 전공교과와 교직교과의 구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
로 한다 . 전공교과영역은 다시 교과내용과 교과교육으로 나누어지고 , 교직교과영
역은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으로 구분된다 .
1) 전공교과 영역
(1) 교과내용 과목
전공교과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목을 말한다 . 예를 들어 ,
국어교육과에서 개설하는 국어학개론 , 국어문법론 , 수학교육과의 경우 해석학 ,
선형대수 등이 교과내용 과목이다 . 학생들이 교과내용 강좌로부터 배우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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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과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 ,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교과에 ‘관한 ’ 지식
도 배운다 . 교과에 관한 지식은 각 교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활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 교과간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
(2) 교과교육 과목
교과교육은 교과별 특성에 알맞은 교수법이나 교육이론에 기초를 둔 강좌를
말한다 . 교과교육 과목은 전공내용을 교육학의 지식과 연계시켜 가르치는 과목
이다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기타 교과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
법 , 교육과정 , 교육평가 등이 교과교육 과목에 해당된다 . 예컨대 , 영어교육과에서
영어교육론 ,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영어교수법 , 영어교육과정 , 영어교육평
가 등의 과목을 전공교과의 일환으로 개설하여 가르칠 수 있다.
2) 교직교과 영역
(1) 교직이론 과목
교직이론은 교육학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 교직을 보는 관점 , 교사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과목이
다 . 교직이론에 관한 지식은 교육문제를 올바른 맥락에서 이해하고 ,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능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 교
직이론에 해당하는 교과목에는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
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
도와 상담 등 9개 과목이 있다 . 교직이론 과목은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의 차별성
을 드러낼 수 있는 핵심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직소양 과목
교직소양은 본래 교사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식 , 기술 , 태도 , 가치
등을 말한다 . 특히 교사로서의 사명감 , 소명의식 , 사회봉사 등을 강조하는 내용
으로 교직소양 과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재는 교직소양 과목이
‘특수교육학개론 ’과 ‘교직실무 ’로 되어 있다 .
(3) 교육실습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수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직과정으로서
‘학교현장실습 ’과 ‘교육봉사활동 ’으로 구분된다 . 교육실습은 교직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체험의 성격과 , 강의와 이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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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학교교육에 대하여 현장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
하는 현장확인의 성격을 갖는다.

2.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
1) 법적 ㆍ 제도적 위상
우리나라 ‘초 ㆍ 중등교육법 ’과 ‘유아교육법 ’에 교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
다 .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 ‘교원자격검정령 ’에 의하면 , 교
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 , 교직과정 이수자가 무시험검정의 방법으로 교원자
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②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③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한편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와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교육과
학기술부령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 제 12조에 명시된 유 ㆍ 초 ㆍ 중학교 정교사 (2급 )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은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
<표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자격종별
유치원 정교사(2급)

세부 이수 기준
ㆍ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ㆍ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ㆍ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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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교직 이론

최저 이수 기준
ㆍ14학점 (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 소양

ㆍ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 실습

ㆍ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이상

한편 , 교원자격을 취득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은 1
차 , 2차 , 3차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교육학 시험은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
는 1차 시험에서 부과되고 있다 . 현재 교육학 시험 성적은 1차 임용시험성적
100점 만점에서 초등교사의 경우 30점 , 중등교사의 경우 20점을 각각 배점하고
있다 . 교원임용시험시행의 법적근거가 되는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914호 ‘교육공무
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 중에서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6조 (시험의 단계 ) 시험은 제 1차시험 ㆍ 제 2차시험 ㆍ 제 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 제 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제 2차시
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 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 7조 (시험의 방법 ) 제 1차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 제 2차시험은 논술형
의 필기시험으로 , 제 3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실기 ㆍ 실험을 포
함한다 ) 평가로 한다 .
제 8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
한다 . (1990년말 개정되기 전에는 이 조항에 다음 내용이 함께 기술되어 있었
음 ) 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교육학과 전공과목 (담당하고자 하는 과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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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과목으로 하며 , 그 배점비율은 교육학 40퍼센트 , 전공과목 60퍼센트로 하되 ,
실기시험을 고사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 50퍼센트 (교육학 20퍼센트 , 전공과목
30퍼센트 ), 실기시험과목 50퍼센트로 한다 .
법률로 교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해 놓고 , 교원의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
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나 교원임용시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교원양
성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영역으로 분류되어 개설되는 9개 교육학 과목
들 중에서 최소 7개 과목 (14학점 )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그리고 시행
규칙에 교직과목으로 명시된 과목명과 동일해야만 인정이 된다 . 예를 들어 , 영어
교육과에 ‘영어교육과정 ’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개설할 경우 , 과목명이 ‘교육과정 ’
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교직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런데 교직
이론 과목을 열거한 시행규칙 중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 이를 근거로 타과 교수들이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고 그대신 교과교육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법령과 시행규칙으로 교원의 자격기준과 교직과
목의 이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
육학의 위상은 법적 ㆍ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실체적 위상
교직과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 비판 , 시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이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직과목으로 대변되는 교육
학의 실체적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ㆍ 교직과목의 강좌가 대체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ㆍ 학교현장에서 근무할 교사에게 별로 도움 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친다.
ㆍ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수해야 된다니까 마지못해 수강한다.
ㆍ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이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거나 대체하려고 한다.
ㆍ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을 제외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
사범대학내 교과교육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거나 교과
교육 과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 심지어 교원임용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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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시험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정도로 교육학의 위상이 크게 흔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학전공 교수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 어떤 의미에서는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기 전
에 스스로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 교직과목의 개설과 운영 문
제를 놓고 교육학과 교수집단과 교과교육과 교수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마찰은 최근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 이미 1997년도에 한차례 크게 일어나
지속되어 왔는데도 그동안 교육학과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안이
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 당시에 지적되었던 문제도 교직과정의 편성과 운영
이 부실하며 , 교직과목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학교현장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교
사들에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교육학전공 교수들은 기존의 교직과목 관할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만 급급하
였지 , 그것의 질적 수준을 높이거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
우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지난 15년간 교직과정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학전
공 교수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근
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학과의 전임교수들 대다수가 교직과목보다는 전공과목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직과목의 강의는 주로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아무래도 전
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부족한 초보 학자들이 그것도 초 ㆍ 중등학교 현장의 실정
을 잘 알지 못하면서 교직과목을 가르치다보니 예비교사들의 필요와 요구에 만
족스럽게 부응하기 어렵다 . 그리하여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이 해당
강의가 매력적이거나 유익해서라기보다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마지못해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부 대학에서
는 교직과목 강의를 임용시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그렇지 않은 대학
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직과목 강의는 단지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할
뿐 임용시험에 대비한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다는 것이다 . 임용시험전문학원에
서는 선택형 문항으로 출제되는 현행 교육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
도록 시험대비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은 현행 교직과목의 구성과 운영에서 찾을 수도 있
다 . 교육학의 하위전공영역으로 나누어진 교직이론 과목들은 대체로 해당 전공
의 이론체계에 따라 교과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 담당 교수들도 마치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교사들
에게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학교현장에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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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교직과목의 내용체계를 재조직하고 , 강의할 때도 교직과목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 시험을 제외시키자는 주장의 기저에는 현행
교육학 시험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재
되어 있다 . 실제로 작년에 실시한 어느 조사연구결과에 따르면 ,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초 ㆍ 중등교사와 교수들 중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학 교육을 시험 대비 위주로 이끌 뿐 , 예비교사들의 교직 수행 능력을 제대
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 이러한 교육학 시험문제를
누가 출제하였는가 ? 다름 아닌 전국의 교육학전공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차출
되어 들어가서 출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교과교육과 측에서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는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 교과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실제와 관
련되는 교수법 , 교육과정 , 교육평가 등을 교과교육 과목으로 구성하여 교과교육
전공 교수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사 , 교육철
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등의 교직과목도 교과교육과 연계해서 ‘국어교육사 ’, ‘영
어교육철학 ’, ‘수학교육과 학습심리 ’, ‘과학교육과 사회생활 ’ 등으로 개편하여 교
과교육과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교과교육의 강화는 그 나름으로 필요
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학을 제외시키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교직과목을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이 맡아서 가르치
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그 이유는 이렇다 .
첫째 , 교직과목을 담당할 전문 교수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다 . 교과교육과의 교
수인력은 대학에 따라 또는 학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과내용학의 하위 전공영역 담당교수를 확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가르칠 것을 기대하
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 교직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 왜냐하면 , 해당 분야를 전
공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칠 것이므로 본래 교직과목에서 취급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지 못하고 , 강의담당자의 주전공 분야에 관한 내용이 그 자
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현상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예컨
대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과목을 같은 교육학과 교수가 가르치더라도 주전공이
‘교육철학 ’이냐 ‘교육사 ’이냐에 따라서 강의내용의 배분 비중과 그 질적 수준이
다르다.
셋째 ,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
과 기초 소양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 교사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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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학생지도와 상담 , 학급관리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영 , 학교행정업무지원 등 다양하며 , 이러한 직무는 교사의 담당교과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행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이다.
넷째 , 교사는 단순히 교과목을 잘 가르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문가이다 .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는 교직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우리는 사범대학에서 유능한 학원강사를 양성
하려는 것이 아니다 . “그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 그를 태우고자 기다리는 황
금마차 없어도 … ” 학생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
를 길러내야 한다 . 인간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 들리고 , 느낄 수 있다 .
3) 교육학 본연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교육학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학문영역이며 , 이것이
곧 일반대학과 차별화 되는 특성이기도 하다 . 현재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위상은 법적 ㆍ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나 , 실제적으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이다 . 앞으로 교원양성과 교원
임용과정에 있어서 교육학 본연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교육학도들이 유
념하거나 실행해야 할 사항을 6하원칙의 논리에 입각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누가 ?
일부 특정 인사나 집단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육학과 및 교직과에 재직하고 있
는 모든 교육학전공 교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업에 동참해야 한다 . 일선교사들의 역할과 직무에 비추어 볼 때 , 교육학의 지
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교육학과 및 교직
과 학과장 협의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 경우에 따라서
는 학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대책위원회 (task-force team)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언제 ?
지금부터 당장 교직과목의 체제와 내용을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고 , 가급적 전임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담당하도록 한다 . 자신이 근무하
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에 관여하거나 교원임용시험 출제위원으
로 참여할 경우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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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적으로 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어디서 ?
우선 교육학을 전공하는 개별 교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강
의 , 연구 , 사회봉사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연구실 , 강의실 , 연수원 , 교
육청 , 학교현장 , 임용시험 출제장 등 교원양성이나 임용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이 문제를 잊지 말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 일반대학 교직과 , 혹은 학회
의 관련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나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무엇을 ?
교직과목의 교과내용이 현장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교원임용시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학 시험은 예비교사들의 교직 수행 능력
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세기 교사들이 ,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따라서 교직과목의 내용이나 임용시험
문제가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 안목을 함양시키기에 적합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개선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이나 집단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 이해당사자들을 상
대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5) 어떻게 ?
교직과목의 편성과 운영체제를 분석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
을 주고 교직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이 교직과목의 강의가 매력 있고 유용하다고 인식할 만큼 교
과내용을 대폭 수정 ㆍ 보완한다 . 이렇게 교직과목을 개선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
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부합하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대로 가르친
다 .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
하는 일도 중요하다 . 그리하여 다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거나 쓸모없는 내
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왜 ?
교원양성과정에서 실추된 교육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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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절
실히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 그동안 사범대학이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
고 일반대학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편성 ㆍ 운영함에 따라 사범대학 무용론 내지는
사범대학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예비교사들의 교육학 과목 이수 여부
는 사범대학의 존폐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 따라서
교원양성기관의 존폐와 관련될 만큼 중요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과 이기주의
를 떠나서 교육학전공 교수들과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
대고 상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인간으로 육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교원양
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너무나 자명하
다고 본다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의 역할과 책무 (필자는 감히 책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는 공인되어야 하고 , 또 당연히 공인될 수 있는 사회적 ㆍ 학문적 풍
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단지 어느 특정 학과나 집단에서 교직과정
의 관할권을 쟁취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 한국교육의 밝은 미래와 바람직한 이세
(二世 )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시련과 도전은 언제 어디서나 있게 마련이다 .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학에 대한 도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이고 의기소침하거나 흔들리지 말
아야 할 것이다 . 오히려 우리나라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유능하고
훌륭한 교사들을 양성하는 중차대한 과업에 선봉이 되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
져야 한다 . 결론적으로 ,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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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학의 위상 :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학의 가치와 위상
한용진 (고려대학교 )
I. 서론
II. 교육사학의 학문적 성격과 교육사의 가치(價値)
III.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학의 위상(位相)
IV. 결론

I. 서론
2011년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획안을 보면 “교원양성과정에 있어
서 교육학의 위상 ”이라는 대주제 하에 9개 하위 학문영역별 (교육사학 , 교육철학 ,
교육과정학 , 교육평가학 , 교육공학 , 교육상담학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행
정학 )로 그 위상을 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특히 기획 의도자체가 일부 대학의
교직과목 (교육과정 , 교육평가 등 )을 교과교육학 전공자들이 담당하는 현상과 교
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 시험을 생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위기적 현상에서 비롯
되었기에 , “분과학회별로 왜 해당교과목을 교원양성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는지 ”
를 발표해 달라는 것이었다 . 자칫하면 급변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혁 속에서 마치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사수(死
守 )하려는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양성체제 개편방향
에 대하여 각 전공별로 긴 호흡을 갖고 자신의 전공을 , 그리고 교육학 전반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 이 글에서는 먼저 교육사학의
학문적 성격과 가치를 살펴보고 , 대학에서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사상
의 모습이 무엇이며 ,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 그리고 최근 교원양성체제의 변화
속에서 교육사학의 역할과 위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육사학의 학문적 성격과 교육사의 가치 (價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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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사와 교육사학 , 그리고 교육학사 (敎育學史 )의 성격
일반적으로 교육사 (敎育史 )는 교육에 관한 사실적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며 , 교
육사학 (敎育史學 )은 바로 이러한 교육사를 학적 대상으로 삼는 교육학의 하위
학문영역이다 . 따라서 이 글에서 교육사라는 용어는 교육학 전공이나 교원양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과목명의 의미로 , 그리고 교육사학은 이러한 교육사 교과
를 구성하는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명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먼저 이
만규는 “교육사는 문명사의 일종으로 특히 교육에 관한 역사의 기술 ”이라 하였
다 (이만규 , 2010, 41). 그 범위는 교육의 일반 상황과 학제 연혁 , 그리고 교육대
가의 전기와 그들의 사상과 학설 따위를 기술하고 그 밖에 광범위한 교화 사업
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교육사는 인문의 진보를 거슬러 찾고 사
상의 변천을 연구하며 교육사업과 교육학설의 진보 ·발전한 상태와 이유를 찾는
데 필요한 것이며 , 전 (前 ) 시대가 후 (後 ) 시대에 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주
는 효과와 영향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이라 하였다.
교육사의 연구분야를 나열해 보면 ,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초등교육사 , 중등교육

사 , 고등교육사 , 유치원교육사 , 교원교육사 , 의무교육사 , 〇〇 (초등 /중 /고등 /대 )학

교 〇〇 년사 등이 있으며 , 연령이나 성별 ·인종 등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보

면 성인교육사 , 아동 (유아 )교육사 , 여성교육사 , 맹인교육사 , 장애우교육사 , 영재교
육사 , 특수교육사 등이 있고 , 각 교과목별로 구분하면 국어과교육사 , 영어과교육
사 , 수학과교육사 , 미술과교육사 , 음악과교육사 , 체육과교육사 등의 중고등학교
과목을 비롯하여 교육학 자체의 하위 학문영역인 교육철학사 , 교육심리학사 , 교
육행정학사 , 교육과정학사 , 교과교육학사 (국어교육학사 , 수학교육학사 등 ) 등 , 그
리고 국가나 지역 ·민족 단위의 한국교육사 , 서양교육사 , 세계교육사 , 향토교육사
(강원도교육사 , 제주도교육사 등 ), (소수 )민족교육사 등이 있다 1). 모든 삶이나 지
식이 시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 실로 교육사는 교육학의 모든 연
1) 일본의 고단샤(講談社)에서 간행된 『世界敎育史大系』(1978)는 전 40권으로 국가별 교육사로
일본교육사(제1~3권), 중국교육사(제4권), 조선교육(제5권), 동남아시아교육사(제6권), 영국교육
사(제7~8권), 프랑스교육사(제9~10권), 독일교육사(제11~12권), 이탈리아·스위스교육사(제13권),
북유럽교육사(제14권), 러시아·소비에트교육사(제15~16권), 미국교육사(제17~18권), 라틴아메리카
교육사(제19~20권) 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교육사(제21~22권), 초등교
육사(제23권), 중등교육사(제24권), 대학사(제25~26권), 의무교육사(제28권), 교육재정사(제29권),
교원사(제30권), 체육사(제31권), 기술교육사(제32권), 장애우교육사(제33권), 여자교육사(제34
권), 농민교육사(제35권), 사회교육사(제36~37권), 도덕교육사(제38~39권), 세계교육사사전(제40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일 마지막에 세계교육사 사전을 둔 것을 비롯하여, 체육사와 농민교
육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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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야에 관여될 수밖에 없으며 , 또한 관계되어야 한다 .2)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문헌사 위주의 연구뿐만 아니라 , 최근에는 생활사와 구술사 등에 관심을
가지며 , 인류 문명사로서 교육의 역사에 대한 기록 (記錄 )과 기억 (記憶 )을 모두
담아내는 교육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교육사학이라는 학문적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기언 , 1988:372-374, 한용진 , 2007:26 참
조).
첫째, 교육대가들의 전기나 이상(理想), 사조와 관련된 교육사상사(敎育思想史),
둘째, 학교 연혁이나 교육 실제 등과 관련된 교육제도사(敎育制度史)3),
셋째, 일반인들의 일상에서의 교육적인 삶을 다루는 교육문화사(敎育文化史),
넷째, 인문의 진보 속에서 다양한 주제 중심의 교육문제사(敎育問題史), 그리고
다섯째, 교육학의 이론과 학설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교육학사(敎育學史) 등이다.
기존의 교육사 교재 (교육철학 및 교육사 포함 )는 주로 첫째와 둘째의 교육사
상사와 교육제도사를 중심으로 서양교육사와 한국교육사를 서술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 약간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 각 시대별 교육사조와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이론 , 그리고 당시의 학교제도 변화를 통사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그러나 이
러한 내용이 교육사 구성의 전부는 아니다 . 이미 교육사 교재들 중에는 일상사
로서의 교육문화사나 주제별 교육문제사 , 그리고 교육학사 등이 간행되어 있다 .
모든 학문에는 그 학문의 발자취를 정리하는 학사 (學史 )가 있을 수 있으며 , 또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학사 (敎育學史 )의 간행은 요긴하고도
시급하다 . 게다가 교육학을 학문적으로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교육학의 학문적 출발점과 발전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이며,
그 학문적 발달 ·변화 과정을 이해할 때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 더
명확해지고 , 배우고자 하는 동기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점에서 교
육사는 일종의 학문적 내비게이션으로서 교육학의 학문 나침반 (羅針盤 )이라 할
수 있다 4).
2) 비록 교육사가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다고 하여도 예를 들어 과학사(科學史)를 역사학자
가 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분야의 〇〇교육사를 교육사 전공자가 써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교육제도사의 발달은 미국 역사학의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조는 ‘문예적
역사’에서 ‘과학적 역사’의 추구로 표현되는 과학적 역사의 추구는 도구-방법론적 노력에서의
과학주의로, 기록문서의 수집과 자료의 검증, 비판에 있어서의 새로운 접근 방법 등 객관성이
란 아이디어를 동반했다고 하며, 커벌리(E. P. Cubberley: 1868-1941) 사학은 진보주의와 과학
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한일조, 1993: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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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사 교육의 가치와 실태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교육은 대상이 다르면 당연히 그 내용
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 다양한 제목의 교육사가 가능한 것은 , 그
각각이 대상을 달리하고 따라서 내용도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기언은
“교육사의 가치와 목적의 재인식 ”이라는 글에서 , 교육사는 다음 세 가지 대상자
에 있어 모두 필수과목이 된다고 하였다 . 첫째는 교육학 전공자이며 , 둘째는 교
직자 , 그리고 셋째는 ‘교육학 ’의 국민교양화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 모두에게 교
육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기언 , 1998: 1). 그리고 교육사의 목적은 ① 교육적
예지를 얻기 위함과 ② 교육현실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위해서 , 그리고 ③ 현대
문화비판 및 미래사회발전의 지남 (指南 )을 위해서로 , 이는 교육사가 널리 국민교
양으로서 요긴하며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 (Ibid.: 13-14)이라 하였다 . 여기서 말
한 교육사의 목적은 사실상 교육사의 존재 이유를 뜻하는 것으로 교육사 교육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에 따라 교육사 교재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학 이론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학사가 필요하
듯이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로서 알아야 할
교육의 역사를 선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그리고 그 내용구성은 주
로 교육사상사나 교육제도사 , 때로는 교육문제사 등이 될 수 있다 .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는 기존의 통사적인 교육사보다는 상황이나 주제별
교육문화사나 교육문제사적 접근이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이와 같이 특화된 대상에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교육사 과목에 대한 회의는
4) 교육사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교육학 전공자들 모두에게 요긴함에도 불구하
고 그동안 교육사가 교육학 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해방 이후 우리
나라에 소개된 미국식 교육학의 과학적 성격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방법론적으로나 내용상으
로도 구분되는 교육사 연구를 차별하였고, 이는 특히 한국교육사 연구를 교육학 연구의 주류에
서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닐까? 이용길은 “교육학에서 교육사 분야를 천덕꾸러
기 취급을 하게 만들었고 역설적으로 교육사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을 신기한 사람(?)으로 취
급”하는 현상도 있었다(1998:18)고 하였으며, 정영수는 교직과목이나 교육학과 교육과정에서 교
육사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은 단순히 그 비중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
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당시의 실증주의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
기, 또는 교육에 있어서 가시적 효용성만을 추구하려는 교육학 연구의 경향성 등이 교육사 연
구의 위축을 가져왔고, 교사교육에 있어서 교육사의 비중을 약화시켰다고 본다(1998:64)고 하였다.
5) 아리에스(P. Aries)의 『아동의 탄생』은 서구 역사학과 인문학의 고전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속에는 아동기의 발견을 비롯하여,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가족 문제 등 근대교육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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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의 미국교육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 그리고 교직
과목에서 교육사 가치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는 마침내 교육사만이 아
니라 교직과목이 통째로 없어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 1940~50년대에는
교육학 기초 과정의 과목을 교육학과가 담당해야 하느냐 아니면 관련 전공학과
에서 담당하느냐의 문제 , 또 학문적 내용의 전달이냐 아니면 기술적 응용의 강
조냐의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7).
미국 교육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커벌리 (E.P. Cubberley)는 인문적 연
구를 위한 연구영역으로서의 교육사와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교과로서의 교육사
로 구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교사교육을 위한 대표적
인 교육사 교재인 커벌리의 『 미국의 공교육 』 (초판 1919)은 , 책 서문에 예비교사
들을 직업에로 준비시키는 데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사를 다시 쓰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 이러한 교육사학자 커벌리의 공헌에 대하여 , 카 (W. G. Carr)는 “미국
을 위한 커벌리의 메시지 ”라는 글에서 그의 영향력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
다 . 즉 첫째 공교육과 민주적 이상 사이의 본질적 관계에 대한 강조 , 둘째 학교
는 새로운 사회 조건들에 적응해야 한다는 요구 , 그리고 셋째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의 추구라는 것이다 (한일조 , 1993: 282). 이를 간단히 줄여보면 , ① 민주적 이
상을 뒷받침해 주는 공교육 , ② 사회조건 속에 적응하는 학교 , ③ 교사 교육의
전문화라 할 수 있다 9).
6) 세기 전환기 미국 교육사 분야에서는 교육사 강의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이유
는 내부적으로는 인원확보, 강의 부담, 교재의 문제를 겪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교사 교육자들의
교육사 과목에 대한 회의와 다른 전공의 동료들이 가진 교사 교육 전반에 대한 멸시 때문이었
다는 것이다(한일조, 1993:276).
7) 최근에는 교육실제와 동 떨어진 공허한 이론만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Shulman, 1990:3000-310,
Soltis, 1990:311-321)과 함께 교육학 기초과정의 폐지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의 통합에 대한 목
소리가 높다. 그러나 Grossman(1989:191-207) 같은 학자는 세 교사의 임상적 경우를 예로 들면
서 경험만에 의한 교사 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의 교사교육 개혁안들의 학부 수준에서
의 교직교육 무용론에 반기를 들고 있다(한일조 외, 1993:369).
8) 그의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이하 미국의 공교육)』(1947, 초판1919)는 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현직 교사를 위한 교육사적 관점을 길러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 공교육제도 변천에 주목하였고, 그 다음해에 간행된 『The History of Education
(이하 교육사)』(1920)는 그리스 교육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정리함으로써 교육의 역사 전반을
다루어주고 있다. 커벌리 교육사의 특징으로는 기본이 되는 사료를 별도로 묶어 간행하고 있다
는 점으로, 『Readings in the History of Education』(1920)는 『교육사』와 동시에, 미국의 공
교육에 대한 사료 묶음인 『Readings in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는 『미국의
공교육』이 간행된 지 15년이 지난 1934년에 간행되었다.
9) 교사 양성교육과정으로서 교육사 내용을 보여주는 『미국의 공교육』의 목차구성은 다음과 같
다. 제I장 유럽적 배경, 제II장 미국교육의 시작, 제III장 식민지 학교의 일반 특성, 제IV장 초기
의 국가적·주립적 성격, 제V장 교육의식을 일깨우는 초기 영향들, 제VI장 무상 주립학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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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 교육사는 대상이 교육학 전공자인지 , 교원양성과정의
재학자인지 , 교직에 근무하며 교원연수를 받는 사람인지 , 그리고 일반 국민인지
에 따라 그에 합당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 그에 맞는 맞춤
형 교육사 교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
의 교육사의 교재는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였다기보다는 단지 교육학 전공
에서는 <한국교육사 > 혹은 <서양교육 (사상 )사 >라는 명칭을 , 교직과목에서는
<교육철학및교육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왔다 . 그리고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철
학및교육사 >는 교육학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내용의 요약본 수준에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교직과목의 영역 중에서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교직
과목의 빈도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보면 , 교육사 관련과목 (교육철학 및 교육사 )이
전체 응답자 1568명 중 5.8%인 91명에 불과하였다거나 , 사범대학 소속 교수들의
의견이 교육사 관련과목이 사범대학의 교양과목 성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조연순외 , 1997, 이용길 , 1998:20 재인용 ).
이는 어쩌면 대상을 특화하지 않은 교육사 내용 구성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기 어렵고 따라서 교사가 되는 데에도 그다지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 ?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 2학점 (주당 100분 , 15~16주 )에 한국교
육사와 서양교육사 , 그리고 교육철학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기에 실제로 한 학기
중 8~10시간에 각기 한국교육사 , 서양교육사 , 교육철학 등을 끝내야 하기에 충분
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요점 정리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도 수업내용을 피상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된다 . 이 밖에도 교직과목에서 교육사
는 교육철학과 묶여져 가르치고 있기에 , 교육사를 담당하는 교수진의 이력 11)을
한 투쟁, 제VII장 학교체제 통제 투쟁, 제VIII장 학교체제 연장 투쟁, 제IX장 설립된 학교들의
특성, 제X장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XI장 교사훈련의 시작, 제XII장 발달을 저해한
시민전쟁, 제XIII장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제XIV장 새로운 수정하려는 힘들,
제XV장 새로운 교육개념과 적응, 제XVI장 커리큐럼과 학교 재구조화, 제XVII장 공립학교의
확장, 제XVIII장 아동 건강과 복지, 제XIX장 교육적 노력의 새로운 방향, 제XX장 남부에서의
교육 재생, 제XXI장 전문적인 조직, 제XXII장 미국교육의 행정적 재구조화, 제XXIII장 근본적
인 원칙과 문제들.
10) 김병찬은 교직과목 「교육행정(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과목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행정」 교직과목은 국가수준에서의 교육행정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이론중심적
이며, 백화점식 내용 구성, 강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즉 강
의 대상을 교사나 예비교사에서부터 교육행정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을 특징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병찬(2005:321-322).
11) 한규원의 연구에 의하면, 48개 대학의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142명 중에서 교육심리 전공
자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육행정(29명), 교육사회학(18명), 교육과정(13명), 교육철
학(13명) 등인데 반해, 교육사 전공자는 교육철학및교육사학 전공자 3명을 포함하여도 모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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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한국교육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강의
을 담당하여야 하는 경우 12)도 적지 않다 . 따라서 자신의 전공이 아닌 교수로부
터 교육사를 배워야하는 학생들이 교육사에 흥미를 갖기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서 교사교육의 기초과목으로 교육사에 대한 긍정
적 조사결과도 있다 . 즉 , 다양한 교육학의 하위학문 분야를 개설하고 있는 100개
공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철학과 다문화교육이 가장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그 뒤를 이어 교육사 , 교육의 쟁점과 동향 ,
교육사회학 , 교육학개론 등의 순으로 많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Bauer &
Boman, 1988, 신현석 , 2010:146-147 재인용 ).
결국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지
만 , 미국에서 교사교육의 기초과목으로 교육철학이나 다문화교육 , 교육사 , 교육
의 쟁점과 동향 등이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이라는 점은 그만큼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III. 교원양성과정으로서 교육사의 위상
1.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사상 : 교사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의 교원양성과정 개혁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떠한 교사상을 기대하는가보
다는 점차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더욱 주목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특히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서도 미
국의 교원 자질 보증과 관련되는 세 기관인 NCATE(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13), INTASC(Interstate New Teacher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규원(1998:46)
12) 개인적으로도 타대학의 교육사철학 과목의 강의 중 한국교육사 분야만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13) NCATE는 1954년 5개의 단체가 기반이 되어 설립된 교원양성 인증기관으로, 주된 활동은 ①
인증기준의 개정, ②주(州)와의 공동관계, ③각 주의 신임교원평가지원협의회와의 연계이다(高
木幸子:98). 1995년에 사용하던 교원양성기관 인증기준을 2000년에 전면 개정하면서 수행
(performance)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NCATE로부터 인증을 받는 교원양성기관의 지원자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교
원양성기관 중에서 수준이 낮은 기관을 걸러내는 질 보증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998년에는 TEAC(Teacher Education Accreditation Council)가 등장하였다. 이 기관의 인증은
전문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각 교원양성기관이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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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 NEPTS(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er Standards)의 기준에 주목하고 있는데 14), 이 세 기관이 교원의 질 보증
을 위해 변함없이 중시하는 공통된 중핵개념으로서 그려지는 교사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다가키 사치코 (高木幸子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고 있다(2009).
첫째 , 교원은 학생과 학생의 학습에 헌신적이다 .
둘째 , 교원은 스스로 가르치는 교과와 그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 .
셋째 , 교원은 학생의 학습을 관리하고 ,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
넷째 , 교원은 스스로의 실천에 관해 체계적으로 사색하고 , 경험에서 배운다 .
다섯째 , 교원은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이러한 방침에서 볼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은 특별히 유능한 인재 15)라
기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이며 , 동료들과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사색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일생동안 배워나가는 자세
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사상에 관하여 , 김병찬 (2000)은 교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논하면서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교사교육 패러다임
이 새로운 교사교육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 그는 이상적 교사상으
로 제시된 다섯 가지 모델을 기준으로 , 먼저 전통적 교사교육 패러다임에 속하
시키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교원양성기관의 자기개선
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佐藤仁, 2003:111). 그런데 2010년 12월 8일에
NCATE와 TEAC가 새로운 교사교육 인증기관으로 CAEP(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Educatior Preparation)을 구성하였다.
(http://www.udel.edu/udaily/2011/dec/teacher-accreditation-council-120810.html 2011.4. 28 검색)
14) 교육인적자원부(2005.12).『교원양성체제 개편 후속조치 정책연구』(주영주 책임연구)의 부록에
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직기준, INTASC의 초임 교사 자격 기준, NBPTS의 핵심 제안 등을 담
고 있다. 그런데 교원의 질 보증을 위한 이 세 기관은 각기 교원양성단계, 교사자격증 취득단
계, 그리고 현직단계에서의 핵심역량에 주목하고 있기에, 각각의 인증 기준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음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15) 미국의 교사 국가고시(National Teacher Examination: 약칭 NTE)와 같은 필기검사 점수가 반
드시 성공적인 교사를 예언하는 지수가 될 수 없다는 지적(Soar et al., 1983: 239-246)과 함께,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차라리 높은
SAT 점수 교사들은 느린 속도의 학습자들에 대한 인내심이 약하고 또 그런 학생들이 갖게 될
학습상의 곤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Feinberg, 1987:376)이다(한일조 외, 1993: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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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훌륭한 고용인 모델 >은 현직 교사교육 담당자나 교육행정가들이 선호하는
모델로 , 학교나 학급에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교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능적 기술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문제들로 경험
적 지식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이다 . 둘째로 <준교수 모델 >은 학문지향적 교사
들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핵심지식을 배워 학급에서 교수처럼 가르칠 것을 가정
한다 . 따라서 교사양성은 사범대학보다 일반 전공 학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교
수법이나 방법론 과목은 교사자격을 위해 형식적 과목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로운 교사교육 패러다임에 속하는 <자기 실현인 모델 >은 심리학
자 , 상담가 , 초등교육 담당자 등이 선호하며 , 교사교육이 교사 스스로의 자기 발
달과 효율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교수 스타
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혁가 모델 >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학교를 개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 사회과학자 , 교육
연구가 , 교육과정 개혁가 , 교사교육 담당교수 등이 선호하는 모델로 , 새로운 방
식으로 교육받은 예비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본다 . 마지막으로 <반성적 전문가
모델 >은 교사교육을 통해 교사 스스로가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능력 , 의
사결정 능력 등 반성적 사고능력 16)을 길러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 질적 연구관점
이나 현상학적 연구관점을 지닌 교육학 교수들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
<표 1> 이상적 교사상과 그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 교원교육인증기관이 기대하는 교사상

이상적 교사상의 패러다임 변화

1. 학생과 학생의 학습에 헌신적
2. 가르치는 교과와 가르치는 방법 숙달
3. 학생의 학습 관리·감독하는 책임
4. 스스로 체계적으로 사색·경험에서 배움

* 훌륭한 고용인
* 준교수(準敎授)

* 자기실현인
⇒

* 혁신가(=개혁가)
* 반성적 전문가

5. 학습공동체의 구성원

결국 전통적 교사교육에서는 교과내용이나 교수방법에 관한 지식을 가능한 한

16) Van Manen(1977)에 의하면, 반성적 사고가 교사들에게 교수와 학습에 대한 가정에 의문을 가
지게 하고 교사가 학교사회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체제순응적 교사”가 되기보다는 사
회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반성적 사고를 하는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 현존하는 문제를 사회의 질적 변화의 시각에서 제기하고 지도할 수 있
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교사라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조연순 외,
1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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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 이제는 지식관리자로서 교사들이 지식을 탐구
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 새로운 시대에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핵심이 되며 , 교사
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 요컨대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이
상적 교사상이란 지식과 기능 , 태도의 3자로 요약될 수 있다 . 즉 , 자신이 가르치
는 교과와 학생 등에 대한 충분한 ‘지식 ’을 습득하고 ,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 ’을 지니며 , 자기 스스로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원만하
게 , 그리고 헌신적으로 , 또한 반성적으로 살아가는가의 ‘태도 ’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2. 교원전문성 기준과 교직으로서의 교육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원양성과정의 자격기준 현
실은 어떠한가 ?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현상을 보
면

2005년에

(2005.6)17)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

의거하여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내용 중의 5대

중점추진과제 18)와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 19)을 발표하였다 .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2005) 12월에는 이 보고서의 5대 과제 중 첫 번째 항목인 ‘교사자격의
질 관리 체제 확립 ’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 교원양성체제
개편 후속조치 정책연구 』 (주영주 책임연구 )가 발표되었다 20). 이 정책연구에서
17) 이 방안은 2004년 11월 17일에 발표된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연구』(정진곤 책임연
구) 시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18) I. 교사자격의 질관리 체제 확립, II.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III.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IV.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V. 교원 선발방법 개선
19) I-1. 신규교사자격 일반기준 제정, I-2. 교사양성 교육과정 표준화, I-3. 무시험검정 관리체제
개선
II-1.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II-2. 교육실습 내실화, II-3. 학교현장과 양성기관 교류
활성화
III-1. 교원양성기관 평가 인정제 도입, III-2.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활성화,
IV-1. 초등교원 양성기관 질적 수준 제고, IV-2. 중등교원 양성체제 정비, IV-3. 양성기간 연장
검토(장기과제)
V-1. 공개전형 제도 개선, V-2. 농산어촌 교사의 안정적 확보, V-3. 전문교과 지도인력 충원방법
개선
20) 이 보고서는 국내외 교원 능력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적응적 전문
가 교원 육성’이라는 교원교육의 비전과 이를 이끌어나갈 5가지 원리(통일성의 원리, 연계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탐구의 원리) 및 교원 전문성 기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5.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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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교원 전문성 기준 10가지는 다음 <표 2>와 같이 예비교사들에게 요구되
는 학습영역을 범주화한 6가지 교육과정 기준과 짝을 이루고 있다 . 예비교사들
에게 요구되는 학습영역으로 제시된 ‘교원 전문성 기준 ’과 ‘교육과정 기준 ’을 짝
지어놓았는데 , 이 표의 교육과정 기준에서 볼 때 , 교육사 과목이 관련되는 내용
은 특히 ‘교양 ’과 ‘교육학기초 ’라 생각된다 . 현재 교직의 교육학기초 과목 중에서
한국 교육이념을 가르쳐주는 것 (교원전문성 기준 1)은 그래도 교육사 과목이며 ,
교육사 속에 등장하는 교육실천가들의 모습을 통해 교육적 사명감 (기준 2)을 갖
게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2> 교원 전문성 기준과 교육과정 기준 (교육인적자원부 , 2005.12:61)
교원 전문성 기준

교육과정 기준

기준 1. 교사는 한국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인간됨을 구현한다.

교양

기준 2. 교사는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에 헌신한다.
기준 4.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이해한다.

교육학기초

기준 10. 교사는 혁신적 전문성을 개발한다.
기준 3.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내용과 학문의 구조를 이해한다.

내용학

기준 5.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한다.
기준 7. 교사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

교수학

기준 8.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기준 9. 교사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기준 6. 교사는 학생들이 교과를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준 1~10

교과교수학
현장실습

* 교육사 과목과 비교적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바탕색을 처리함

한편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원전문성 기준은 결국 교원임용과정의 평가영역으
로도 작용하게 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경쟁시험 「 교육학 」 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연
구 ”를 한국교육학회에 의뢰하여 , 교육학 (공통 )과목의 평가영역 설정 및 평가내용
요소 등을 개발하였다 .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주관하는 중등교사임용
후보자선정 경쟁시험에서 요구하는 <교육철학및교육사 > 과목의 자격기준은 “교
육의 본질에 대한 역사철학적 이해 ”와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교
육관 ”을 갖는 것이다 . 그리고 그 세부기준은 크게 네 가지이다 . 여기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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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및교육사 분야의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
<표 3>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교직「 교육학 」 자격기준21)
영역
(대범주)

표시과목별
자격기준

세부자격기준
1-1. 교사는 위대한 선현들의 교육적 이상을 겸손

교육철학
및 교육사

[기준1] 교사는

히 수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실천한다.

교육의

1-2. 교사는 바람직한 인간양성에 대해 성찰하고

본질에

대한 역사철학적

교육 실제와 활동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는다.

이해를 바탕으로

1-3. 교사는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윤리적이고 현실

수 있도록 자신의 교육적 안목을 확립한다.

적인

1-4. 교사는 교육의 사상 및 제도 형성의 문화적

갖는다.

교육관을

배경을 이해하여, 이를 오늘날 교육실제의 진단 및
개선에 적용한다.

일반기준과의
관련성
* 기준 1-1,
1-2, 1-3
* 기준 2-1,
2-2
* 기준 4-1,
4-2, 4-3
* 기준 6-1,
6-2, 6-3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교원전문성 기준과 교원임용고사에서 요구
하는 교직공통과목으로서 「 교육학 」 자격기준을 교육사 (부분적으로는 교육사철
학 ) 분야에 한정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
<표 4> 교원자격기준과 교사자격기준
교원 전문성 기준(교육사 관련)

교직 교육학 자격기준(교육사철학 관련)

기준1. 한국 교육이념이 추구하는 인간됨을 구

① 선현들의 교육적 이상 수용과 비판적 실천

현한다.

② 바람직한 인간에 대한 성찰과 실제 활동에 적

기준2.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용 능력

에 헌신한다.

③ 변화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적 안목 확립

기준4.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이해한다.

④ 교육사상과 제도 형성의 문화적 배경 이해와

기준10. 혁신적 전문성을 개발한다.

교육적 진단, 개선 능력

결국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 과목은 앞 절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교사상을
포함하여 <표 4>의 교원자격기준과 교직 교육학 자격기준에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김병찬 (2009)은 교사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의 역
할을 교사 정서 및 심리 역량 함양 , 반성 및 성찰 역량 함양 , 연구 역량 함양 ,
지식 역량 함양 , 교육방법 역량 함양 등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 교사 양성기관으
로서 대학의 역할은 지식역량 함양과 방법 역량 함양에 치중되어 있는 전통적
21) 교육철학및교육사 영역만을 발췌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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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정서와 심리 , 반성과 성찰 , 연구 역량 등을 함
양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학대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는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가 ? 있다
면 과목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가 ? 1990년대 미국에서 나타나는 교사교육
개혁의 주장들 역시 교사준비교육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강화와 전공영역의 숙달
을 강조하는 경향 (Floden, 1991, 한일조 외 , 1993:368 재인용 )을 고려한다면 , 교양
교육은 대학에서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 전
공영역의 숙달은 교육의 기능주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교육사 과목과 연관시켜 말해 본다면 , 시대변화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은
교양교육으로서 교육사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 양성
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교육사의 기능주의적 가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대부분의

교원양성과정의 교직과목

구성이

교육학기초

(foundations of education), 교수방법 (teaching methods) 및 현장실습 등으로 구
성되어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 교육사는 교육학기초 과목에 해당한다 .
교직으로서 교육사 과목은 <표 2>에서 요구하는 교원전문성 기준의 1과 2를
교양 및 교육기초학 분야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표 3>의 교직교
육학 자격기준은 교육사의 기능적 전문성을 높여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 목적대학으로서 사범대학이나 교원양성과정의 기능주의 22)적 가치
란 바로 교원 지망 학생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여 교사로서 필요한 가치를 내
면화하고 , 이들이 획득한 지식과 능력에 따라 적절히 선발하여 , 사회적으로 필요
한 학교 교원이라는 직업 영역에 효율적으로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에서 더욱 강조될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이며 , 이것이 교사를 더욱 교사답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교원양성과정으로서 교육사가 이러한 구성과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
는 것이 바로 교육사학이다 .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학의 위상은 “단지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사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 “교원
양성과정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으며 ,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
까지도 포함하는 교육학 전반을 시간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학문적 내비게이션
의 역할이라 하겠다.
22) 기능주의 이론에서 교육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학생의 지식과 능력
을 개발하고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및 지향을 내면화하도록 한다(사회화 기능). 둘째,
교육은 개인이 획득한 지식 및 능력에 따라 지위를 할당·배분한다(선발·배분 기능). 셋째, 교육
은 능력 있는 자를 육성하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업적주의에 의거하여 지위를 할
당하여 그 결과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기관이다(정당화
기능). (Myer, 1976:55-77, 한용진 외, 2007:10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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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존재는 무척 중요하다 . 진부한 표현이지만 , “교육의 질
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는 표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참으로 교사
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 절대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역사적
으로 위대한 영웅의 탄생에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청출어람 (靑出於藍 )의 모습
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과정을 보다 의미 있고 효
율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사의 가치 및 교육사학의 위상과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교육사 연구의 영역은 교육학의 모든 분야에 관여되며 , 이러한 교육학의
전 분야의 교육사적 연구는 단지 교육사학자뿐만 아니라 , 각 전공분야의 전문가
들이 교육사적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교직과정의
역사적 발전이나 ,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발전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
둘째 , 교원양성과정으로서 교육사는 교육제도사나 교육문제사 중심으로 재구
성될 필요가 있다 . 교육사에 나오는 교육사상사는 상당부분 교육철학과 겹쳐진
다는 점에서 , 교원양성과정으로서 교육사는 고대와 중세 , 근세의 교육사상보다
근대 이후 , 특히 해방 이후 현대까지의 교육운동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제도
사로서 교육사는 커벌리 교육사학과 같이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공교육제도의
발달사와 교육논쟁사에 주목할 수 있으며 , 교육문제사적 접근을 한다면 특정한
교육주제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제정되는
과정 , 우리나라에 교육열이 강화되는 역사적 배경 , 입시제도변천사 , 대안학교운
동사 등에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 교육은 교육철학과 분리되어 더욱 강화
될 필요가 있다 . 이는 교육학기초로서 혹은 교양으로서 역할을 맡게 되는 교육
사 과목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교사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 교육사의 기능주의적 가치는 교육전문직업인 양성
에 요구되는 교직교육으로서 위의 둘째에서 논의된 교육적 진보를 위한 대투쟁
의 기록들을 배우며 , 인문주의적 가치로서 문명사로서의 교육사 , 필생의 가치로
서 일반교양으로 습득하여 , 교사양성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로서 요구되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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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찰 역량 함양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학의 위상은 “단지 교원양성과정에
서 교육사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 “교원양성과정이 어떻
게 발전하여 왔으며 ,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까지도 포함하는
교육학 전반을 시간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학문적 내비게이션의 역할임을 밝힘
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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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철학의 위상:
교원임용시험에서의 교육철학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비판1)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

< 요약 >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들은 교원의 양성과정과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을 축
소하거나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분석한
후 , 교원임용고사에서 출제된 교육철학 문제들과 함께 그 동안 교육철학자들의
연구주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 교육철학자들은 동서양의 철학자 , 교육사상가 등
과 교육사조, 교육의 개념 분석 등을 연구하여 왔고 , 임용고사에서는 이와 관련
된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일부 교육철학자은 그 동안
의 교육철학연구들이 관념적이고 , 이론적이며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여 왔다고 비판하였다 . 그러나 현행 교원임용고사에 대한 비판은 출제되는 문
제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지필고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며,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 교육학자와 교과교육학자들은 이제부터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
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교사를 길러내어
임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하고 ,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주제어 : 교원임용, 교원양성 , 교육철학 연구주제 , 교육철학의 성격

최근 들어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일부 대학에
서는 교육학과에서 담당해 왔던 일부 교직과목 (교육과정 , 교육평가 등 )을 영어 ,
과학 등의 교과교육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교원 임용시험과 양성과정
에서 교육학을 제외하거나 그 비중을 축소하려하고 있다 . 교육학회는 이러한 움
직임으로 인하여 교육학이 학문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송기창 ).
필자는 먼저 교육철학을 포함한 교육학을 임용시험에서 제외하려는 이유와 논
거를 분석한 후 ,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둘째 , 현행 임용시험
에서 교육철학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왔으며 ,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예비교원에게 필요한 지식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교원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교육철학자들이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던 주제들과 일치할
가능성이 많다 . 이 점에서 그 동안 교육철학자들이 어떤 주제와 문제들을 연구
1) 이 논문은 2011년 교육철학회의 <교육철학> 학회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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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는가를 살펴본다 . 나아가 이러한 교육철학자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이 교육
현장과 교육철학자 집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평가되고 있는가를 논
의한다 . 마지막으로 교원임용시험을 둘러싼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는 더욱 중요
한 문제는 무엇이며 ,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탐구해
야 할 국가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I. 교원임용시험과 양성과정에서의 교육학의 위상
우리나라에서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과목을 시험 본다 . 교육학을 제외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이다 . 교육학시험이 어렵지는 않지
만 , 교원임용시험의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여 1-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교육학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교육학 시험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소
위 ‘노량진 학원 ’에서 공부한다 . 항간에서는 교원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아
닌 ‘노량진 대학 (?)에서 배출된다고 말한다 . 많은 대학에서 대학 강의와는 별도
로 임용고사 대비 특강을 하고 있다 .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으며 , 교원임용고사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
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임용고사준비를 하지 말고 , 훌륭한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의 교육과정과 강의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교
원양성기관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을
제외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 학교에서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을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
육학적 지식보다는 교과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 두 영역가운데 한 가지
만 채택해야 한다면 , 당연히 교과교육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평가
원 담당자의 전화통화 ).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교육학적 지식 적어도 현행 교
원임용시험에 출제되는 교육학적 지식은 예비교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주된 임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의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예비 교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식과 능력은 자신이 가
르칠 교과내용에 대한 깊이 있고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능력이다 . 교사들은 수업이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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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사무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은 소위 ‘잡무 ’로
간주되거나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교육전공 교수들은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학적 지식을
제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 교원 양성과정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교직과목들
가운데는 불필요하거나 전공교과목과 연계하여 가르쳐야 할 과목들이 많다 . 과
학 , 영어 , 사회 등의 교과교육 전공교수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 오래전부터 이러
한 주장을 하여왔고 , 교육학 전공 교수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다 .
이러한 갈등은 1997년 1월 30일 교육부가 교육부 정책연구 과제인 ‘중
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연구 ’를 바탕으로 한 ‘중등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선 권장 사항 통보 ’라는 공문을 발표함으로써 가시화 되었다 . 이 공문은
교직과목을 전공강좌에 포함시키고 , 교과교육학의 강좌 및 학점 수를 현
재보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많은 교과교육학 전
공 교수들은 일반 교육학의 교과목 학점을 하향 조정하고 그 과목 대신
자신이 속한 교과교육의 과목 비중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
다 . 곧 교과교육학 강화를 위해 교육학을 축소하는 방안에 따라 , 교육실제
에 관련되는 교육과정 , 학습지도 및 교육평가 등은 이제 교육학 교수가
가르치기보다는 전공 교과교육학으로 구성하여 교과 교육학 교수가 가르
쳐야 한다는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육현상 이해를 위한 기초 분
야인 교육사 , 교육철학 ,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등도 교과와 연결하여 ‘과
학교육사 ’, ‘가정교육철학 ’, ‘국어교육과 학습심리 ’, ‘수학교육과 사회생활 ’
등과 같은 교과로 각과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한
국교과교육학회, 1997).
이에 대해 교육학과 및 교직과 학과장 협의회 (1997년 1월 22일 )와 한국교육학
회 (1997년 1월 28일 )는 교사는 전공 교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 자신이 가르
치는 학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의 비중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교과교육학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과교육
학의 강화가 교육학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학자들의 이러한 주장
은 교육학이 교육현상에 대한 총체적 ․전체적 이해를 돕고 , 학생에 대한 전인적
인 이해 및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며 , 응용적 교과교육학의 기초를 제공하여 준다
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명희 , 1997).
정 태범은 교과교육학과 교육학 교수들 사이의 이러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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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들의 쟁탈전 ’(1997)이라고 규정한다 . 사범대학의 총 학
점이 정해진 제로섬 (zero-sum)의 상황에서 교과교육학점을 늘이게 되면 교육학
과목의 학점이 축소된다 . 정 태범은 두 집단은 교사양성기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교사다운 교사를 양성해 낼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 서로의 학문영
역을 넓히기 위한 세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에 다시 논의한다).

II. 교육철학 연구 내용과 주제
교육철학을 포함한 교육학은 예비교원을 임용하는 시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가 ? 그렇지 않다면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교육학의 한 분야인 교육철학이 교원
임용시험과 교원양성과정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철학이 어떤 성격의 학문이며 , 교육철학자들의 주된 학문적 관심은 무
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철학의 필요성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철학자들의 주된 학문적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밝힌
후 , 이러한 내용들이 교원임용시험 혹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왜 필요한가를 논의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육철학분야에서 어떤 주제가 연구되어 왔으며 , 교육철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997년 학회지 창간호에서 ‘한국교육철학의 회고와 전망 ’에
서부터 시작하여 , 198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은주 , ).
그러나 이 글의 주된 관심이 교원임용 시험 혹은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철학
의 필요성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철학의 전반적 흐름보다는 단지 이 논
의를 위해 필요한 교육철학적 연구의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해 보고자 한
다.
해방이후 교육철학 연구주제와 흐름을 정리한 대표적인 저서는 오인탁(2001)
등의 ‘한국교육철학과 교육사학의 전개 ’이다 . 그는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교
육철학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왔는가를 학사적 -서지학적 연구를 통
하여 밝히고 있다.
오인탁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고 ,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 최근의 연구경향을 알
수 없다 . 박의수는 오인탁 등의 연구를 토대로 1960년에서 2003년까지의 교육철
학 연구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2003). 그는 1960년에서 2003년까지의 교육철학
분야의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1960년에서 1991년까지 그리고 1991년에서 2003년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박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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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동안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1991년을 기준으로
전 후로 나누어 분석비교해 보기로 했다 . 굳이 1991년을 경계로 한 것은 1993년
한국 교육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육학회 40년사 '를 출판하였고 , 무
엇보다 오인탁이 위에 언급한 연구에서 1991년까지의 연구를 분석하고 그 때까지
의 연구 논저 약 1,720편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한편으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
구 인력의 절대 다수의 활동 무대인 한국 대학 사회에 업적평가가 강화되어 간접
적으로 연구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9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
지 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각 학회에서도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
제도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14-15).

박 교수는 1960년대 이후의 교육철학연구의 연구주제들을 첫째 한국 , 동양 , 서
양의 교육사상가 , 둘째 진보주의 , 본질주의 , 실존주의 , 분석철학 , 비판이론 등의
교육사조 셋째 유교 , 불교 , 동학 , 통일교육 등의 한국의 교육사상 및 이념 , 넷째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등의 교과교육 , 다섯째 교육철학의 성격 , 지식론 , 가치론
등의 교육철학 및 이론 , 여섯째 자유 , 평등 , 교육개혁 , 열린교육 등의 교육이념
및 교육운동과 기타 등의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3).

2) 박 교수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글 내용은 필자의 ‘교육철학 연구의 흐름과 비판적 분석’에 실린
글을 재인용하였다.
3) 박 교수는 교육철학연구를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는 열전적 방법, 원

리적 방법, 사상사적(역사적)방법, 비교적 방법, 분석적 방법, 주제적 방법, 절충적(종합적)방법, 비
판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등 10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율곡 이이
의 생애와 교육사상’은 열전적 연구방법이고, ‘존 듀이의 성장이론’은 주제적 연구이며, ‘롤로 메이
의 실존분석에 나타난 인성에 관한 연구’는 절충적 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 교수의 분류방식은 그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분류 자체가 내연과 외연이 명확
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논저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주로 논문의 제목만을
보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구방법에 대한 박 교수의 분류방식이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합의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박 교수의 분류방식
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한국 교육철학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박 교수의 이러한 분석방법은 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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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60-1991 교육철학연구 논문과 저서
대 주제

소주제(편수)

대 주제

소주제(편수)

대주제

한국(130)
전통사상(152)
인물
동양(23)
근.현대(51)
한국교육사상
통일.북한(5)
교육철학 및 이론
(사상가) 서양(364)
및 이념
소계(517:38.2%)
기타(20)
전통적 사조(4)
소계(228:16.3%)
현대미국(23)
도덕교육(32)
실존주의(18)
종교교육(41)
교과교육
교육이념 및
인간학(10)
기타(20)
교육사조 인간주의(32)
소계(101:7.4%)
교육운동
민족주의(11)
교육철학론(92)
교육철학 및 교육본질론(55)
기타(23)
기타
이론
소계(163:11%)
교육방법론(16)
합계

소주제(편수)
이론과 실천(18)
전인교육(5)
지식론(20)
가치론(24)
소계(230:15.6%)
용어(개념)(40)
자유/평등(32)
인간(교사)상(20)
교육개혁(21)
열린교육(2)
소계(115:8.5%)
64(4.5%)
1410

(박의수 , 2003:15)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0여 년 동안 교육철학연구물 1410편 가운데 퇴
계 , 정약용 , 플라톤 , 칸트 , 듀이 , 루소 등의 교육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38.2%로서
가장 많다 . 다음으로 불교 , 유교 , 동학 , 성리학 등의 한국교육사상 및 교육이념에
대한 연구가 16.3%, 지식론 , 가치론 등의 교육철학 및 이론에 대한 연구가
15.6% 그리고 진보주의 , 인간주의 등의 교육사조에 대한 연구가 11% 등이다 .
교육사상가에 대한 연구 517편 가운데 듀이 (111편 ), 루소 (23편 ), 마르크스 (18), 페
스탈로치 (17), 러셀 (10) 등의 서양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364편으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130여 편의 한국 사상가에 대한 연구 가운데 율곡 이이가 20편 ,
다산 정약용 10편이며 그 외에 퇴계 이황 (8), 안창호 (7), 박은식 (5) 등이 있다 . 동
양의 사상가로서는 공자 (10), 맹자 (3), 순자 (2), 석가 (2) 등이 있다 .
박 교수는 1991년 이후 최근의 교육철학연구의 동향을 별도로 정리하고 있다 .
그는 ‘교육철학 ’에 게재된 236편의 논문과 한국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교육학연
구 ’에 게재된 논문 주에서 교육철학 분야의 논문 150편 , 그리고 1991년에서 2003
년 사이의 박사학위 논문 82편 등 모두 468편의 논문 (19)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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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91-2003 교육철학연구논문과 저서
대주제

소주제(편수)

대주제

소주제(편수)

한국(35)
인물
(사상가)

동양(17)
서양(107)

대주제

전통사상(23)
한국교육사상

소계(159:34%)

및 이념

전통적사조(1)
현대미국(1)
실존주의(1)
교과교육
인간학(7)
인간주의(10)
교육사조 민족주의(2)
포스트모던(10)
교육철학 및
기타(5)
이론
소계(39:8.3%)

근.현대(7)
통일.북한(10)
기타(3)

소주제(편수)
이론과실천(4)

교육철학 및
이론

전인교육(7)
지식론(13)
가치론(1)

소계(43:9.2%)
도덕교육(21)
종교교육(1)
기타(11)
교육이념 및
소계(43:9.2%)
교육운동
교육철학론(20)

소계(67:14.3%)
용어(개념)(21)
자유/평등(8)
인간(교사)상(13)
교육개혁(43)
열린교육(13)

교육본질론(9)

소계(98:20.9%)

교육방법론(13)

기타
합계

29(6.2%)
468

(박의수 , 2003:29)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박교수가 분석한 최근 10여 년 동안의 468편
의 교육철학 연구물 가운데 교육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159편으로 34%이다 . 이
가운데 서양의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107편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
듀이가 19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그 다음으로 플라톤 (7), 루소
(7), 코메니우스 (5), 슈타이너 (4) 등이다 . 한국의 사상가에 대한 연구는 35편으로
다산 정약용이 5편 , 이황과 이이가 각각 4편 , 최한기 3편 , 권근과 성흔이 각각 2
편 등이다 .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철학 분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전체 82편 가운데 46편이 인물 연구로 전체 박사학위 논문 중 56% 를 차지 (박
의수 , 22)”하고 있다 . 교육철학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는 듀이 , 플라톤 , 루소 ,
록크 등의 서양 철학자와 공자 , 맹자 , 이황 , 이이 , 정약용 등의 동양 및 한국철학
자의 교육사상에 대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교육 , 학습 , 훈련 , 자유와 평등 교육학
적 혹은 철학적 개념에 대한 분석철학적 연구이다 . 분석철학이 시작된 것은 대
체로 20세기 초엽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무어 (G.E. Moore)와 러셀 (B. Russell) 등
에 의해서다 . 피터스로 대표되는 영국의 교육철학자들은 ‘교육 ’, ‘교육받은 사람 ’,
‘훈련 ’, ‘수업 ’, ‘교화 ’, ‘벌 ’, ’권위‘ 등의

교육의 주요 개념의 일상적 용법과 사용

규칙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우리나라의 교육철학
자들도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이와 같은 교육의 개념분석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분석철학적 교육철학은 개념분석과 논리적 치밀성에 치중한 나머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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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현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 등을 소홀
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 일반인들과 교육정책가들은 교육철학자들에게 학교
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
적이나 가치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였다 . 나아가 우리가 당면하
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 그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비추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를 기대하였다 . 그러나 분석철학적 교육철학자들은 사회적 기대를 외면하고 , 학
문의 가치중립성을 내세워 개념분석이나 논리적인 비판에 주력하여 왔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적 연구주제와 내용은 매우 다양
하다 . 주된 이유는 교육철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불란서 등의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 한국에 돌아온 이후
에도 학위취득과정에서 배운 배경과 지식을 토대로 연구하고 학문적 활동을 지
속하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 혹은 동양의 전통
적인 사상을 연구하고 , 미국과 독일 등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서양의 철
학자 혹은 교육사상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 이 때문에

한국의 교육철학자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교육철학자들과 여러 나라의 학문적 흐름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한국의 교육철학자들은 서로 간에 학문적 대화와 깊이 있
는 토론을 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가들이나 독일
의 사상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의 교육철학자나 이들 나라의 학문적 흐름에 익숙하지 않다 . 한국의
교육철학자들은 자신과 학문적 배경이나 관심이 서로 다른 교육철학자들
의 연구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 이해도 부족하다 .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사상가에 대하여 발표를 할 때 ,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 반대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 발표를 하면 한국의 전통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된다 . 학문
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자들 사이에 학문적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정진곤 , 2004:.78).
신차균도 교육철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의 이질성 , 연구자의 자주성 부족과 학
문탐구방법론 등의 미숙으로 인하여 교육철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고 주장한다 (신차균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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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교육철학자들은 어떤 주제를 연구해 오고 있는가 ? 챔블리스 (J. J.
Chambliss)는 최근 미국의 교육철학자들은 어떤 주제들을 연구해왔는가를 살펴
보았다 . 이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제기되어 왔던 질문들이 있는가하면 , 지난 몇 십
년동안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질문들도 있다.
이 가운데 주된 주제들은 교육의 본질과 목적 , 학교교육에서의 윤리와 교
육정책 , 도덕 교육 , 페미니즘 , 분석철학 , 실제적 지혜와 다문화주의 등이
다 ....또 다른 주제들은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데카르트 , 록크 , 루소 , 칸
트 , 듀이 등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들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

스토이즘 ,

계몽주의적

자유주의

등이다 (J.

J.

Chambliss:237).
챔블리스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영국과 미국의 교육철학자들도
철학자들의 교육사상이나 이념적 연구 등에 치중하여 왔다 . 미국 교육철학자들
의 학문적 연구주제도

우리나라 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III. 교원임용시험과 교육철학적 지식
이제까지 우리는 1960년 이후의 교육철학의 흐름과 연구주제를 살펴보았다 .
이러한 교육철학의 연구 주제와 내용은 현행 임용고사 문제들과 일치하는가 , 혹
은 서로 다른가 ? 만약 일치한다면 이러한 지식들은 예비교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인가 ? 그렇지 않다면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먼저 현행
임용고사에서 교육철학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가를 살펴보자.
2011년도 교원임용 교육학 시험에서는 교육사 , 교육철학 , 교육과정 등 총 40문
제가 출제되었다 . 이 가운데 교육사와 교육철학으로 짐작되는 문제는 1번에서 7
번까지이고 , 두 영역사이에 구분은 애매하지만 , 교육철학은 5번에서 7번까지로
추정된다 . 이 가운데 5번 문제를 살펴보자 .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교사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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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생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사: 그 둘 사이의 불일치 문제는 고대 그리스어 아크라시아에 해당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자제력
이 없다는 의미를 가진단다.
학생: 자제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교사: 자제력은 앎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정서에서 오는 것이지.
학생: 그럼 도덕이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네요?
교사: 그렇지. 도덕성은 합리성 그 이상을 의미하고, 거기엔 정서의 문제가 함께 자리하는 셈이지.

① 플라톤 (Platon)

② 고르기아스 (Gorgias)

③ 소크라테스(Socrates)

④ 이소크라테스 (Isocrates)

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출처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1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1)

6번은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설명이고 , 7번은 현상학 , 비판
이론 , 분석철학 , 생태주의 , 실존주의 등의 현대철학 사조에 대한 질문이다 . 2010
년도 임용고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 교육사와 교육철학 영역으로 짐작되는 7문
제 가운데 교육철학의 영역인 1번은 헤르바르트의 교육이론이고 , 3번은 구조주
의 , 실존주의 , 비판철학 , 포스트모더니즘 , 현상학 등의 철학사조에 관한 문제이
며 , 4번은 듀이의 교육사상에 대한 질문이다 . 이와 같이 교원임용고사에 출제되
는 문제들은 앞서 살펴본 교육철학자들의 연구주제인 동서양의 철학자나 교육사
상가 그리고 현상학 , 비판이론 등의 교육사조 등이다 .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문제
들은 대체로 교육철학자들의 학문적 주제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철학을 포함한 교육학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은 과연 이러한 문제 혹은 지식들이 예비교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며 , 시
험을 통하여 평가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그들
은 이러한 지식들은 적어도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데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철학적 지식 좀 더 정확히 임용고
사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교사들의 주된 역할인 수업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수업뿐만 아니라 , 학생지도와 상담 등 다
양한 교사들의 활동과 역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왜 필요한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을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
임용고사에 출제되는 교육철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논증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
면 ,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사상은 단순한 과거의 철학사상에 불과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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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 시대와 공간을 뛰어 넘어 현대 사회의 교사들에게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
을 양성하는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
이다 . 도덕적 성품을 기르는데 있어서 ‘아는 것 ’과 ‘행하는 것 ’ 사이의 문제는 오
늘날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견해가 대립되는 문제이다 . 학생들을 도덕적으
로 훌륭한 인간으로 길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도덕교육에 있어
서 ‘지식 ’과 ‘실천 ’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 교사들이 현상학과 비판이론 등 현대 철학사조의 흐름을
깊이 있게 알아야만 할 이유와 근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용고사에서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철학 문제 하나
하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설혹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한다고 할지라도 교육학 시험에 반대하고 있는
교과교육전공 교수나 정책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IV. 교육철학연구의 반성과 대안
또 다른 대안은 이제까지 출제된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
고 지도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 새로운 형태의
교육철학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철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교원임용고사문제들은 대체로 교육철학자등의 학문적 연구주제와 일치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몇 몇 교육철학자들 사이에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고 있다 . 조난심은 이제까지의 교육철학 연구들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 추상
적이며 ,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한 깊이 있고 , 체계적인 분석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 또한
교원 양성이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교육철학적 관점이나 연구의 필요성을 설득
력 있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교육철학의 사회적 효용성이나 유용성에 대하여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공식적인 학회 모임이나 사적인 교육철학자들의 모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중의 하나는 바로 ‘교육철학의 정체성’ 문제이다. 교육철학의 정체성 문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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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교육철학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교육철학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의 교육학자나 교육실천가들에게 교육
철학은 주의를 환기시킬만한 학문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그리고 우리 교육철
학자들간에 ‘훌륭한 ’ 교육철학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는가 ? 등이 교육철학의 정체
성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난심 , 133)

조난심에 의하면 그 동안 교육철학자들은 서양과 동양의 철학자와 사상가에
대한 연구와 인본주의 , 유교 ,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각종 이즘이나 이데올로기적
인 관점에서 교육문제를 조명하는 연구와 ‘주역 ’, ‘중용 ’ 등과 같은 교육관련 고
전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에 주력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당면한 교육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 신차균도 교육철학자들의 학문
적 배경의 이질성 , 연구자의 자주성 부족과 학문탐구방법론 등의 미숙으로 인하
여 교육철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다(2003, p. 1).
교육철학 연구에 대한 비판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 영국과 미국에서
도 교육철학 연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카나 (W. Carr)는 서양사회에서
교육철학은 교육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정책당국자 , 교원 , 교육운동가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56). 교육철학 연구와
지식은 교육현장의 개선이나 교육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카아에 의하면 서양의 교육철학자들은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
는 문제 보다는 철학적 지식을 탐구하거나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연구에 매달려
왔다 . 그들은 소크라테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 루소 , 록크 , 페스탈로치 , 듀이
등의 철학자나 교육사상가등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여 왔다 . 또한 인본주의 , 자연
주의 , 진보주의 , 실용주의 등의 교육 사조를 연구하거나 이를 토대로 교육이론을
전개하여 왔다.
4) W. Carr는 교육철학이 교육정책당국이나 현장 교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교육철학
자들이 교육현실을 도외시한 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또 다른 원인은 교육정책이나 학교교육이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교육철학적 사
고보다는 정치적 논리, 경제적 효용성 혹은 대중적 인기 등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운영되기 때
문이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여 교육철학과 교육 현장과의 괴리는 어느 한 쪽의 무관심이나 외
면 때문이라기보다는 상호적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적 연구는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실을 소홀히 해 왔다. 다른 한편
많은 교육정책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
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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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분석철학이 영국과 미국의 교육철학계를 주도하면서 교육철학
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바람직한 교육의 목적 혹은 교육정책 , 교육제도와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 대안을 탐색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 . 그들은 20
세기 초에 대두된 논리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아 교육철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가치중립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 논리실증주의자들은 학문탐구의 대상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이 논리적으로 혹은 실험이나 관찰 등에 의해 진실과 거짓이
입증될 수 있는 명제에 국한되어야 한다 . 분석철학자들에 의하면

철학의 역할

은 학문적 명제들의 논리성을 검증하거나 학문의 주요 개념들을 분석하여 그 의
미를 명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 교육 , 훈련 , 교화 , 수업 등과 같은 교육의
주요 개념을 분석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카아는 그 동안 교육철학자들은 교육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론적 활동이 아닌
실천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왔다 . 교육이 ‘실천적 활동 ’이라는 것은 구체
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점에 대하여 듀이 (J. Dewey)는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교육철학은 기존의 철학적 지식과 탐구내용을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철
학과 교육은 근본적으로 목적과 근원이 서로 다른 활동이다 . 교육을 하는 동안 교
육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
실천해봄으로써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 정립되어진다 . 이것이 교육철학이다
(1916).

듀이에 의하면 교육철학은 철학적 지식이나 탐구내용을 교육에 적용하는 활동
이 아니다 . 교육철학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들이 교육을 하는 동안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성
격 , 지적 능력 , 흥미 등을 파악하고 , 그들의 지적 , 도덕적 , 정서적 성장을 도모하
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 사고하는 동안에 나름의 아
이디어와 대안을 발견하게 된다 . 이러한 대안들을 교육실제에 적용해보고 , 실천
해봄으로서 교육자들은 교육에 대한 나름의 관점과 이론들을 정립하게 된다.
듀이에 의하면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이론들이 교육철학이다.
카아는 이러한 듀이의 주장을 토대로 교육철학자들은 이제까지의 철학적 지식
과 탐구내용을 교육에 적용하는 관념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 교육현장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과 관련된 실
천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교육은 비록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나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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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 (a practice)이며 , 이론적인 지식에
이르기 위한 관조적 (theoria) 활동이나 생산과 예술 활동을 위한 제작기술
(techne)은 아니다 .

카아는 교육철학은 교육활동의 본질적 특성인 실천적 성격

을 재조명하고 , 교육의 실제적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나라의 교육철학자들도 카아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 조 난심은 이제
부터라도 교육철학자들은 듀이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 우리의 학교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학적
으로 탐색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학교
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 그것이 학생들의 지적 , 도덕적 , 정서적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으며 ,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그러한 사회
를 만들 것이며 , 현행 학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신차균은 교육철학은 탐구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서 교육철학자들 사이의 학문
적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고 , 연구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는 교육철학의 탐구영역을 “제도교육의 목
적 , 내용 , 방법과 그 운영원리에 대한 비판과 반성 ” 또는 “제도교육의 의미를 추
구하는 노력 ”에 연구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신 교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개념과 의미 ’, ‘교육제도와 학교교육의
목적 ’, ‘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각 교과의 성격과 가치 ’, ‘학습경험의 의미 ’, ‘교
직과 교사의 윤리 ’ 등의 5가지 영역을 제안한다 (신차균 , 2003, p, 1)
신 교수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문제들 속
에는 교육철학적 분석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다 . 예를 들어 , 현행 유
치원 교육의 파행 등을 분석하면서 유치원 교육의 본래적 목적은 무엇이며 , 현
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대학입시위주의 고등
학교 교육은 고등학교교육의 본래적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고등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
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V. 교원임용제도의 대안 모색
교육철학자들이 교육현장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 이러
한 연구주제들을 교원임용시험문제에 출제하게 되면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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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 나아가 교원임용시험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되어 , 질 높은 교원을 선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 ?
현행 교원임용시험에 대한 비판은 교육철학을 포함한 교육학 문제들이 교육현
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불필요
한 내용이라는 점도 있지만 , 좀 더 본질적으로는 지필고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
다 . 현재와 같은 객관식 위주의 지필고사 방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교사들은
학원에서 암기식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파
행을 초래하고 있다 . 나아가 이러한 지필고사방식의 임용시험이 과연 학교현장
에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소중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 학생 각자의 능력과 적성
을 발달시켜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학자들이
지필고사 자체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고 , 지필고사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집중한다면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
다.
또한 현행 임용고사는 지역의 특수성과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 전국적으로 획
일화된 방식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
고 ,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교원임용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교사들은 대체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 농산어촌에 근무하기를 싫어하며 , 발령을 받게 되
면 자신의 생활터전이 있는 도시로 옮겨가려고 한다 . 미국 , 영국 , 독일 등의 여
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 혹은 시도단위로 획일적으로 교원을 임용
하지 않고 , 학교별로 교원을 임용한다 . 자신이 근무하게 될 학교의 특성을 잘 알
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교사를 임용한다.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과교육학자와 교육학자들이 현행 교원임용제도에 대
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는 도외시하고 , 교육학을 현행
교원임용시험에서 제외해야 하느냐 혹은 포함시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만하고 있다면 , 일찍이 정태범 교수가 지적한대로 서로간의 ‘밥그릇 싸움 ’으
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1997).
그렇다면 , 임용고사제도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
은 무엇을 논의해야 할 것인가 ? 이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있지만 , 중요
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사랑하고 , 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
가?

- 57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외국의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과 교사 양성 교육과정 및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기준에 따라
엄격한 평가 및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1998년 교육부
훈령으로 교사자격 (QTS: Qualified Teacher Status)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명시해 주고 있으며 2002년 이를 개
정하면서 교사자격을 위한 국가기준과 함께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
한 일반 기준도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별로 교사자격 기준 및 교
사양성 교육과정과 기관의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비정부 기구인 교사
교육

인정위원회(NCAT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역시 양성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교사양성 교육기관이 갖추어
야 할 조건들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여 이를 평가 인정에 적용하고 있다 (정
진곤, 2004:24-25).

영국 , 미국 등에서는 신규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교사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과지식 및 학습자의 이해,
수업 및 평가능력 , 학생지도 및 학급관리 능력 , 교직사명감 및 자기계발 등의 영
역으로 나누어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교사자격 기준의 예시
영 역
교직인성

교과지식
학습자
이해

수업 및
평가능력
학생지도 및
학급관리
능력
미래사회
대처능력

•
•
•
•
•
•
•
•
•
•
•
•
•
•
•
•
•
•
•

자질과 능력
교직에 헌신할 수 있는 사명감을 지닌다.
자긍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희생정신을 지닌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인간사랑 정신을 지닌다.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교과와 인접교과, 생활경험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담당교과 및 관련교과의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이해한다.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신체적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학습의 과정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한다.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교과지식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변환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생들과 풍부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적절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선택․개발․활용할 수 있다.
평가결과를 기록․분석하여 학생 성장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학생문화를 이해하고, 학생상담과 생활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급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건강한 학급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적인 학급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과 현장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다.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정진곤 ,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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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길러내고 , 평가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깊이 있고 ,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 교육학자와 교과교육학자들은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학적 지식과 교과
교육학 지식과 함께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며 , 이를 양성
과정에서 어떻게 길러줄 것이며 , 어떤 임용 제도를 통하여 교사를 선발할 것인
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교원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 교사 자격의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신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교육철
학자들의 연구주제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 교육철학자자들은 동서양의 철학자
와 교육사상가 , 인본주의와 비판이론 등의 교육사조 그리고 개념 분석 등에 대
한 연구에 주력하여 왔다 . 이에 대하여 일부의 교육철학자들은 관념적이고 이론
적인 연구보다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실천적 성격에 알맞게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교육철학자들의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 그러나 현행 임용
고사에 대한 비판은 출제되는 문제의 내용이나 성격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지
필고사위주의 교원임용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철학이 교원
양성을 포함한 교육현장에 필요한 학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는
교육철학의 사회적 효율성을 인정받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 현
재의 지필고사위주의 임용고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 이 점에서 우리는 교원임용시험과 관련된 논의를 교원의 양성과
임용제도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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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philosophy is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to be
a teacher?
< ABSTRACT >

Many people in Korea think that teaching in school is a very good job and many
students want to be a teacher. They must pass the national examination to be a teacher in
a public school and examination is highly competitive. Educational knowledge including
educational philosophy, history, administration, sociology etc., is objective and multiple
choice. The students prepare the examination at a preparatory school and pay expensive
tuition. The professors majoring in subjects such as science, English, mathematics and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knowledge and skill about teaching the subjects, not
educational knowledge. The government tries to eliminate the examination of educational
knowledge.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se kinds of arguments are valid and the test of
educational knowledge is not necessary to be a teacher. It is very difficult to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test about educational knowledge is necessary to be a good teacher. The
questions of educational philosophy are about famous philosophers or educational scholars
such as Plato, Aristoteles, Rousseau and Dewey, etc. and knowledge about contemporary
educational philosophy such as analytic philosophy, critical theory and phenomenology.
The questions in examination reflect educational philosophers' scholarly works which have
been criticized practically ineffective and regarded by most members of educational
community as an inward-looking scholastic activity making littl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policy 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A few
educational philosophers argue that education is a practical work, not a theoretical inquiry
and educational philosophers pay much attention to the school, the students, the teachers
and education policies.
Even though these kinds efforts changing the directions and research themes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are necessary and valuable for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the
people against the educational knowledge in the examination to be a teacher will continue
to argue that the written test should be abolished. They argue that the students to be a
teacher neglect to study their teaching subjects and course works in the university to
prepare the examination at a preparatory school.
The educational scholars including educational philosophers and majoring in teaching
subjects such as science and English together make efforts how to innovate the systems of
teacher education and selecting the teachers.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 good teacher in
school. So many young students in Korea want to be teachers in school and a good
teacher will be selected if we have a nice system for teacher education .
Key words: teacher education, the relevance of educational philosophy, history of
education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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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학의 위상

박창언 (부산대학교 )

Ⅰ. 서 론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사범대학의 특성은 교직이론과 교과교육 등에서 차별화되
고 있다 . 교과내용의 경우는 종합대학 내의 기초적인 학문 분야를 담당하는 전
공과정과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과정은 교직이론의 한 부분을 형성하
며 , 발전되어 왔다 . 그러나 최근 교원양성과정에서 각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
며 , 교육과정과 갈등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 각 교과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개
별 교과를 포괄하는 입장에서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그 무엇을 결정하고 있
다 . 그 무엇에 대한 결정은 교육목적에 따라 가르칠 내용으로서 교과와 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하느냐에 대한 작용일 것이다 . 이러한 작용은 개별
교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하
더라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관계로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교과에서 이들 사항을 정립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
니다 . 교육과정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이나 시대에 따른 요구를 수용할 뿐만 아
니라 , 이들 내용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업시수나 수업일수 , 학년과 학기 등에 대
한 광범위한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 교과는 필요에 따라 생성 ․소멸 ․분화 등

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그러므로 세분화되어 있는 개별 교과에 한정된 교육과
정으로 이해할 경우 , 교육현장의 전반적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 여
기서는 이러한 갈등 관계에서 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과 현장 등 위상을 검토함
으로써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교육과정학의 학문적 성격
1. 사회변화와 교육과정

- 63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이를 위한 교육조직 및 교
육활동의 다양화와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 .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강조하는 환
경은 근대 사회에서의 획일적 교육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노력이다 . 이러한 문제는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외집
단 , 사교육의 강화 , 교실 붕괴 등이 해당된다 .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는 상황
으로서 공교육 제도의 획일적 운영에 따른 문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 그러면서 공교육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포스트모더
니즘 , 지식기반사회 , 신자유주의 등을 들고 있다 .
사회변화에 대한 설명 방식이 다양한 것은 보는 관점이나 강조점 등에서의 차
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이들 사회변화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은 근
대사회에서 추구되는 교육의 방향과 그 방향에 따른 교육내용 등에서의 획일화
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에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와 지식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 자유교육의 전통은 지식의 사회성
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지식기반사회의 불만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 교육 기
회의 선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학교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돈희 , 2003: 57). 사
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방향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운영
에서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게 된다 . 교육에서의 개방성의 확대는 교육내용에서
기존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절대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 지식은 상대적인 것으
로 보고 있으며 ,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지도 않고 있다 . 지식은 삶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삶에 적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지식 그 자체가 삶과 통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또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됨으
로써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사항
은 1997년에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 현재에 이
르러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서도 사회적 유용성과 교육내용의 미래 효용
성 , 국제적 통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 학교 교육에서 길러야 할 사항을 제시하
고 있다 . 학교 교육에서 길러야 할 사항은 핵심역량으로서 교과 교육과정의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순경 외 , 2008). 이러한 경향은 영국의 핵심 기능 , 뉴질랜
드의 5대 핵심영역 , 8개 학습영역 등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 이
처럼 사회의 변화는 학교 교육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 그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
는 교육내용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교과 영역의 변화
를 초래하고 , 각 교과의 구체적 내용 역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적응력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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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는 실정이다.

2. 교과와 교육과정
흔히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교육내용이라고 일컫고 있다 . 그러나 교육내용
은 교육과정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
지만 , 교육내용은 공적인 교육 체제에서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 인간을 대상
으로 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 이에 비해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조직해 놓은 것을 말한
다 .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개념 외에 잠재적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까지 포괄한다면 , 교육의 상황에서 전개되는 모든 교육적 경험과 그 대상을 의
미하는 수준까지 확대되게 된다 . 이렇게 된다면 , 교육과정은 교육내용과 거의 같
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 그렇지만 , 공적인 교육체제에서 교육과정은 조직화되어
있는 것을 일컫고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교육내용으로 구분이 된다 .
교육내용이 교육과정과 혼용되어 사용되듯이 ,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육과
정은 교과 (목 ), 교과서 , 교재 등과도 혼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
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은 쉽게 이해되고 있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
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교과에 대한 사항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혼용이 되
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 아마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단위
로서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직접적 영향 때문일 것이다 . 그러나 교과는 교육
내용을 어떠한 형태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단위에 해당된다.
교과는 원래 서양의 7개 자유교과 , 동양의 경우는 사서 , 오경 등 고전 책자 그
자체로서 주로 인문학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교과가 중요성을 지
녔던 시기에는 소수의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으며 , 일반 대중에게는 그
러한 권리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 .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대중사회로 전환
되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등 학문 영역이 넓어지고 , 세분화되기에 이른다 . 세
분화된 학문 영역 모두를 교육현장에서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교육현장에
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정선하고 , 이를 학습자가 학습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조직하여 제시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는 학문의
분류체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반면 ,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읽고 쓰는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 ,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 1890년대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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녔던 생활적응 교육과정 시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였다 . 예를들면 ,
성인의

활동을

Campbell, 1935),

분석하는

방법 (Bobbitt,

1924),

사회기능법 (Casewell

and

청소년 필요법 (Alberty and Alberty, 1962), 항상적 생활장면

의 분석에 의한 방법 (Stratemeyer et al, 1957) 등이 그것이다 .
이러한 경향을 본다면 , 교과라는 것은 학문의 분류 체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 또한 교과가 아닌 생활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구
성 원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 따라서 교과라는 것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개념
적인 변화가 있어왔으며 , 항존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 가변성을 지니고 있
는 개념인 것이다 . 그리고 그 가변성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
문적 기준에 의해 분류가 될 수도 있으며 , 인간생활이나 문화적 가치에 의해 교
과로서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교과는 성현이나 학자 , 교사 등 가
르치는 자에 의해 규정되기도 하지만 , 학습자의 입장에서 규정되기도 한다 . 그래
서 교과라는 것은 교사가 가르치는 활동과 학생이 학습하는 활동의 영역을 가리
키는 이름이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과정은 이러한 교육관련 법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교과
는 실제로 학생에게 수업할 과목을 가리키는 말로서 각급학교 교과의 종류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 이들 교과는 교육과정의 근간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는 교육과정령에 상세하
게 규정이 된다 . 이처럼 교과에 따라 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추어 학생이
배워야 할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과목별 교과서인 것이다 . 이러한

교과는 1952년 제정 ․공포된 ‘교육법시행령 ’에서도 생성과 분화 또는 소멸된 흔
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교육법시행령 ’에서는 초등학교에 보건 교과가 있었으며 , 고등학교는 철

학 , 교육 등의 과목이 있었다 . 그러나 현행 ‘초 ․중등교육법 ’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도덕 , 체육 , 외국어 등의 교과가 명시되고 , 보건 교과는 명시적으로 되어있
지 않다 . 고등학교의 경우도 도덕이 명시되어 있지만 , 기존의 철학 , 교육에 해당
되는 과목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는 없다 . 다만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직 ․간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는 획일적이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현재 교육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
역시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시대에 따라 소멸 , 보완 , 생성되는 것이다 . 교육과정
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과의 영역이나 범주에 대한 조직을 행하
는 학문 영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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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교원양성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현황
1.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양성 체제
교원양성과정은 교사가 되기 전에 교사의 역할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교육에 해당된다 . 교원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이들 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자격을 부
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교원의 자격에서 자격이라는 용
어는 “전문적 기능적 기능을 요하는 특수직의 분야에 있어서 임용예정자에게 요
청되는 특정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 ”(김낙운 , 1986: 290)이다 . 교원에게 일정한 자
격이 요구되는 이유는 교육받는 대상으로서 학습자의 성장이나 발달을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일정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
기 때문이다.
교원의 자격에 대해서 교사론을 논하는 서적과 논문 등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교육관계법과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 ‘초 ․중등교육법 ’과
‘교육공무원법 ’에 제시된 교원의 자격 사항을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김낙운 , 1986: 290).
- 교원자격은 교원이 될 자에 대한 최저의 교육수행능력을 가리킨다 .
- 교원자격이란 법률상으로 인정된 자격
- 교원자격은 교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의 임용요건이다 .
- 교원자격의 부여는 전문적 분야로서의 권리의 형성관계인 특허의 성격을
갖는다.
- 교원자격은 일정한 학력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
- 교원자격은 그 효력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
- 교원자격은 일정한 검정절차를 거쳐 형성된다 .(특허행위 )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은 교원이 될 수 있는 최저수행능력에 대한
것이다 . 우리나라는 최저의 수행능력에 대해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요하고 있다 .
또한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과를 능히 교수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후자가 보다 직접적 사항이 될 것이다 . 각 교과에 한정
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는 매우 협소하고 , 제한적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 우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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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교과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 그렇지는 않다 . 교과는 시대 ․사회적 요구와 국가

적 필요에 따라 분화 ․통합 ․생성 ․소멸될 수 있으며 , 교과 내용에 담길 사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 이러한 결정은
개별 교과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 전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조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교과를 통괄하여 일반적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
수준의 일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관계에서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는 교직이론으로서 교육과정과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통 교육 단계의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입장은 해당 분야의 학
자와 같이 고도의 학술적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 교과 내용에서도 최소
필수 교과를 정해놓고 있으며 , 교과 교육 분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 . 따라서 초 ․중등학교 단계의 교원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행능력

은 교육학 일반이론 , 교과교육에 대한 사항 ,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이 총체적
으로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 교육과정은 교육학 일반
이론에서 하나의 하위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일반론적 지식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 교원양성체제의 구조와 내용
현행 교원자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유아교육법 ’과 ‘초 ․중등교육법 ’
에 제시되어 있다 . 이에 근거해 그 하위법인 ‘교원자격검정령 ’과 동령 시행규칙

및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등으
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이들 규정에서 전공과목이나 교직과목과 관련
되어 설명되는 부분에 한정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 제 22조 제 2항과 ‘초 ․중등교육법 ’ 제 21조 제 2항에서는 교사의 자

격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여기서의 자격기준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 등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 제 4조와 제 9조에
서 규정하고 있다 . 동령 제 4조 제 3항에서는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동령 제 19조 제 2항에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되어야 무
시험 검정에 대한 합격 기준 이수 분야 및 이수 학점을 밝히고 있다 .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 제 12조 제 1항에서는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 이들의 구체적 사항에서 초 ․중등학교 교사의 합격기준
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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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초등학교
정교사
(2급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50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
함 가능)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다 . 동 기준 제 3조에서는
전공과목의 세부기준을 밝히고 있으며 , 제 6조에서는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을 밝히고 있다 . 제 6조에서 밝히고 있는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교사(2급) 교직이론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교직이론

최저이수기준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위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이수기준은 기존에 7개 과목이 필수적인 형
태로 되어 있던 것이 9개 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선택적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이
러한 교원자격과 관련된 법규는 교원자격과 관련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
한 과목과 이수학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
를 두고서 하위 법령에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 교직과목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분석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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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
(제21조제2항)

→

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 교원의 자격

- 자격증 표시과목
(제4조)
- 무시험 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
준(제19조)

→

교육과학기술부령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제
12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
․
․
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
을 위한 세부기준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
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

[그림 1] 교원자격 취득 관련 법령 체계

교원양성 체제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하위법으로 갈수록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따라서 이들 사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 이들 규정
사항에 위반한 경우는 교원 자격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교원 자격과 관
련해 이렇게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
였을 경우 ,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종국적으로는 그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3. 각 대학별 운영 사례
가 . 법규와 다르게 편성하거나 중복되어 편성된 사례
여기서는 우선 새로이 개정된 교원자격의 세부이수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8년도 입학생까지 교직에 관한 이론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 소
개하고 , 교원자격의 세부이수 기준이 개정된 2009년도 이후 입학생에 적용되는
B 대학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들 대학은 개정되기 이전이나 개정된 이후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범계열에 한정되고 있다 . 비사범 계열에서는 교
원자격 세부이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2008년도 입학생까지 적용되었던 기존의 교원자격의 세부이수 기준과 다
르게 편성되어 있는 A 대학의 사례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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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 대학교의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사례
영역

법규상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최저이수
학점

A대학 교직과목

최저이수학점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① 교육사상사
교육사회학원론
교육과정원론
교육행정학원론
② 생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①에서 2과목(6
학점) 이상과
②에서 1과목(3
학점) 이상

※ 본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존의 교원양성 세부기준에서는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을 개설하지 않
는다면 , 교직과목은 7개 과목 (14학점 이상 )으로 되어 있으며 , 이들 과목은 실질
적으로 필수적인 교과로 되어 있다 . A 대학에서는 교직과목에 대해 하위 영역
을 정하여 제한적인 선택권을 주면서 총 3과목 (9학점 )으로 규제하고 있다 . 과목
당 3학점으로 배정을 함으로써 9학점이 된 것이지 , 이를 2학점으로 본다면 , 6학
점에 불과한 실정이다 .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은 최소 이수학점으로 규
정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 교육과정학의 경우는 필수적 성
격에서 선택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있는 것이다 . 관련 규정에서는 교육과정학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 교원자격이 부여되지 않게 되는 것과 A 대학 운영 사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 비사범계와 달리 , 보다 많은 학점을 부여하는 것
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 최저이수학점을 위반하고 , 보다 적은 학점을 이수하도
록 한 것은 무시험검정의 방법에 의한 교원자격의 취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 개정된 교원자격 취득 세부기준 (2009년도 이후 입학자에 적용 )에 따
라 편성되어 있지만 , 편성한 내용이 기존 과목과 중복이 되고 , 운영하는 방법에
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B 대학의 사례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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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B 대학교의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사례
영역

법규상 교직과목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최저이수
학점

A대학 교직과목

최저이수
학점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교재론*
-교수․학습론*
-수업분석 및 평가*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2009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교원자격 세부기준에 의하면 , 교직이론
에 해당되는 과목이 증가하였다 .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분리되었
고 , 생활지도 및 상담은 신설된 경우이다 . 그래서 총 9개 교과가 명시되어 있다 .
B 대학교의 경우는 사범대와 비사범대의 교직이수가 다르게 되어 있다 . 비사
범대의 경우는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 9개 과
목을 그대로 제시하여 7개 과목 이상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
러나 사범대학의 경우는 법규에 명시된 과목 이외에 3개 과목이 추가되어 있다 .
이 3개 과목이 9개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학과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라 , 그
이외의 학과의 요구에 의해 편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이들 과목은 교육과정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평가에 취급하는 내용이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
또한 각 교과 분야의 필요에 의해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그릇되게 운
영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나 . 교육과정 과목을 전공에서 개설을 시도한 사례
교직이론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 가운데서 교육과정 과목을 사범대학교 각 교
과별 교육에 해당되는 학과에서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B 대학에서 있었다 . 이
경우는 2010년도 제 2학기에 있었으며 , 개강이 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이 인지되
어 ,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 경우이다 .
교직이론을 전공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개요는 다음과 같다 . B 대학은 교육과
정 과목을 1학기에는 비사대 학생을 위해 개설하고 , 2학기에는 사범대학에 개설
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2학기 사범대학에 개설하는 분반의 수는 ○ 개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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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어 있다 . 교육과정은 ‘가 ’ 학과에서 이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
을 부여하고 있다.
‘가 ’ 학과에서는 교육과정 과목에 대해 ○ 개 분반으로 개설을 하였다 . 그런데
개강이 되고 난 뒤 , ‘나 ’ 학과에서 ‘나 ’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였고 , 담당 교수 역시 ‘나 ’ 학과의 전임 교원으로 배정하였다 . 교과목 코드
는 □□○○ 으로서 교직과목에 해당되는 고유 코드를 사용하였다 . 수강 대상자
는 총 25명으로 되어 있으며 , 21명의 ‘나 ’학과 학생 , 1명의 비사대 학생 , 3명의
사범대 타 학과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 강의 시간은 월요일 오전 ○○ 시 ○○ 분
부터 100분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강의계획서는 교수목표 , 강의 개요 , 주교재 , 평가방법 등이 제시되고 , 주별 강
의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 여기서 교수목표는 ‘나 ’ 학과의 교과 교육과
정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기술되었고 ,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나 ’ 학과의 교과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재로 되었다 . 주별 강의 계획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들 사항이 제시되었다 . ○○ 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강의할 수 있도록
총 15주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다 .
교원자격 세부이수기준에 의한다면 , 이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이 되어 ,
‘가 ’ 학과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 이의 제기가 수용되었다 . 그래서 강의가 시작되
면서 , ‘가 ’ 학과의 전임 교수가 교육과정 강의를 맡았고 , 강의계획서와 교재 등의
전반적 사항을 새로이 전산입력하여 교육과정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이 사례에서 논의되는 것은 교직이론에 대한 과목을 각 교과별 교육을 담당하
는 학과에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일차적 문제가 되는 것이
며 , 다음으로는 외형상 교육과정이라는 강좌명으로 개설하고 , 실제로는 해당 교
과 교육과정을 강의한 것으로 교직이론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할
수 있느냐에 있다 . 이에 대한 검토는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위상의 법규
와 관련된 규정에서 검토를 행하기로 한다.

4. 일본의 교원양성 과정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은 각 나라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래서 각 나라별 교원양성 과정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 교원자격과 양성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교직과목과 교육과정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일본에서 교원
자격의 직접적 관련 법령은 교육직원면허법과 동법 시행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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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육직원면허법 ’은 1949년 5월 31일 법률 제 147호로 제정되었으며 , 여
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가장 최근 개정된 2008년 (平成 20年 6月 18日法律第 73號 )에
제시된 내용이다 . ‘교육직원면허법 ’ 제 5조에서는 보통 면허장의 기준으로서 별표
에서 아래와 같은 기초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장을 수여함을 밝히고 있다.
<표 5> 일본의 각급학교 교사 자격 기준
제1란

제2란

제3란
대학에서 습득해야 하는 최저 단위수

면허장의 종류

교과 또는
교과에 관한 교직에 관한
교직에 관한
과목
과목
과목

소요자격

기초자격

소학교 교사

1종 면허장

학사학위를 가지는 것

8

41

10

중학교 교사

1종 면허장

학사학위를 가지는 것

20

31

8

고등학교 교사

1종 면허장

학사학위를 가지는 것

20

23

16

※ 비교의 편의를 위해 유치원교사, 특별지원학교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으
며, 소요자격 부분에서도 단기대학사의 학위에 해당되는 2종 면허장, 석사학위를
가지는 전수 면허장에 대한 사항 역시 제외되었다.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에서는 교원에 대한 최소 자격과 이수학점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 여기서 제시하는 ‘교육직원면허법 시행규칙 ’
은 2010년 (平成 22年 3月 31日文部科學省令領第 9號 )에 개정된 성령이다 . 교직과목과
관련된 사항은 동 규칙 제 6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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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 교원면허장 수여기준으로 교직과목 중 교육과정 단위 수
최저습득단위수

제1란

제4란

교직에 관한 과목

우항의 각 과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

교육과정 및 지도법에 관한 과목
-

교육과정의 의의 및 편성의 방법
각 교과의 지도법
도덕의 지도법
특별활동의 지도법
교육의 방법 및 기술(정보기기 및 교재의 활용을 포함)

소학교 교사(1종 면허장)

22

중학교 교사(1종 면허장)

12(6)

고등학교 교사(1종 면허장)

6(4)

1) 제2란은 교직의 의의 등에 관한 과목, 제3란은 교육의 기초이론에 관한 과목, 제
5란은 종합연습, 제6란은 교육실습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
며, 이수단위 수는 다르게 되어 있음.
2) 면허장의 종류로 1종은 학사학위를 가진자를 말하는 것임.
3) 동 시행규칙 비고란의 부가 설명에 해당되는 내용
- 비고 2호: 교육과정 및 지도법에 관한 과목은 ‘학교교육법시행규칙(쇼와22년
문부성령 제11호) 제25조에 규정된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동령 제54조의 2에
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동령 제57조의 2에 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
령 또는 동령 제76조에 규정된 유치원 교육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부합하는 포
괄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 비고 제17호: 괄호 내의 숫자는, 면허법 별표 제1 비고 제9호의 규정을 적용받
는 사람이 습득해야할 단위 수라고 한다.

여기서 제시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 각 교과별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 일반적인 사
항에 대한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갈수록 이수학
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어 있다 .

Ⅳ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위상
1.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내 교육과정의 위상
교원양성을 위한 체제에서 교육학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으로 구분되어 있
다 . 여기서 교과내용학은 기초학문분야의 대학과 중복되고 있어 , 사범대학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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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에서 확인이 된다 . 교육과정학의 위상을 살펴보는데 ,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두 영역에서 고찰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있다.
우선 교육학 내에서의 교육과정학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교육학의
학문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아직까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점에서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제를 형성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이다 . 다만 여기서는 여러 학자가 제시하는
사항을 고찰하면서 , 교육학 내에서 교육과정학이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이종각은 교육학 논쟁 (1994)에서 교육학의 분류와 체계
성 논쟁에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황정규 (1998)는 교
과교육학의 내용과 탐구방법에서 교육학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 교육학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여기서는 교과교육학과의 관계에서 교육과정의 위
상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 황정규가 제시한 교육학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
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교육학의 이론 모형은 총 4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 제 1층은 교수이론 , 제 2층은
상황이론 , 제 3층은 교육적합성 이론 , 제 4층은 주변학으로 구성하고 있다 . 여기서
교육과정론은 제 1층의 교수이론에 해당되며 , 교육학에서 가장 중핵적이고 기본
적인 중요성을 가져야 할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그 이유는 교수이론은 교사 내용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교육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
이다 . 교수이론에는 교사 교수행동이론 , 교과이론 , 학생 학습이론 ,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며 ,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교과 이론에 해당된다 . 황정
규는 교과이론은 교육학의 전통적 맥락에서 보면 , 교육내용이 선택 , 조직 , 형상
화에 관한 것을 주된 문제로 하는 ‘교육과정론 ’, ‘지식의 구조 ’ 등이 그 예가 됨
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둘째 , 교과교육학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 . 교육과정학과 교과교육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 차호
일 (2000)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간의 위상을 정립하는 논문에서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 교과교육학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이들 설명에서 , 교과교육
학을 교육학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입장 , 교과내용학의 하위 영역으로 보는 입
장 , 독자성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 결론적으로는 교과교육학
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교과교육학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면서 교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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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정에서 교과의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는 것에 대해
검토한 연구가 있다 . 이 연구에서는 교사는 교과의 지식만이 아니라 , 교과에 대
한 포괄적 지식과 교육일반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이돈희 ,
2003; 강현석 , 2006). 여기서 연구된 성과를 교육과정에 한정해 논의한다면 , 각
교과에 한정된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그 교과의 목표 설정과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하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 해당 교과 영역
이 전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교육목표와 내용의 관계 등을 포괄적으
로 연결짓는 활동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육학의 학문적 체계나 교과교육학의 위상과 관련한 내용에서 볼 때 , 교육과
정의 위치는 단순하게 교육의 3주체와 관련하여서도 이해가 가능하다 . 교육활동
은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교육내용을 매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들 3요소 가운데 가르치는 자는 교수에 해당되고 , 배우는 자는 학습에 관련이
된다 . 교육내용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상태로 존재하는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 따라서 교
육과정은 굳이 학문적 체계를 논의하지 않더라도 , 교육활동의 중심적 위치를 점
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교과교육 분야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교육활동의 3주체로서 교육과정은 종국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교과라는 형태
로 나타나고 있다 .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 기존의
교과의 지위 하락이나 시수 감축 등에서 일반 교육과정과 갈등 관계가 나타나기
도 하고 , 그 내용 자체의 변화 요구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 특히 일반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적 측면을 각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
할 경우의 갈등 소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전개하다 보면 , 교육내용의 중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 교육과정은
개별 교과나 특정 학습 영역에서의 연구를 행하는 분야는 아니다 . 일반적인 수
준에서 모든 교과를 통칭하는 교육내용의 실제의 개선과 처방에 관심을 갖는 것
이다.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제
공하고 , 각 교과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각 교과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를 행할
수 있다 . 그러나 각 교과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의 범주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교과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교과의 성격에 따른 내용을 구조화하고 , 이를 가
르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제기
하는 것은 각 학문 분야별 협소한 의미에서의 자기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주
장하는 것이다 . 그러나 이들 교과 영역이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재구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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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어렵다 . 교과의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특정한 세부
전공 영역의 교육과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 이는 일반교육
과정학자와 교과 교육을 전공한 학자들 간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야 할 일인 것이다 . 비록 앞서 교육학의 위상에서 교과 교육학의 독자성과 성립
가능성을 논의하지만 , 실질적으로 교과교육학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과정학자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 교육과정학은 이
러한 각 교과에 해당되는 사아의 조정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야하는 것이다 . 이러한 관계를 볼 때 , 교육과정은 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중심 분야를 이루면서 , 교과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시
각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2.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위상
국가 교육과정은 초 ․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

통적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것에 있다 . 국가 교육과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 총론은 여

럿으로 나뉘어져 있는 교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과 각 교과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각 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윤병희 외 4, 1991: 16-17). 각론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각급학교 교육목표 , 편제와 시간 (단위 ) 배당 , 교

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론에 제시된 이들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교육과정의 구성방향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방
침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이들 사항은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교육과
정의 정책 변화를 통해 길러야 할 인간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망을 밝힌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 2008: 97). 여기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기본법 제 2조
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며 , 구성방침은 이러한 인간상
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들 사항은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드러낸 것
이다 . 이러한 것은 일종의 교육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초 ․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각급학교의 교육목적을 구체화하고 , 각급
학교 교육목표를 제시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 이들 사항은 다시 각 교과
별 성격과 목표에 반영되고 , 더 나아가서는 교과목표나 학년목표 , 단원목표 , 수
업목표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교과 편제와 시간배당에서는 보통 교육 단계에서 배워야 할 교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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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설정과 더불어 , 각 교과에 해당되는 적정한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 여기서
는 이 외에도 연간 수업 일수와 연간 수업 시수 , 연간 수업 시수 등에 대한 사

항이 정해져 있다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에서는 국가와 지역 및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론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 현행 국가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로

성격 , 목표 , 내용 , 교수 ․학습 방법 , 평가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

각 교과별 성격은 해당 교과를 학습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으며 , 목표에서는
해당 교과의 성격과 총론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 진술되
어 있다 . 그리고 내용에서는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선정되고 , 학
년 체제에 따라 조직되어 있다 . 방법과 평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르칠 때 , 적절
한 방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의 주요 내용의 전반적 사항에 의하면 , 총론에
제시된 이러한 사항은 각 교과를 운영하고 ,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가 담겨져
있다 . 총론은 각론의 기본 방향과 그 외형적 틀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이러한 기본 틀의 범주 내에서 각 교과별 교육과정은 편성되고 운영되
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 유
기적 연계성을 지니고 일관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 각론이 각 교과별로 구성
되고 있지만 ,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야 하고 , 구성 방침
등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이를 구현
할 수 있는 목표와 이에 따른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원래 의도
를 충실히 교육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 연계성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 항상 총
론과 각론의 괴리의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 총론과 각론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
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구축하여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 현실
적으로 각 교과의 입장을 경시하기는 어렵다 . 그렇다고 해서 교과별 입장이 너
무 강조되면 , 시대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 이는 결과적으로 학습자
의 학습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 따라서 총론과 각론의 연계를 위해 일반
교육과정의 총체적이고 거시적 안목과 더불어 교과 교육과정의 전문적 내용과
방법 등이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3. 법적 규정에서의 교육과정의 위상
교원자격검정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으로 크게 구분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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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 전공과목에서는 교과교육학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교원
자격 관련 법규에서는 교육학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실
정이다 . 교원자격검정령 등의 관련 법규에서는 교육학 분야와 교과내용학 (교과

교육학 포함 )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에서 제 3조에서는 전공과목의 세부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 제 6조에서는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조문을 달리하
여 규정하는 것은 이들 학문 분야의 성격이 다르고 , 별개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 반면 , 교과교육학은 교과내용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 3조 제 3항에서는 전공과목 내에 교과교
육 영역을 8학점 (3과목 )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 4항에서는 교
과교육 영역에서 교과교육론과 교과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
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제 6조에서는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 6조 제 1
항에서는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별표 2]에 의한다고 하여 , 교직이론 , 교
직소양 , 교육실습을 포괄하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 제 6항에서는 사범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교직이론에 해당되는 과목을 교육학의 하위 학문 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할 때 , 교직과목은 교육학
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 구체적인 교과목은 교육학의 하위 학문 영역을 뜻
하고 있다 . 이들은 앞서 논의한 교육학의 학문 구성에 제시된 교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구분에서 교직이론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은 교육학의 하위
분야를 의미하고 ,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 말하는 각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다 .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자격검정업무 관련 추가 지침의
형태로 유권 해석한 공문의 내용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 교원자격검정업무 관련
추가 지침은 교원양성연수과 -1838(2008.6.27.)로 안내된 것이다 .
이 공문에서는 일부대학이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예비교원을 양
성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기준과 다르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교원자격검정업무 관련 추가지침을 요청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신을 한 것
이다 . 추가지침으로 안내한 내용 가운데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과목의 이수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과목의 이수 : 교직이론과목은 교육학의 하위
과목으로서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운영할 수 없음. 교직이론과목을 각 학
과에서 운영하는 경우 (예 . ‘교육과정 ’ 과목을 ‘수학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수학교육과에서 이수한 경우 )에 ‘수학교육과정 ’ 과목은 전공 50학점 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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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교육영역 8학점에 속하는 과목이며 , 교직이론과목 14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가 지침에 내재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첫
째 , 교직이론으로 설정된 영역은 교육학의 학문 분야를 의미하는 것이다 . 둘째 ,
교육과정은 교육학의 하위 학문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 셋째 , 교육학과 교과교육
학은 구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넷째 ,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과 다른 것
이며 , 이는 외형적인 명칭뿐만 아니라 , 내용적인 면에서도 교과 교육과정과 다른
성격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다섯째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주체에 대한
통일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과 추가 지침에 의하면 , 교직과목에 해당되는
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 교육과정은 이들 영역 중의 하나가 되
는 것이다 . 또한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을 편성하고 운영할 경우 , 이는 각 교과별
교육과정과 달리 ,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 따라서 교
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각 교과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 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법규에서 교육과정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과 달리 별개의 독
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Ⅴ. 결 론
교원양성에서 학문적 배경에 따라 , 일반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거나 각
교과별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 이들 각 주장은 교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 교과 교육과정 , 교과 내용 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다 .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교육 대상자로서 학
습자의 인간적인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함에 있다.
학습자의 인간적인 성장이나 발달을 위해서 교사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또한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방법 역시 적절하게 동원되어
야 한다 . 그래서 해당 교과 지식을 조직해 놓은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충
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 개별 교과 차원에서 보면 , 이러한 논
리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고등교육기관의 사범계열 대학의 모든 전
공 분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 문제는 복잡하게 된다 .
10여개 이상이 되고 , 기초 학문 분야까지 포함한다면 , 수십개가 되는 교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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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다 . 학습자의 학업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 학
교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 그렇게 보면 , 각 교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교과 이기주의로 비추어질 수 있다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장된 것이 결국에는 학습자의 학업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 필요한 학습
내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 모든 교과를 학습해야 된다는 학업
부담은 학습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된다 .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는 각 교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 개별 교과를 조정하고 ,
전체적 시각에서 교과 영역과 내용 영역에 대한 조망도 필요한 것이다 . 이를 위
해서는 일반적이고 ,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요구되는
것이다 . 그래야만 교사는 해당 교과의 위치와 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교원의 전문성은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이해와 더불
어 교육을 보는 전체적인 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균형적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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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사학, 교육철학, 교육과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Ⅰ: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철학의 위상은 무엇인가?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

1. 교원 (敎員 )과 교사 (敎師 ), 그리고 교육철학
우리 교육계에서 교원과 교사는 호환가능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일
반적으로는 교사라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교원은 대체로 법률적인 의미와
함께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 일상어법에
서 이와 같은 구분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다 . 논평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명
칭인 ‘한국교원대학교 ’는 그 중에서도 ‘교원 ’ 개념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 그렇다
고 해서 교사로 상징되는 가치지향적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5)
현재 우리 교사양성대학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교사는 교원인가 , 교사인가 ? 이
질문은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그다지 의미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
지만 , 교육철학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다 . 왜냐하면 교원과 교사라는 개념이 각각 상정하는 교육철학이 다른 것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교원이 ‘공식적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
람 ’을 지칭하는데 비해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직업인 ’임과 동시에 ‘스
승 [師 ]’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거칠게 구분해보자면 전자는 교육
과학적 입장이 주로 반영된 개념인데 비해 후자는 우리 전통을 포함하는 인문학
으로서 교육학의 입장이 반영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승의 날 ’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국면에는 분명히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교
원이 아닌 교사가 등장하겠지만 , 현실적으로 ‘스승의 날 ’에 많은 교사들이 직면

5)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중 하나로 교사교육을 위한 새로운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거
론하는 과정에서 한국교육대학교, 중앙교육대학교, 한국사범대학교 등의 명칭이 한국교원대학
교라는 명칭과 함께 논의되다가 결국 ‘한국교원대학교’로 확정되어 1984년 대통령령 제11382호
로 공포되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우리 대학 과거 20년 미래 20
년』, 개교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4.10.26, 1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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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교육상황 속에는 그다지 보람은 없지만 경제적 대우와 외적 평가가
괜찮은 직업인으로서의 교원이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분석일 것이다.
교사양성대학의 명칭으로 우리가 혼용하고 있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 교원대학
교는 사범 (師範 )이라는 전통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개념과 교원 (敎員 )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 , 그 중간쯤에 위치한 교육 (敎育 )이라는 개념을 각각 전제로 하고
있는데 , 이러한 혼용은 그 자체로 우리 교육철학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발표자 정진곤 교수님 (이하 발표자로 칭함 )의 분석에
서도 잘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 교육철학계가 서양의 교육사상가에 대한 연구
에 치중하면서도 율곡과 다산 같은 한국사상가에 대한 분절된 연구에도 꽤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바로 그 현상이

교육계 전반의 개념 혼용 또는 개념 사용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철학계의 이런 상황은 교육철학이 과연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
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 특히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철학의 위상이 무엇인지
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받아들일 만하다 . 교육학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철학이 어떤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외한인 논평자에게는 물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 오늘
이 자리에 교육학과 ‘상당한 긴장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 교과
교육학 전공자라는 외부인으로서 발표자의 입장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할 따름이다.

2. 교과교육학자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교육철학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이라는 세 영역
의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 이러한 과목군 이외에 교양과목이 또
다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고 교양인으로서의 교사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이 교
양과목의 의미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지만 , 현실적으로는 교육학 과목 중심의
교직과목과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을 포함하는 전공과목이 핵심을 이루고 있
다.
그런데 전공과목에서 교과교육학 과목의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
과교육학과 교육학 사이의 긴장이 형성되었고 , 그 긴장은 전체적으로 정해진 과
목수와 학점 안에서 서로를 겨누는 제로썸 게임 (zero-sum game)으로 확장되고
있기도 하다 . 물론 교과교육학은 전공과목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교과내용학과도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교육학 전공자들에게는 두 영역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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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샌드위치 신세라는 자조섞인 심정이 공유되어 있다 . 교과교육학 전공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근원적 배경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어쩌면 교육학이나 교과내용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교육학
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면서 그 영역을 담당하는 학자들에 의해 촉발된 불
유쾌한 갈등의 산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 . 교과교육학은 ‘교과를 이
루는 학문적 내용을 배경으로 삼아 그 교과의 의미와 성격 , 목표 , 해당 교과지식
의 구조화 및 교수 -학습 방법 , 평가 등을 연구하는 실천적 성격의 학문 ’으로 정
의할 수 있고 , 그 과정에서 당연히 교육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 아니
어쩌면 교과 ‘교육학 ’이라는 명칭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학의 또 다른 영
역 확장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학과 경계를 짓기 어려운지
모른다 . 그런 깊은 관련성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관계 맺기 가능성과 함
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 ’이 빚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기도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보기로 하자 . 논평자의 전공인 도덕과 교육
학 (道德科敎育學 )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학 중에서도 주로 교육철학과 교육심리
학 영역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 ‘도덕교육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
에서 출발해서 ‘도덕을 가르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와 같은 본질적
인 질문들은 교육철학의 관심사와 공유되는 것들이고 , 도덕과교육이 목표로 삼
고 있는 도덕성이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교육심리학 ,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심리학
영역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 발표자의 논의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도덕교육 자체가 교육철학의 연구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 한국교육학회 산
하의 학회인 도덕교육연구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도덕과 교육학과 교육철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훨씬 더 깊은 연계
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문적 연계성은 교사양성대학 윤리교육과의 교과교육학 전공자 채용
과정에서 교육철학 또는 도덕심리학 전공자가 채용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 일정한 경쟁과 견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기본적으로 각각의 학문적 관
심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전공자들이 동일한 학과의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로 활
동하는 일은 서로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
직한 일로 판단된다.
다시 좀 더 원론적인 차원으로 논의를 옮겨가 보기로 하자 . 교과교육학 전공
자로서 교육철학에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우선 교육철학
을 이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관을 철학적 기반 위에서 검토한 후에 재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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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 교육관을 제대로 갖지 못했거
나 편협한 교육관만을 지닌 채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교육학 개론과
교육철학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관을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바람직한 수준의 교육관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런 교육관의 바탕 위에
서 특정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교과교육관도 보다 제대로 형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도덕 교사는 먼저 교사이고 , 교사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이다 . 그런 점에서
교육철학 강의는 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자신을 포함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고자 노력해보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기를 기대
하기도 한다 . 물론 이러한 기대는 교양과목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겠지만 , 교
육철학을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인간과 교사 사이를 매개하는 어떤 연결고리에
관한 심화된 숙고의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이러한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을까 ? 교수의
강의 자체가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그와는 비교적 다른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용
자세와 능력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 교육철
학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사
를 발견하는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없지는 않다는 점에서 , 또 현재의 교육철학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대로 접할 수 없
다는 점에서 섣부른 평가는 자칫 진실을 매도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철학 강의를 듣고 자신의 교육관과 교사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
는 인간관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교사가 드물다는 현실 자체
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왜 그런 것일까 ?
여러 차원의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차원의 논의는 있는 것 같다 . 그 하나는 교육철학 자체
의 수준이나 성과와 관련된 차원이고 , 다른 하나는 교육철학이 가르쳐지고 있는
교사양성대학의 상황이나 공립학교교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임용시험에서
교육학 과목의 위상과 관련된 차원이다 . 발표자는 이 두 차원에 고루 관심을 보
이면서 비교적 균형잡힌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는 교육철학이 우리 교육의 이념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제반 논의를
포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위의 기대로 대신하기로 하고 , 이제부터는 주로
두 번째 차원의 논의와 관련된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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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철학의 현실적 위상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발표자는 교사양성과 선발 과정에서 교육학을 축소하라는 교과교육학자들의
요구를 각각 교사양성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교사 선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
절한 능력요소로서의 교육학적 지식의 한계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 그러한
요구를 하는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교과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요
약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노량진 대학 ’이
나 교사양성대학의 특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이고 , 과연 그런 모습이
교사 양성과 선발의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표자도 충분히 유의하고 있는 것처럼 , 교과교육학과 교육학 사이의
긴장은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다 . 각 교과를 전제로 하는 교과의
이념과 성격 ,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학문
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에서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문제는 교과 (敎科 )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선행 논의를 요구하고 , 이
논의는 다시 교육의 성격과 본질을 바라보는 교육관 또는 교육철학의 문제와 긴
밀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 그렇게 보면 교과교육학과 교육 (철 )학 사이에 엄격
한 경계선을 긋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단지 논의의 출발
점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교과를 중심으로 하여 운영되는 학교 교육의 상황 속에서 교과
교육학에서 출발하는 교육관과 교육철학에서 출발하는 교육관은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메타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협력적 성격을 지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전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 교육철학과 교과교육학은 교
사양성과정에서 당연히 함께 가르쳐져야 하는 분야 또는 영역이 된다 . 이제 문
제는 과연 그 각각을 어떤 비중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와 관련된 현실적 논의로
이어진다 . 대체로 140학점 내외의 전체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어
느 분야의 확대는 다른 영역의 축소로 이어지고 , 현실 교육과정 논의의 장은 이
러한 영역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 학문적 영역 확대를 향한 열망이나 학
문후속세대를 위한 배려 등을 고려해볼 때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지만 ,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의 삶이 생멸 (生滅 )과 진여 (眞如 )의 두 차원에 걸쳐 있고 이 두 차원은
서로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둘도 아닌 불이적 관계 (不二的關係 )를 맺고
있다는 불교적 사유나 , 이 (理 )와 기 (氣 )가 모두 필요하다는 조선 성리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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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구조 속에는 현실과 함께 우리 삶의 이상적 지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열망
이 강하게 담겨 있다 . 생존을 중심축으로 삼아 살아가는 동물로서의 속성도 지
니고 있는 인간에게 그 생존 이상의 진리 또는 다르마 (dharma)를 지향하는 고
유성도 동시에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 , 그 진리의 추구를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학자들 사이의 담론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발표자의 제안처럼 교사임용시험 체제의
변화가 절실하다 . 2차 논술형 시험이나 3차 수업실습 등의 시험은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 선다형으로 교육학과 전공 지식을 평가하는 1차 시험으로 교사
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아무리 선
발이라는 목표가 우선적이고 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
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 그것이 대다수의 교사 지망생들로
하여금 엄청난 두께의 교육학이나 부실한 전공 관련 문제집을 끼고 노량진 학원
가를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게 하는 현실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
한다면 , 각 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서구의 사례를 공립학교에서 즉시 도입하
는 일도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평가의 편의성을 내세워 1
차 선다형으로 임용인원의 200%를 선발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 최소한의 문항으
로 실시하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관련 논술형 평가를 실시해서 두
배수를 뽑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바탕 위에서 수업
실기 능력과 함께 논술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관과 교과지식 내면화 정도
를 재확인하는 방식의 시험을 추가한다면 ,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학과 교과교육
학 강의는 훨씬 더 심도있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울러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철학의
위상과 관련된 짧은 제안이다 . 교직과목 내에서 교육철학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 유독 문사철 (文史哲 )이 통합되어 있었던 우리의 학
문 전통에 따른 것인지 교육사와 합해져 있는 교육철학은 기껏해야 임용시험 교
육학 과목에서 40문항 중 3문항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 문제는 어쩌면 교육학계 안의 세부 영
역 다툼의 결과이거나 , 교육학에서 교육철학을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
는 듯한 우리 교육학계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구체적인 교과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교과교육학이 상당 부분 교과의 성격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배경 , 학습자의 이해와 교수학습 및 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
로 설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교육철학의 고유한 영역은 오히려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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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각 교과를 전제로 해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특정
과목의 교사이기 이전에 교사이고 인간이라는 우리의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 자
신의 삶의 의미 지향과 그 연장선상에서의 교육이라는 과업의 위상 정립 , 더 나
아가 생멸과 진여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교육관 등을 형성하게 하는 데는 교육철
학의 역할이 크고 넓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교육철학 과목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교
육사상가나 교육사조 위주의 강의 방식 보다는 교육이라는 주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함 ’이 가능한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맥락들을 추려볼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을 갖추게 하고 ,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실천 속에서 살아있는 주
제로 견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교육철학 과목은 또 교육철학 담당 교수들은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주문을 감히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마치
고자 한다 . 그렇지 않으면 김나지움 교장을 역임한 철학자 헤겔 (F. Hegel)의 경
고와 같이 교육철학 과목을 들은 사람이 ‘교육철학 ’에 대한 막연한 반감만을 간
직한 채 교사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 91 -

제1주제 토론(김재춘)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사학, 교육철학, 교육과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Ⅱ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평가의
위상”에 대한 토론
김재춘 (영남대학교 )

1.
교육학의 하위영역인 교육철학 , 교육사 , 교육평가가 교원양성과정에서 차지하
는 위상과 가치를 밝히는 것은 참으로 난해한 작업이다 . 특히 이런 작업은 이전
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사유 또한 필요로 한다 . 세
분의 발표문은 각 분과학문의 성격과 발표자의 개인적 스타일을 반영하여 이 문
제를 참신한 시각에서 잘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 . 적어도 토론자에게는 교육철
학 , 교육사 , 교육평가를 교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왜 배워야만 하는가가 매우 설
득력있게 다가왔다 . 이런 의미에서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매우 성
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2.
교육철학의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 정진곤 선생님께서는 교육철학적 지식 또는
임용고사문제가 교사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기
출 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 발표자의 주장처럼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는 것 ’와 ‘행하는 것 ’ 사이의 괴리 문제를 고민해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훌
륭한 교사가 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 발표자는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 교육학 시험에 반대하는 교과교육전공 교수나 정책담당자들
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를 자문하면서 교육철학연구에 대해 반성하고 대
안을 탐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발표자는 현행 임용고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평가문항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지필고사위주의
교원임용방식에 관한 비판임을 지적하면서 교육학자와 교과교육학자가 제로섬
게임이 불과한 ‘영역쟁탈전 ’을 벌이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
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교사를 길러내어 임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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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
교육사의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 한용진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패러
다임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성적 사고능력을 지닌
전문가로서 교사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 이런 교사는 지식 , 기능 , 태도를 지닐
것이 요청된다 . 즉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학생 등에 대한 충분한 ‘지
식 ’을 습득하고 ,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 ’을 지니며 , 자기 스스로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게 , 그리고 헌신적으로 , 또한 반성적으로 살아
가는 ‘태도 ’를 지녀야 한다 . 발표자는 더 나아가 교원양성과정에서 기대하는 교
원전문성 기준과 교원임용고사에게 요구하는 교직공통과목으로서의 교육학 자격

기준에 비추어 교육사 교육의 필요성을 분석 ․논의하였다 . 교육사 교육은 인문
주의적 가치를 통해 교사의 시대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기능주의적 가치를 통해 교원양성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주장
하였다 . 발표자는 교육학 기초과목에 해당하는 교육사가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교육평가의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 김성훈 선생님께서는 장상호 교수의 ‘수도
계 ’와 ‘교육계 ’의 세계 구분을 원용하여 교육력을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역
량 ’과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역량 ’을 합한 합성력으로 재개념화하고 , 교육력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 상의 능력 향상 (즉 ‘수도계 품위 ’
의 향상 )과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역량의 향상 (즉 ‘교육 품위 ’ 향상 )을 함께 추
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교육조형 ’ 기능을 지닌 교육평가가 교원의 교육력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과지도 , 비교과지도 , 기타업무 영역 등에서 ‘수도계
품위 ’와 ‘교육 품위 ’의 전문성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함을 규범적 차원 뿐만 아니
라 실제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 이러한 논의를 바탕삼아 발표자는 ‘수도계 품위
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 ’과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 ’
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교육평가 전문성 육
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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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의 발표자들은 교원양성에 있어서 교육학의 하위영역인 교육철학 , 교육
사 , 교육평가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진곤 선생님의 발표문 서두에서 언급되었듯이, 1)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2) 일부 대학에서 교육학과에서 담당해 왔던 일부 교직과
목 (교육과정 , 교육평가 등 )을 영어 , 과학 등의 교과교육학과에서 담당하도록 하
는 변화로 인하여 3) 교육학이 ‘학문적 위기 ’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
를 다루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교육학회의 연차학술대회의 주제가 선정되었다.
따라서 발표글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토론자의 생각에 발표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서 문제해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의식으로 충만한 발표문이
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발표글들이 교육학의 ‘학문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앞에서 제시된 1)과 2)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
적으로 논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6.
토론자는 세 분의 발표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하기보다는 앞의 3)에서 언급된 교육학의 ‘학문적 위기 ’에 대해 교육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견을 간략히 피력하고자 한다 . 첫째 ,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
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타당한가 ? 둘째 ,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7.
첫째 ,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타당한가 ? 이 질문에 대
한 토론자의 대답은 예스 /노 (yes and no)이다 . 교육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주저없이 ‘예스 ’ 라고 답할 것이다 . 그러나 교과
교육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한 것과 비슷한 강도로
‘노 ’라고 답할 것이다 . 이른바 ‘논리적인 시고 ’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 토론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가
득찬 우리의 ‘학문과 삶 ’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맥락 /위치가 더 근원적이며 일차
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자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대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 . 현행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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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교육학 임용고사가 훌륭한 교원양성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
에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지 말자는 의미에서 교육학자들의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하자 ’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 그러나 교육학을 더 잘
가르치려는 문제의식이나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의식이나 목적에서 ‘교원임용고
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하자 ’는 교과교육학자들의 주장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 왜냐
하면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 ’하면 교육학의 성격에 충실하게 교육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면 , 동일한 논리로 ‘교원임용고사에서 교과교육학 (여기서
교과교육학은 ’교육내용학 +교과교육학 ‘을 의미 )을 배제 ’하면 교과교육학의 성격
에 충실하게 교과교육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 이에 대해 교과교육학
은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는 교육학과 달리 주관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교육학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 교육학 시험을 교과교육학 시험처럼 주관식으로
출제하는 것은 왜 우선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가 ? 이쯤되면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하자 ’는 주장은 학문의 성격에 따른 ‘교육학적 논리 ’의 문제라기보
다는 임용고사의 ‘실행과 비용 ’상의 문제로 성격이 달라진다 . 공통시험인 교육학
을 주관식으로 출제할 경우 그 많은 답지를 어떻게 단기간에 채점하며 , 그 천문
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이러한 ‘실행과 비용 ’의 문제는 목하 논의
되는 학문적 성격의 문제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 버린다.

8.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하고 교과교육학만 시험을 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고실험 ’을 해보자 . 첫째 , 교육학을 임용고사에서 배제하면 교육학이
시험의 구속에서 벗어나 교과의 성격에 더 충실하게 가르쳐지고 배워질 수 있을
것인가 ? 아니면 교육학은 수험생인 예비교사들의 관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잊혀질 것인가 ? 불행하게도 토론자에게는 후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
인다 . 전자의 현실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 ’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교육학자들의 생각을 더 추적해보자 . 교육학은 임용
고사 대신에 ‘내신 ’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을 잘 받으려고 대학강의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 이러한 가정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 토
론자도 이런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한시적으로 교육학 강의에 좀더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본다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예비교사들의 교육학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 교원의 역량은 곧 교과교육학의 실력으로 환원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다 . 왜 그런가 생각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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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김재춘)

1) 우리 모두 ‘평가 /시험의 교육과정 협소화 ’ 기능이나 현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이론이 뭐라 말하든 간에 현실에서는 ‘꼬리 ’인 평가가 ‘몸통 ’인 교육의 전
과정을 뒤흔드는 현상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였다 . 교육평가는 진정으로 시험보
는 과목과 내용이 중요하고 , 시험보지 않는 과목과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조
형기능 ’을 놀랍도록 확실하게 발휘한다 . 우리는 수능을 통해서 , 국가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해서 , 그 밖의 수많은 평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해
서 시험보는 과목 /내용은 중요하고 시험보지 않는 과목 /내용은 중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 그래서 교원양성교육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시험보는 과목 /내용 중심으로 흘러 갈 것이다 .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학생들이 체감하는 수준에서는 ) 교과교육학 중
심으로 협소화 될 것이다.
2) 교육학을 시험보는 대신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안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교육학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 대입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의 이중
성이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첫째 , 교원양성기관간에 엄연
히 존재하는 투입조건 (특히 입학생의 수능성적 )의 차이는 내신 반영 비율을 최
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 둘째 , 임용합격률이 3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수학생의 내신성적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임용시험 합격에 결정적인
요인은 임용고사 성적이 될 것이다 . 셋째 , (특히 중등의 경우 ) 임용고사 수험생
의 대부분이 재수 /삼수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험생의 관심은 온통 교과교육
학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 이들에게 교육학은 오래 전에 대학시절에 한 번 배운
적이 있는 추억쯤으로 간주되고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학만 공부하면
된다는 불균형적인 ‘위험한 생각 ’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
3) 이런 추정이 틀리지 않는다면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을 배제 ’할 경우 심
각한 부작용이 발행할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왜냐하면 임용고사에서 교
육학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는 ‘단일사건 ’이라기보다는 ‘교과교
육학 과목 시험은 친다 ’는 사건과의 배치 속에 위치하는 ‘관계적 사건 ’이기 때문
이다 . ‘교원임용고사에서 교육학 시험을 폐지하여 교육학의 성격에 충실한 교육
을 복원하자 ’는 일부 교육학자의 ‘순수한 ’ 주장은 교과교육학자들의 ‘교과교육학
시험을 강화하거나 교과교육학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는 주장
과 접속되어 배치된다면 매우 ‘정치적인 ’ 효과를 지니는 주장으로 현실화된다 .
일부 교육학자들이 자신의 주장의 순수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순수한 주장이 모종의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이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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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회학 논의에서 상식에 속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듯이 , 따로 떼어 놓으면
(ab-stract하게 생각하면 ) ‘순수한 ’ 주장도 다른 주장들과 배치 속에 놓이게 되면
(relational thinking하게 생각하면 ) 특정한 정치적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교육학자들이 복합하게 읽힌 정치적인 관계망 속에서 총체
적 또는 관계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 사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교육학의 ‘학문적 위기 ’는 추상
적인 차원의 ‘학문적 위기 ’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교육
답게 할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를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 위기이며 , 부차적으로는 교육 현장 특히 예비교사들의 의식에서 교육학의 위
상과 중요성이 약해지게 되는 그래서 교육학 학문공동체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
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위기이기도 하다.

9.
교육학의 하위영역들이 교원양성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각 전공 분야 그리고 발표자 개인의 스타일을 살
려 좋은 글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각 발표글을 재
밌게 읽었고 ,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준 한국
교육학회에도 감사를 드리며 ,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감사합니다 .

- 98 -

제 2주제 교육평가·교육공학·교육상담 영역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의 위상
김성훈(동국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공학의 위상
김회수(전남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상담학의 위상
김계현(서울대)

토론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교육공학･교육상담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1
노명완(고려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교육공학･교육상담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2
서민원(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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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발표(김성훈)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의 위상:
교육력 재개념화에 근거한 교육평가의 방향
김성훈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 요약 >
이 글은 급변하는 지구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그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은 교육력에, 교육력은 교원의 질에, 교원의 질은 교원교육의 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 아래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교육평가전문성 신장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정범모(2010)의 교육의 방향과 장상호(2005)의 교육의 내재율 개념을 사
용하여 교육력을 수도계 품위와 교육 품위가 작용한 합성된 힘으로 재개념화 하고,
그 개념에 근거하여 교원 전문성과 교육평가 전문성의 개념적 조건을 도출하였다.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평가의 당위적 위상은 교원 전문성의 필수조건이지만, 실천
적 위상은 선택적인 동시에 부분적임을 반성하였다. 그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교육평
가는 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하여 학생평가의 확장과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그 전문성은 신장은 교직과정에서 선택이 아니
라 필수로 이수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1. 교원양성의 가정
교원양성은 국가의 경쟁력의 필수적 조건이다 . 이 주장은 몇 다음의 세 가지
가지 가정에 근거한다 . 첫째 국가 경쟁력은 교육력에 의존한다 . 둘째 , 교육력은
교사의 전문성에 의존한다 . 셋째 , 교육력은 하나의 생명력으로서 자율조정기능
을 한다 .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 교원양성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과제인
셈이다.
1) 국가경쟁력은 교육력에 의존한다 .
앞으로의 지구촌은 점차 빠른 속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Cialdini(2007)는
과학적 지식의 수명은 15년인데 , 그 배가 속도는 8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내다보
았다 (윤미나 , 2008).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예측하는 연구를 지속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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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hCast는 전세계 지식 정보량의 배가 주기가 1900년대까지는 150년이었지만 ,
2020년대가 되면 73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Halal, 2010). 앞으로
수 십년 내에 전개될 지구상의 삶의 주요 변화예측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은 뛰
어 넘는다.
<표 1> 가까운 미래에 예측되는 주요 변화(Halal, 2010)
2020년대

2030년대

-대부분의 인공장기 대체가능: singularity
-30%의 가정이 가사도우미 로봇 보유
-2021년까지 물 수요 중 30%가 담수화로 제공
-2020년 에너지 사용 양 30%가 대체에너지로 바뀜
-나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30%정도 되는 시기 2018년

-2037년 평균수명 100세 도달
-인간 화성 여행

-일본 가상현실tv 2020 상용화 발표
-양자컴퓨팅 2021±5년에 상용화
-2021±9년에 생각하는 컴퓨터 상용화

이상과 같은 예측들은 , 상당한 정도로 연구가 진척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상상을 실현시켜 온 과학사를 전제할 때 , 상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
그러한 변화는 앞으로의 개인적 및 국가적 삶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그
러므로 각 국가는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변화의
고지들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한다 . 더구나 지구상의 인간의 삶은 유비쿼터스 환
경으로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고 ,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 그 환경
에서 각 국가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즉시적이고 즉상황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제까지 접속 (access)이 부의 척도가 되어온 정보사회도 변화에 직면해 있다 .
미래학자들은 정보사회 이후의 고도기술 (high tech) 사회에서는 인구가 부의 척
도가 된다고 내다본다 (Glenn, 2008; 이영탁 , 2010). 인간이 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수가 중요시됨을 의미한다 . 이는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형성하
는 집단지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 보통사람들이 단기간에 일구어낸 위키피
디아가 수십년 간 고도의 지식인 또는 전문가들이 일구어낸 브리태니커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보화 이후의 사회에서는 상상 , 감성 , 창의성이 한 사회의 경쟁력이 될 꿈의
사회 (dream society)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본다 (Jensen, 2008). 꿈의 사회에서는
경제나 상품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성보다는 감성자극이 더 중요시된다 . 구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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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의 의사결정은 정서를 관장하는 대뇌 변연계에서 관장하는 감정에 의해
서 일단 이루어지고 , 그 다음에 대뇌 피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그
리고 그 시기는 상상력과 독창성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간다.
미래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 상상하는 바
가 곧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 그런 점서 앞으로는 기존 지식을 얼마나 아
는가보다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 지를 찾아내는 지식이 , 그리고 기존 지식을 아
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 발상과 열정 및 협동적 참여
가 더 중요하다 . 이러한 점들은 다 인적 자원의 질이 미래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상상력과 독창성은 누구나 타고난다 . 학교교육을 통하여 억눌리는 경향이 있
다 . 즐기면서 배우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 . 결국 점차 물적 자원보다는 교육을 통
하여 형성하게 될 인적자원이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

그렇

기 때문에 각국은 그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세기에 힘을 발휘할 인적 자원을 기
르고자 교육력에 국운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교육력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 .
교원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실천 상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
한다 . 교육과정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는 대부분 원칙적으로 교원이 결정한다 . 한편 , 전체적 방향이나
지침은 상부 교육기관이나 행정가로부터 주어지기도 한다 . 예를 들어 한 학년
동안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 평가는 어떻게 하라는 식의 지침은 교육과정
으로 주어져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지침 속에서도 무한히 다양한 방식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 교사는 여전히 교육실천을 위한 최종적 결정자이
다 . 그러므로 교원은 교육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교원이 교육력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 교원
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학생 )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 존재하며 ,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가지며 , 지속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반성적 실천가 (reflective practitioner: Schon, 1984)로 살아가며 , 그러한 삶
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문가라고 함은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 교원은 교
육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자율
적으로 진다 . 이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는지는 (현실적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 그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윤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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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그가 높은 전문적 자질 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결
정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지로 우리는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 그의 결정을 믿는다 . 그의 전문성
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결정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 우리는 한 교원이 채점
한 논술시험 점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 그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을 의미한다 . 그 이의는 문제의 질일 수도 있고 , 채점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것
일 수도 있다 . 그러나 그 이의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그 교원의 자율
적 판단에 달린 문제이다 . 그러므로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린 문제이
다.
절을 달리하여 서술하듯이 , 교육력은 하나의 생명력으로서 자율조정기능을 한
다고 가정한다 . 그러므로 교육력이 클수록 변화에 스스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 . 그렇다면 , 교육력은 어떻게 개념화되어야 할 것인가 ?

2. 교육력의 재개념화
(1) 교육력의 정의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형성된 교육조직체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명력을 가
진다 .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생명체는 항상성 (homeostasis), 조직 , 에너지 대사
(metabolism),

성장 (growth),

적응 (adaptation),

자극에의

반응 (response

to

stimulus), 재생산 (reproduction) 등의 특성을 지닌다 . 보다 축약된 생명체의 개
념은 자체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 변화 및 그들 자신 내부
상태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조직체 (system)이다 (http://en.wikipedia.org/wiki/Life).
교육조직체 역시 하나의 집합적 생물체라고 할 수 있다 . 그 조직체는 학교일수
도 있고 , 국가 수준의 교육계일 수도 있고 , 기업체 수준의 연수기관일 수도 있
다 . 이들 교육 조직체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집합체이므로 하나의 집단적 생명
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 조직체는 자율조정작용을 한다
는 점에서도 생명체라는 것이다 . 왜냐하면 , 교육조직체의 근간을 이루는 교원들
은 전문가들로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자율적으로 지며 , 그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반성적 실천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교육조직체는 그 정체성

- 104 -

제2주제 발표(김성훈)

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기 위해서 내외부적 환경에 적응하는 자율조정 작용
을 한다 . 적응을 위한 자율조정 작용 여하에 따라서 교육조직체 또한 성장할 수
도 있고 , 사멸할 수도 있다 .
교육조직체가 생명체라면 , 교육력은 바로 교육조직체의 생명력이다 . 따라서
교육력은 그 교육조직체의 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율조정능력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 그 능력이 클수록 우리는 교육의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
의 발전 가능성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교육 자체의 발전이란 교육이
보다 교육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교육력이 크다는 것은 교육과정상의
목적 달성 성과가 클 뿐만 아니라 , 그 성과가 (교육다운 ) 교육이 되도록 하는
자율조정력에 근거한 것임을 의미한다.
‘(교육다운 )’이라는 표현은 개념정의에 불필요하지만 애써 넣었다 . 그 이유는
교육다운 교육과 교육답지 않은 교육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 학교는 분명 교육
적 삶을 위한 생활공간이기는 하지만 , 거기에는 정치적 삶 , 경제적 삶 , 종교적
삶 등 다양한 삶이 중첩되어 있다 . 그러므로 학교가 성취한 결과라고 해서 무조
건 다 교육다운 교육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 훈련
이나 교조 (indoctrination)에 의한 성취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 따라서 교육력
은 성취결과 또는 변화의 크기로써 보여줄 수 있는 힘과 그 성과를 얻기 위한
활동들의 ‘교육다움 ’의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힘의 합성 힘이다 .

달리 표현하

면, 교육력이란 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과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역
량을 합한 합성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다음에 서술하는 바와 같이 교원이
교육력에 기여한다면 , 이는 그의 전공영역의 역량인 수도계 품위와 교육을 교육
답게 하는 역량인 교육 품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력이 합성된 힘이라고 함은 그 둘 중 어느 하나가 크다고 해서 항상 교
육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음을 뜻한다 . 교육다운 교육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취
결과가 크지 않다면 교육력이 크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성취결과가 크
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풍토가 교육답지 못하다면 이 경우 역시 교육력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의 초 ·중등 학교교육의 교육력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모범적 사례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 그러나 PISA 연구 결과에 의하면 , 우리나라는 지적
성취에서는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이지만 , 흥미 , 태도 , 협동 등의 정의적 성취에서
는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 과연 ,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교육력을 충분히 갖
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 그 질문에 쉽게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은
지적 성취 정도만으로는 교육력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달리 표현하면 ,
지적성취만으로는 교육을 충분히 교육답게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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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다움의 조건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조건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학자의
관점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의 답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나 그 방향이나 본질적 속
성에 대한 숙성된 논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 정범모 (2010)의 ‘교육의 방향 ’이나
장상호 (2005)의 ‘교육의 내재율 ’ 개념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
정범모 (2010)에 의하면 교육은 전인적 발달 , 내재적 동기 , 자율적 참여 , 역사적
변화 , 자연과 조화 , 그리고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완전한 교육 등 여섯 가
지의 방향을 을 추구해야 한다 . 그 방향들은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규범적
논리로 간주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일수록 보
다 교육다운 방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조건들은 현행 학업성취도 평
가가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지 , 그리고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
케 한다 . 앞에서 든 예로서 , 지적 성취 위주의 평가는 전인교육 방향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어려우며 , 지적성취가 높지만 정의적 성취가
낮다는 점은 교육력이 크다고 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장상호 (2005)의 교육의 내재율이란 하화자 (교수자 )와 상구자 (학습자 )
간의 상호관계가 교육적 관계이기 위한 일련의 규칙으로서 , 자리 -이타 , 혁신 -보
수 , 존현 -존우 , 순차 -역차 , 자조 -원조 , 자증 -타증 등 6가지를 의미한다 . 이들은
교육삼매에 들 때 맛볼 수 있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근원이며 , 교육적 삶을
다른 정치 , 경제 , 종교적 삶과 구별되게 한다 . 학교에 정치나 경제적 삶이 있을
수 있듯이 국회 , 회사 , 교회에서도 교육적 삶이 있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내재율
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공간에서의 교육과 비교육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
며 , 어떤 성취결과가 진정 교육다운 교육에 의한 것인지 ,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
느 정도로 교육의 자율적 생명력이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자율적 생명력으로서의 교육력의 신장은 바로 교육다운 교육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 왜냐하면 , 앞의 두 학자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 교육은 자율성을
전제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교육다운 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학교뿐만 아
니라 다른 생활공간에서도 교육적 삶의 질과 폭이 신장한다고 할 수 있다 . 교육
적 삶의 질과 양의 확장으로서의 교육발전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되도록 많은 교육적 경험을 자주 그리고 풍부하게 하는 것 (장상호 , 2005:
531)”으로 규정된 바 있다 .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력을 합성 힘으로 개념화할 때 , 교육은 자율조정
능력을 가지며 , 환경의 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 . 그리고 교
육력의 두 차원을 전제함으로써 국가나 개인의 경쟁력도 그 보다 실질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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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교육의 지적 성취는 높지만 정의적 성취나 교육에 대
한 흥미가 바닥이라는 점에서 교육력에는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 결함은
교육다움의 조건 중 전인교육이나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맛보지 못하는 데 있다
는 식으로 진단할 수 있다 . 이처럼 교육다움의 개념이 정교할수록 교육정책이나
실천들이 진정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 교육다
움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담론도 명료해진다.

3.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의 조건
교원양성에 관한 가정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기 어렵다는 주장
을 뒷받침한다 . 이 주장을 연장하면 , 교원의 전문성은 곧 교육력을 좌우하고 궁
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 그렇다면 교원 양성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인가?
교육력은 앞 절에서 보듯이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 . 교육력 향상은 (교과 능력
수준이나 창의성 수준 등과 같은 ) 어떤 교육과정 상의 능력 향상과 교육을 교
육답게 하는 역량의 향상을 충족해야 한다 . 전자를 ‘수도계 품위 ’의 향상으로 부
르고 , 후자를 ‘교육 품위 ’ 향상으로 부르자 (장상호 , 2005). 그러므로 교육력을 향
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교원은 수도계 품위와 함께 교육 품위도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원의 역할을 크게 교과 지도 , 비교과 지도 , 그리고 그 밖의 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는 기타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 교육력 강화
를 위해서 교원은 각 역할에서 수도계 품위와 교육 품위를 동시에 발휘해야 한
다 . 각 역할을 위한 수도계 품위는 서로 구분되지만 , 교육 품위는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 예를 들어 수학과 영어 교과를 지도하기 위한 수학 이론적 지식과 영
어 이론적 지식 , 학생의 인성지도를 위한 성격이나 발달이론 , 행정업무를 위한
행정학 이론적 지식들은 각각 서로 다른 수도계 품위를 형성할 것이다 . 그러나
교원은 각 역할을 위하여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어 의사소통하고 , 그를 동기화하
고 , 최적의 환경에 노출시키고 , 스스로 깨우치게 함으로써 자신도 인정받는다 .
후자에 해당하는 역량이 곧 교육 품위로서 , 이는 모든 역할에 공통적으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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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원 역할과 교육력 증진을 위한 교원 전문성의 관계
교육력 증진을 위한 교원 전문성
수도계 품위
교육 품위

교원 역할
1) 교과 지도
2) 비교과 지도
3) 기타역할(학생지도 외의 모
든 역할, 행정업무 등)

교과 내용 지식
인간발달, 성격, 집단역동, 상담
이론 등
행정이론

이론적 지식 활용
눈높이 맞추기, 의사소통,
학생 동기화, 환경 형성,
깨우침 및 인정받음

4. 교원양성 과정에서의 교육평가의 위상
교육력의 재개념화를 전제하면 , 교원교육은 교원의 수도계 품위뿐만 아니라
교육 품위 향상을 동시에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는 교육평가 전문성 신장에
도 그대도 적용된다 . 그 조건을 전제할 때 , 과연 교원양성 과정에서 교육평가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 실제 위상은 어떤가 ?
1) 규범적 위상
(1) 교육평가의 교육조형기능
교육평가는 교원양성에서 핵심적 전문성 요소가 되어야 함은 교육평가가 교
육을 교육답게 할 수도 있고 ,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교육평가는 교육
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평가는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일반 논리를 넘
어서서 학생평가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수 및 학습방법은 달라지고 , 그 평
가결과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용될수록 더욱 수업과 학습은 그에 종속된다.
“고사 , 고시 , 시험이라는 실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 시험 여하에 따라 사
람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사회의 향방마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정범모 ,
2003, p.12)”는 주장이나 “검사는 몸통을 흔드는 꼬리이다 (O'Connor, 1992, p.
24)"는 주장은 그러한 현상이 보편적임을 시사한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평가
의 교육조형 기능으로 불린다 (김성훈 , 2008).
교육평가의 교육조형 기능은 학생평가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평가에도
적용된다 . 학교평가에서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로 비중이 큰가에 따라서 학교의
투자는 달라지며 , 교원평가나 수업평가가 이해에 영향을 크게 미칠수록 교원의
행동이나 수업은 그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 그리고 교육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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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인 교육풍토 또한 조형된다 . 교육평가가 어떻게 계속되는
가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풍토를 진단한다면 , 교육평가는 주관성보다는 객관성
을 , 협동과 신뢰보다는 경쟁과 불신을 , 전인보다는 지식을 ,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풍토를 형성해오지 않았나 싶다 . 이는 교육평가가 교육풍토 형성을
위한 잠재기능 (latent curriculum)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
교육평가의 조형기능을 전제할 때 , 평가는 조직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
소 (Stufflebeam & Shinkfield, 2007)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 결국 , 교
원의 교육평가 전문성을 어떻게 육성하는가에 의해서 교육력 더 나아가서는 국
가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 교원양성에서 교원의 교육평가 전문성은 어
떤 요소를 충족해야 할 것인가?
(2) 교원의 전문성 충족을 위한 논리적 조건
교원의 교육평가 전문성은 교원의 교육전문성을 위한 논리적 필요조건이다.
교육평가는 교수학습서 요구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 수업이나 특별활동
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
적이든 평가적 판단을 필히 거친다 . 그들의 교육평가 전문성은 당장 교수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육풍토도 조형한다 . 이는 앞에서 개념화된 교
육력은 교육평가 전문성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력 증진을 위한 교원의 교육평가 전문성은 <표 3>와 같이 개념화될 수
있다 . 앞에서와 같이 교원의 역할별로 그의 교육평가 전문성은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평가 전문성과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으로 구성된다.
<표 3> 교원 역할과 교육력 증진을 위한 교육평가 전문성의 관계
교원 역할

교육력 증진을 교육평가 전문성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평가

교육 품위에 근거한 평가

1) 교과 지도

교과 능력 수준 평가

2) 비교과 지도

인성 사회성 수준 평가

(교수학습
․
, 인성, 행정) 프로그

3) 기타 (학생지도 외의

업무 목적달성 수준/효율성 평가

램의 교육 품위 평가

역할, 행정업무 등)

(프로그램 평가)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는 교과 성취도 평가 및 인성 평가 외에 업무
달성도 또는 그 효율성 평가를 포함한다 .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실지로 하
고 있는 평가업무이다 . 그 평가업무는 성취도 평가와 인성 평가를 포함하는 학
생평가 뿐만 아니라 업무 목적 달성이나 효율성 평가로 대표되는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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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포함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이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제 조건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도 교육평가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 학생
평가든 교육프로그램 평가든 , 그 조형 기능을 전제할 때 , 이들 수도계 품위에
근거하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도 할 수 있고 ,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
다 . 이는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는 교육활동이 얼마나 교육다운지 그리고 교육
다운 활동이 얼마나 확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평가는 뭔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판단 활동이듯이 , 교육 품위에 근거한 판단 또한 교육 그 자
체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교육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
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장상호 (2005)가 예시한 질적 평가 질문과 양적 평가 질문
이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것이다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질적 평가질문은 각 교육 경험이 어느 정도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것인지
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달리 표현하면 질적 평가질문들은 교원이 하는 활동
들이 어느 정도로 교육다운가를 가늠하게 한다 . 그러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을수록 그의 교육의 품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양적 질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다운 교육을 경험을 하는지를 평가하
기 위한 것이다 . 양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질적 발전을 전제한다 . 그러므로 양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활동이 우선 질적 질문들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전제는 교육 품위가 낮은 사람
이 교육다운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기 어려운 동시에 , 교육 품위가 높은 사람은
교육다운 교육의 확산에도 기여할 가능성과 당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교육본위적 교육평가 질문(장상호, 2005: PP. 534-536)
질적 질문

양적 질문

첫째,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에 자원해서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가?
둘째, 교육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인가?
셋째, 교육주체가 각각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흥취, 즐거움, 보람을 느끼는가?
넷째, 각자에게 잠재된 상구와 하화의 열정은

첫째, 모든 종류의 수도계에서 교육이 잘 진행
되는가?
둘째, 의도적으로 편중되는 일은 없는가?
셋째, 수도계의 각 품위에서 교육의 수레바퀴
가 얼마나 골고루 돌아가는가?
넷째,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에게만 하화의 기

충분히 발산되고 충족되었는가?
다섯째, 고유한 의미의 상구체험과 하화체험을
할 수 있었는가?
여섯째, 이전의 교육이 이후의 교육에 더 흥미
를 주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는가?

회를 갖게 하고, 여타의 사람은 상구에
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다섯째, 그 결과에 집착하여 높은 품위의 교육
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여섯째, 진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특정 사람들
의 교육을 무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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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품위에 근거하는 평가는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 각 생활공간에
서 교육적 삶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평가하거나 , 교육 외적 삶인 교육 여건이 교
육 발전에 공헌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생활
공간의 대표적 예가 학교이다 . 그렇다면 , 교육 품위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평가
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 이 질문 역시 어떤 평가 질문들로써 학교가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 아래 표는 장상호 (2004,
2005)에서 논의된 바를 재정리한 것이다 .
<표 5>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평가 질문
평가 준거
1)교육본위적

평가 질문
목표

지향

-학교의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교육삼매)
-학교가 수도계의 높은 품위 향상에만 치중하지 않는가?
-교육목표 설정에 교육의 내재 가치 실현이 고려되는가?
-커리큘럼 실천에 교육의 내재 가치 실현이 고려되는가?

2)커리큘럼의

교육

내재성

-커리큘럼의 종류와 수준에 있어서 교육의 소재는 다양한가?
-일정이나 진도에 대한 계획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반영하
는가?

3)사회적 및 품위간
기회균등

-교육적 관계 선택에 자유가 보장되는가?
-가정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교육기회가 박탈당하거나 교육에 의
해서 좌절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에게만 하화의 기회를 주고, 여타의 사람은
상구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동료교육)
-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사-교사 등 다양한 교육적 관계를 허용

4)교육적

관계형성

다양성

하는가?
-강의, 교습, 집단토론, 세미나, 개인지도, 역할수행 등 활동들이 얼
마나 내재율을 따르는가?
-교사와 학생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실현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교사나 학생은 학교를 혐오하지 않는가?

5)교육발전

지표의

활용

-교육발전에 대한 지표들이 얼마나 학교의 평가와 개선에 반영되고
있는가?

* 위의 평가 준거 및 질문들은 장상호 (2004: 127-132, 2005:536-583)의 논의에 기초하
여 이 글의 논지에 맞도록 작성한 것임.

2) 실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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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의 당위적 위상에서는 교육이 교육답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교
육평가 전문성은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품위
에 근거하는 교육평가 전문성도 동시에 갖추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 과연 교원교
육에서는 그러한 교육평가 전문성을 육성하는가?
(1)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육성의 위상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현행 교원교육은 과거
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외양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외양을 갖추
어 가고 있다고 함은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원교육 과정에서 요구
되는 최소한의 시간과 내용범주를 충족해 가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음을 의미한
다.
교육평가는 2008학년도 이래 교직과목들 중의 하나로 16주 동안 매주 2시간
씩 가르쳐져 왔다 . 이는 그 전까지 교육평가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라는 과목
의 일부로서 가르쳐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로 교육평가 비중을 제대로
반영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 교직임용을 위한 교육학 시험 과목들 중 교육평
가는 교직 수행 능력 신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4개 과목들 중의 하나로 인식
되었다 (조난심 , 2011). 그리고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육평가를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교과목으로 인식한다 . 그렇게 볼 때 , ‘교육과정 및 평
가 ’에서 교육평가가 독립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16주 동안 매주 2시간 수업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전제한다고 하더라
도 , 현행 교직교육이 교육평가 전문성을 충분히 신장한다는 보장은 없다 . 왜냐
하면 , 후술하는 내용의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교육평가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교
원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현행 교원교육 규정은 8개 및 그 밖의 교직이
론에 관한 과목들 중 7과목 이상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어떤 교원
양성 기관에서 교육평가를 개설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 그 기관에서는 다른
교직과목들을 듣게 함으로써 교육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교원을 양성해낼 수도
있는 셈이다.
교육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내용체계도 상당한 정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 여
전히 한계를 지닌다 . 전통적으로 교육평가 교재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인성 평가
를 포함하는 학생평가를 위한 개념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의 교재
들은 교육프로그램 평가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원은 단
순히 학생평가만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평가 또한 필수적인 업무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평가 내용 구성이 교육평가 전문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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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킬 것으로 가정하기는 어렵다 . 이는 다음에 논의할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
육평가 전문성을 현행 교직교육이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학생평가 전문성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학생
평가 전문성이 제한적이라고 함은 ,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적 성취도의 상대
적 서열을 객관적 수치로 평가하는 데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 학생평가 정보
가 보다 교육적이기 위해서는 지적 정보만 이기 보다는 전인적 정보여야 할 것
이고 , 객관적

서열 정보이기보다는 내적 상태나 변화에 관한 정보여야 할 것이

고 , 객관적 수치이기 보다는 풍부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정보여야 할 것이다 .
(2)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육성의 위상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은 쉽게 기대하기 힘들다 . 왜냐하
면 , 교육 품위 자체가 아직은 교육 현장에 뿌리내린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발
달 과정에 있는 개념이며 , 교육 품위에 근거한 교육평가 전문성 역시 마찬가지
다 . 이는 교육평가 교재에서 그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도 드러난다 . 그렇지만 , ‘교육다운 교육 ’이나 ‘교육답지 못한 교육 ’이라는 표현이
그리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그 두 교육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또
한 존재한다 . 그러므로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교육평가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다운 교육을 위한 교육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이 교육의 품위
가 될 필요가 있다 . 교육 품위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역량의 정도이기 때문이
다 . 교육평가의 교육조형기능을 전제한다면 , 교육평가는 교육 품위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 만약 평가의 기준이 교육 품위이라면 , 그 품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조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남는 문제는 교육 품위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5.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교육평가 전문성 육성 방향
앞 절 교육원교육 실제에서의 교육평가의 위상에서 논의된 한계들은 바로 앞
으로의 교육평가 전문성의 방향이 된다 . 그 방향은 , 현행과 같이 교직과목을 운
영한다는 전제 아래 , 보다 교육적인 학생평가 정보 산출 , 교육의 내재적 가치
평가 강조 , 교육평가의 전문성 육성 및 검증의 필수화

등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 보다 교육적인 학생평가 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학생평가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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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교육평가 전문성 함양이나 교육현장의 교육평가는 주로
학생들의 지적 성취수준의 서열화 정보를 산출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 이는
기존의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학생평가로서 , 교육의 규범적 방향과 교육평가의
조형기능에 비추어 볼 때 ,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어렵다 .

교육을 교육답게 하

기 위한 학생평가는 전인평가 , 변화정도 평가 , 구조나 상태 진단평가 , 개인 내
경쟁과 개인 간 협동을 유도하는 절대평가 등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학생평가의 변화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평가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본다 (김성훈 , 2010).
<표 6>의 확장된 평가는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평가와의 경계나 교육 품위에
근거한 평가와의 경계가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 (<표 3>에서는 확
장된 평가가 없으며 , 두 품위 간에는 실선으로 구별되어 있다 .) 이는

확장된

학생평가에는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평가와 교육 품위에 근거한 평가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절대적 전인평가를 하는 경우 (상
대적 지적성취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 교원은 수도계 품위와 교육 품위
중 하나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
<표 6>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평가를 위한 평가의 확장
교육력 증진을 교육평가 전문성
교원 역할

1) 교과 지도

수도계 품위에 근거한 평가의
실제
교과 성취도 평가
(지적 성취도 상대평가)

2) 비교과 지도

인성 사회성 평가

3) 기타 (학생지도 외의 역

업무 목적달성 수준/효율성

할, 행정업무 등)

평가 (프로그램 평가)

교육다운

교육 품위에

평가로의 확장

근거한 평가

전인평가

(교수학습
․
, 인성,

절대평가
변화정도
구조진단

행정) 프로그램의
교육 품위 평가

둘째 ,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모든 평가는 그 평가 대
상이 되는 삶이 발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경제 평가는 경제 발전을 ,
정치 평가는 정치 발전을 , 운동 경기 평가는 그 경기 발전을 추구한다 . 교육평
가도 교육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여기에서의 교육발전은 교육을 교육답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발전을 의미한다 . 교육발전은 장상호 (2005: 531)가 규정하였
듯이 , “삶의 구석구석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되도록 많은 교육적 경험을 자주
그리고 풍부하게 하는 것 ”이라고 하자 . 발전된 교육 상황에서 우리는 의도했던
아니던 ,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 그 자체에 몰입하고 전념하는 ‘교육삼매 ’
에 들 수 있고 , 그 결과가 가져오는 평가 외에도 , 교육활동 그 자체의 매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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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볼 수 있고 , 그 때 맺어진 인간관계는 진정한 사제관계가 된다 . 그러한 맛과
관계형성에 작용하는 교육삼매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평가기준으로 적용됨으로써 교육은

그와 같은 상황을 조형할

것이고 ,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교육 품위도 높아질 것이다 .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삼매로 대표할 수 있는 교육의 내재가
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표 4>나 <표 5>는 그 구체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사제동행 , 청출어람 , 대기설법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든 , 그 논의가 진
행되는 한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교육적 삶의 양상이 보다 뚜렷이 자리 잡을 가
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왜냐하면 , 우리의 삶의 내재적 가치는 ,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 그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 더욱 두드러지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육평가의 교육조형 기능은 그러한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본다 . 그리고 우리의 이론적 개념은 삶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고 , 그
삶은 그 개념에 의해서 경험된다 . 그리고 그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지니는 경험
이나 개념들은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 교육을 교육답게 할
교육평가를 위한 교육의 내재적 가치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달린
문제이다.
셋째 , 교육평가 전문성 육성은 교직 전문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 그 조
건의 충족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교육평가는 수업의 한 과정으로서 교직 수
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이는 교육평가 전문성이 교직수행을 위한 필요조
건이지 선택적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 그렇게 볼 때 , 현행과 같이 여러 개 교
직과목 중의 하나로 이수케 하는 현행 교직교육 규정은 논란의 소지를 피해가
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교육평가 전문성을 위해서 가르쳐지는 교육평가는 비교적 범주가 분명하고
엄격한 (hard) 지식체계를 구성한다 . 현재 그 지식 체제는 주로 학생의 지적 성
취수준 평가에 치중되어 있고 ,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도 살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 지금까지의 축적된 지식체계의 습득 여부는 현
수준의 교직 전문성의 발휘 여부를 결정한다 . 그러므로 교육평가 영역의 확장은
연구자들이 담당해야 할 책무이지만 , 현 수준의 교육평가 전문성을 육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은 여전히 교원교육 담당자들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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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공학의 위상
김회수 (전남대 )

1. 문제의 제기
최근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공학의 위상이 쟁점
이 되는 것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 그 중에서도 특히 교직과목과 교
과교육학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이나 문제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 . 교원양
성교육의 문제점을 교원양성기관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관점에서는 교원양
성기관의 기능을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로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 결여 , 교육과정 각 영역의 연계성 및 통합성 결여 , 교과교육학 전공 교
수의 부족 , 교사교육 담당자들의 학교현장 이해 부족 , 교육실습 부족 등을 거론
하고 있다 (정진곤 , 2004; 조경원 , 2004; 노원경 , 2007). 우선 교육대학이나 사범
대학의 교육과정이 교사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양과목 , 전공과목 , 교직과목으
로서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 대학에서의 교사교육이 실제 교직생
활에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한다고 지적되었다 (김영우 , 1994; 정태범 , 1997; 곽영
우 , 1998; 박상완 , 2000). 이는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의 수가 부족하고 , 교원양
성기관 교수의 학문적 배경이 교육학보다는 전공학문에 치우쳐 각 과 교육과정
이 교과내용지식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게 되고 , 그 결과
로 학문적 소양은 갖추어지나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자로서의 교사 역량을
육성하는 데는 미흡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박상완 , 2000; 이
정우 , 2004; 조경원 , 2004).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언을 종합해보면 , 우선 교원

양성기관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
영하기 위해서 교양 , 교직 , 전공을 통합 운영하고 , 둘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

계가 되는 내용과 교수방법의 선정하여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
며 , 셋째 교과내용간의 관계와 의미를 강조하고 , 넷째로 결과로서의 내용지식보
다는 지식의 발견과정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하고 , 다섯째 충분한 실습
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 등이었다 (길양숙 , 1996; 윤정일 , 2002; 정진곤 , 2004;
조경원 , 2004). 또한 각과 전공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교과내용학
- 119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위주의 교과과정보다는 교과교육학에 근거한 교수법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명수 , 2003; 박상완 , 2007; 박재승 , 2006).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된 논의들을 토대로 교원양성기관평가 , 교원임용고사 등에서 전
공분야의 교과내용학과 함께 교과교육학이 강조되게 되었고 , 각 전공교육학과
에서는 교과교육학의 교과목을 확대하고 해당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들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의 각 교과교육 관점에서는 교직으로 운영되는 일반 교
육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포함 )이 예비교사에게 수업능력을 육성하는 데에
불충분하고 (양호환 , 2006), 학교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높으
며 , 교원양성기관 교양 , 교직 , 전공교육 간에 연계가 부족하다 (박상완 , 2007)는
지적이 한 편으로는 교직과목의 편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면서
도 , 다른 한 편에서는 교과교육학이 새롭게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으로 강조
되면서 교직 , 교과교육학 및 전공교육 간의 학점 확보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
에 교직과목들의 위상을 쟁점화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 이와 관련
하여 양호환 (2006)은 교과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육학과 상호비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뭇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며 , 사범대학 교과과정에서 교사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교과교육학을 강화하자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교육학의 축
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교과
교육학의 강화를 실제로 일반교육학의 축소 또는 일반교육학의 교과교육학과에
의 통합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 박재승 (2006)은 사
범대학 학생이 일반교육학을 14학점을 이수하도록 종전보다 2학점이 상향되면
서 상대적으로 교과교육학 과목이 위축되는 점이 있어서 일반교육학과 교과교
육학 , 교과내용학의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이흥수 (1999)는

C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경우

1994-1997학년도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 150학점 )에서 교과교육 2학점 , 전공필
수와 선택이 각각 36학점과 30학점으로 총 68학점이었는데 , 1998-2001학년도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에서는 교과교육이 9학점 , 전공 48학점으로 총
57학점으로 줄었고 , 실제로는 교과내용학 학점이 56학점에서 48학점으로 축소
되었다고 지적한다 . 이는 각 전공분야의 교과내용학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 교과교육학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교과내용학 이수학점을 축소하면서 교과
교육학 이수학점을 늘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내용학 이수학점을 별
도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교과전공의 필수로 운영되던 교직과목이 전공학점과 별도의 교직과목이라는 범
주로 독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앞에서 지적한대로 각 전공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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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과교육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교육과정 , 교수 ․학습 , 교육평가 등의 분야가 교과교육학에서 연구되
고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명수 , 2003; 노명환 , 2007; 박상완 , 2007; 박재
승 , 2006; 박인기 , 2006; 방지원 , 2009; 양호환 , 2006; 이흥수 , 1999).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각 전공분야에서 복수전공을 허용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졸업이수학점을 원하는 만큼 확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교직과
목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을 교과교육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추가로 축소하고 교과교육 이수학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것으로 해석될 수 있
고 주장될 수 있기 때문에 , 여전히 교직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간의 학점 관
련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학점 관련 갈등은 자칫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우수한 교원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본질을
뒤로 한 채 , 전공분야와 교직을 운영하는 분야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증폭시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발전적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수한 교원 양성은 교직 교육과정과 교과교육과정 운영 주체간의 갈등에 의해
서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와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
서 본고에서는 교직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또는 ‘교육
공학 ’이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교직과목 . 이하에서는 ‘교육공학 ’ 이라 함 )의 위상
을 검토하고 , 교직과 교과교육학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논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해소 및 우수한 교원 양성에 보다 긍정
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현행 교원임용고사와 학교교육에서의 요구 , 국외 사례
분석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교육공학의 현재 위상이 타당한 것
인가를 검토하고 , 교육공학이 일반교직과목으로 가르쳐져야 하는지 아니면 교
과교육과 통합하여 교육되어야 하는지를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2. 교원양성교육과 교육공학의 위상
가 . 현행 교원임용고사와 학교교육에서 교육공학의 위상
유치원 교원뿐만 아니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에서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또는 '교육공학 ‘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교과목이 교
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어떠한 명칭의 교과로 가르쳐지든지 주로
교육공학 분야에서 핵심으로 강조하는 교육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 그 핵심

은 학교 교육과정이 실천되는 교수 ․학습의 이론과 실제이다 . 일반적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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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

관련

학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공학에

대한

정의는

미국

AECT(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2001)의

정의로 , '교육공학 (교수공학 )'을 교수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료의 설계 , 개발 ,
활용 ,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라고 본다 . 즉 , 교육공학은 교수 ․학습
의 효과와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습목표 설정 , 학습내용의 분석과 조직 , 수

업방법 , 수업매체 , 자료 , 교수 ․학습 환경 등을 포함한 교수 ․학습의 설계 , 개

발 , 실행과정의 관리 , 교수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요

소에 관한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현재 교육공학 (또
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은 ‘교원자격검정령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양성
기관에서 무시험자격검정 요건인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18학점 이상 )의 한 가
지 교과로 , 대개 2학점 (주당 2시간 수업 , 총 30시간 )으로 운영되고 있다 . 또한
교원임용고사 1차 시험에서 교육학의 한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다 .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이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육공학 관련
자격기준과 세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
<표 1> 교원임용고사 공통 교육학 출제기준
자격기준

세부 자격기준

기준4: 교육목표달성을 위하
여 교육내용과 학습자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 교사는 교육에 임하며 교육의 목표를 이해한다.
4-2. 교사는 학습자 개인의 인지 및 정의적 발달 특성을 진단하고
이해해야 한다.
4-3. 교사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및 학습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4.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방법을 개발실행평가할
․
․
수 있
어야 한다.

기준5: 교사는 효과적이고
율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발, 적용, 관리, 평가할
있어야 한다.

5-1. 교사는 교육공학의 기저이론, 정의와 영역, 역사적 변화와 전
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2. 교사는 설계과정에 포함된 주요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프로그램
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고, 주요 교수설계모형을 적합한 교
육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3. 교사는 ICT를 활용한 이러닝, 멀티미디어를 설계개발하여
․
수
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4. 교사는 다양한 교수매체 특징을 고려하여 수업 상황에 적합한
매체를 제작, 활용, 관리를 할 수 있다.
5-5. 교사는 학교, l업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교육공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
위
개
수

<표 1>에 제시된 기준과 세부기준은 교원양성기관이 예비교사에게 교수 ․학
습이론과 교수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미국교육공학회가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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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학의 정의가 함의한 능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은 이러한 자격기준에 따라 ‘학습이론의 원리와 적용 ’, ‘교수 -학습모형 ’,
‘교사 및 학생 중심 수업방법 ’, ‘교육공학의 기초 ’, ‘교수설계모형 ’, ‘ICT 활용수업
/교수매체 (이러닝 등 )의 설계 , 개발 , 활용 ’이라는 여섯 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
하고 세부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이는 교원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임용고사를 치러야 하는 예비교사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권장되
는 최소필수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공학 교과의
위상은 , 한편으로 이러한 임용고사 평가 기준과 요소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것인가 , 아니면 충분하지 못한 것인가 , 이중의
일부는 교과교육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할 것들인가 , 아니면 여전히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가의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정립될 수 있는 것
이다.
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표 1>의 자격기준과 세부기준 ,
평가영영 및 요소에 비추어보면 , 현재 6～ 7개 정도의 문항으로 관련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왜냐하면 평가문
항이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 배정된 문항수가 평가 기준 , 영역이나 요소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소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가 검사로서의 타당도를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한 평가기준과 요소가 타당하다면 ,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
하고 충분하게 평가하도록 평가문항수를 늘려야 하고 , 평가의 형식도 선택형에
다른 형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 물론 2차와 3차 평가가
있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평가하지 못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으나 ,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 그 이유는 첫째로 2차 평가에서 평가하
는 것은 전공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에 특정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교육공학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 둘째로 3차 평가에서는 주로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 지극히 짧은 시간이 개인 피평가자에게 배정되

는 3차 평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업지도안 작성 능력과 이것의 발표능력 정
도인 것이다 . 결국 교육공학에 관한 교사의 필수 능력이 임용고사를 통해 충분
하고 정확하게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1차 임용고사에
서 공통 교육학에 배정되는 문항수를 충분히 늘려야 하고 , 평가방식도 개선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용고사에서 교육공학 관련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해
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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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과 요소가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일부 교과교육 전공교수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 일반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은 학부생을 모집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구 국가의 교원양성기관의
제도를 현실이 다른 우리 교원교육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것이
다 . 우리는 교원양성기관에서 학부생을 별도로 모집하고 전공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 교육공학을 교육학분야에서 별도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교과교육학에
포함시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 임용고사에
서도 교육공학을 포함한 교육학을 별도로 출제할 것이 아니라 각 교과분야로
통합해서 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간략히 논의한 것처
럼 , 교원양성교육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교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한국교육
과정 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요소 및 평가문항은 각 교과교육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 다음에서 논의하겠지만 , 이 주
장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부과정을 우리나라처럼 모집
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고 , 교과와 관련된 교육공학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일
반적인 교육공학 능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 그것을 교사의 자격기준으로 요구하
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그러나 이것은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이 국가들이 일반적인 교육공학 역량이 갖추어진 후에 교과교육과 관련
된 교육공학 역량을 기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고 , 일반적
인 교육공학 역량과 교과교육에서의 교육공학 역량은 구분되면서도 상보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처럼 교직과 교과교
육을 분리하여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려면 ,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나
라가 전혀 다른 교육적 현실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 교육과정이 전혀
달라서 이들 국가처럼 교원양성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
다 . 또한 교육공학을 교직으로 가르치고 , 임용고사에 출제하여 교사 역량을 평
가하는 것 (문항수 , 문항형식 , 평가방법 등을 최선으로 수정한다는 전제에서 )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르는 데에 비효과적 ,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 그 전에는 교육공학을 일반
교육학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 교과교육학으로 통합하여 가르쳐야 하는지
의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교사들에게 어떤 교육공학적 역량이 요구되고 이를 어
떻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
게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 만일 교원양성기관들이 이러한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여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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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면 , 이에 맞추어 교원임용고사 평가기준과 요소
를 재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 전공분야의 교과교육을 강화하
는 것이 필연적 , 직접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
로 교사의 효과성 (teacher effectiveness)을 제고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아직 국내의 연구결과가 없고 , 외국의 연구결과도 충분하지는 않다 . 그
러나 이문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실시된 하버드대의 Chingos와 Peterson(2011)
의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자들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4
만명이상의 교사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각 전공교과분야에서 석사나 박사를 취
득하는 것이 교사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 심지어는 교사의 교실 수
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석사와 박사 학위과정마저
도 교사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 이는 교직
의 전문성 제고나 교사의 역량 제고가 교과교육의 강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즉 , 교사의
교수 효과성을 좌우하는 것은 교과교육의 강화가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결과를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
만 , 아직 국내에서 교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교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경험적인 증거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다 . 그런
데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교원을 배출하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에 대한 학교현
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과목이라도 더 전공 교과교육 교과를 이수하
게 해야 한다는 식 ’으로 교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 그것을 위해서 교육공
학을 포함한 교직과목을 교과교육으로 통합하거나 비중을 줄이고 , 이를 토대로
임용고사 출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과 거리가 멀
가능성이 있다 . 교과교육 강화 이외의 다른 곳에서 교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교원임용고사 평가기준과 요소의 타당
성에 관한 두 번째 검토 쟁점은 ,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사가 자기 전공교과교
육에 한정된 교육공학능력만을 가진 교사인가 하는 점이다 . 우리나라의 교원양
성기관에서 교육공학 교과의 교육 필요성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에서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

원부 , 2003),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 , 멀티미디어 , 이러닝 (e-learning), 디지털교
과서 , 사이버가정학습 등과 같이 정보통신공학기술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교교육 분야 전반에
교육공학이 접목되고 있다 . 따라서 이에 필요한 교사의 소양은 각 전공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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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 , 교과교수법을 넘어서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공학 수업을 통해 육
성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정보화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기 때문에 수업능력 , 교수설계 능력 , ICT 활용 능력 , 교육행정정
보시스템 (NEIS)의 활용 등을 예비교사에게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공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미자 , 2004; 이대형 외 , 2004; 임철일 , 2009; 장언
효 , 이성흠 , 2002). 이는 교과교육 관련 능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공학 관
련 능력을 교사들이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예비교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직과목의 교육이 필요한데 , 충분
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갑성 등 (2009)이 실시한 전국 교대생 292명과 사대
생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교대생 중 교직강좌가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과 안목을 형성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0.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29.9%로 나타났다 . 교직강좌가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과
안목을 형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0.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
생은 48.9%이었다 . 사대생의 경우 , 예비교사 교육과정으로서의 교직강좌의 필
요성과 충분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각각 81.4%, 58.1%)이 부정적인 의견 (각
각 18.6%, 4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교직과목이 교사에게 필요한 기
본능력 함양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대다수의 교대생과 사대생이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 반면에 실제로 운영되는 교직과목은 이러한 소양을 기르기
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50～ 58% 정도로 나타난 것은 교대와 사대생들이
충분한 양의 교직과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예비교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교육공학을 포함한 일반교직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지 , 교과교육과 통합하여 교육공학을 가르쳐야 한다거
나 임용고사에서도 교육공학을 포함한 교육학의 출제 비중을 낮추거나 교과교
육에 통합하여 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학교교육에서의 교육공학 위상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또 다른 쟁점은
교육공학이 학교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 만일 학교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론가들의 주장이 옳다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
육공학 교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역으로 교육공학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 그리고 충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교육
공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 실제로
학교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공학 관련 연구에서 교육공학에 대한 교사
역량이 학교현장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 심재훈과 송의
성 (2008)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등교사의 대부분이 낮은 정보통신공학기
술 (ICT)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 전문가와 협력하여 ICT를 활용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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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조사에서 또한 ICT 활용 능력
이 높을수록 이를 수업에 보다 잘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ICT활용
능력을 갖춘 교사가 이 필요성을 알고 수업에 보다 잘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미자와 송지은 (2002)의 연구에서는 서울 , 경기 , 광주지역 초등교사
들이 ICT 활용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 ICT를 수업에 활용하
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이유를 이들 연구자
들은 교육대학이 ICT 소양교육은 실시했지만 초등학교 현장에서 ICT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교육대학의 ICT 관련 교과교육에서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따라서 교원 양성기관에서 ICT 활용 수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제언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동연 등 (2002)의 교원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18.5%만이 ICT 활용 교육에 관한 강좌를 이수한 반면 , 54.8%가 경
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41.1%가 ICT활용

수업이 교수 ․학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고 , 21%만이 그렇지 않
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 따라서 연구자들은 학교현장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ICT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가 교원양성기관에 추가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렇게 학교현장의 현황과 요구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 ICT를 비롯한 교수 ․학습 모형이나 이론 , 수업설계 등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교사나 예비교사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학이 예비교사에
가르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보다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하게 가
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교육공학적 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보
면 , 교육공학을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김지일 (2004)은 온라인 탐구학습 환경으로서의 CSILE(Computer Supposed
Intentional Learning)는 탐구과정의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 이
러한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습자들은 탐구학습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연구결과
로 제시하고 있다 . 김영애와 박한숙 (2008)은 초등학교 사회과 ICT를 활용한 문
제중심학습이 문제해결력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가정 교과에서 강의식 수업과 문제해결수업을 비교한
정아롱과 이용진 (2011)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학습집단의 학업성취와 학습태도
가 강의식 수업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은모와 최욱 (2006)의 연구에
서는 인터넷활용 문제중심 탐구학습 집단이 전통적 설명식 방법으로 수업을 받
은 집단보다 탐구능력 , 학업성취도 및 파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명희
와 한연선 (2000)은 인터넷을 활용한 자원기반 학습환경에서 탐구훈련모형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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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학습자의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 과제수행능력 중 조직
화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미 (2002)의 연구에서
도 초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자원기반 탐구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
용한 결과 , 효과성 , 효율성 , 매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lark 과 Mayer (2003)도 온라인 탐구학습 환경의 설계는 학습자들
의 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 개념도를 활용하는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임규연 (2009)은 개념도를 직
접 작성하게 한 집단의 성취도가 비교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
한다 . 정차남과 민천식 (2008)의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
학습부진아의 수와 연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수학문장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다 . 이 외에도 효과적인 교수 ․학습이론이나 모형 ,
또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 이러닝을 활용한 수업 ,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 등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많다 . 이러한 맥락에서 Turvey(2010)는 정
보통신공학기술과 사이버공간의 발전이 교사와 학생 간의 새로운 관계를 요구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초임교사들에게 이러닝에 관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를 위해
서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자들은 예비교사들이 교수 ․학습에 교육공학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교육환경을 만들고 전문가로서의 시범을
보여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쳐야 하고 ,
각과 교육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Varasidas와 McIsaac(2000)
은 주장한다 .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공학의 일부분인 ICT를 활용하거나 혁신적
수업모형이나 이론들이 학업성취나 학습태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들이며 ,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공학을 충분하게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 . 국외 교원양성교육과 교육공학의 위상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공학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로 왜 가르쳐야 하는가를 국
외 사례를 토대로 검토함으로써 교육공학 위상을 논의할 수 있다 . 이 문제는
국외 교원자격 인증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육공학 관련 역량과 교사로서 갖추어
야 할 교육공학 관련 역량을 검토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후자를 검토하는 이유
는 이것이 초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 교원양성기관이 준비된 초임교
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사교육인정위원회(TEAC: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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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이 교사교육 교육과
정을 예비교사들이 학습 ㆍ 이해하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세 가지 요
소를 제안한다 . 첫째 , 교과지식 (subject matter knowledge)으로서 예비교사는
가르칠 교과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해야 한다 . 둘째 , 교수법 지식 (pedagogical
knowledge)으로서 학생들이 쉽게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 배려 및 교수기법 (caring and teaching skill)으로서
모든 학생이 적정 수준의 성취도에 도달하도록 관계를 유지하고 가르쳐야 한
다 . 이 위원회에서 교육공학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 ․학습이론 , 모형 , 교수전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1954년에 5개 조직
(AACTE, NASDTEC, NEA, CCSSO, NSBA)을 연합하여 창설된 전미교사교육
인정위원회 (NCAT: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는 예비교사들이 첫째로 교육공학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해야
하며 , 둘째로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공학 및 ICT와 관
련된 지식 , 기능 , 성향을 교육과정 , 수업 , 현장경험 , 실습 , 평가에 적용하도록 가
르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 이상에서 미국의 경우 예비교사가 일반적인 교수법과

구체적인 교수기법을 알아야 하고 , 교수 ․학습에 교육공학과 ICT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부

산하

학교교사

훈련 ㆍ 개발국(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 TDA, 2007)은 교사자격획득 (QTS: Qualified Teacher
Status) 기준 , 주요 현직교사 (teachers on the main scale) 기준 , 상위연봉 수급
교사 (teachers on the upper pay scale) 기준 , 우수교사 (Excellent Teachers) 기
준 , 고급교사 (Advanced Skills Teachers)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모든
수준의 기준은 교사의 전문적 특성 , 전문 지식과 이해 및 전문적 기능의 범주
로 구성되어 있고 , 상위 단계 기준으로 갈수록 상위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요
구하고 있다 . 교사자격획득 (QTS) 기준에서 요구하는 교육공학 관련 역량을 발
췌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협력과 협동적 작업에 헌신한다.
• 교사는 교수 , 학습 및 학생 행동지도전략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 이를 이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의 학습을 개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교수 효과를 평가하고 학생의 진척도를 모니터하며 학생의 성취수
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전국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과 함께 다양한 연령과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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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에 관한 충분한 지식
을 가져야 한다.
• 수 , 문해 (literacy) 및 ICT 관련 전문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 수업과 그 외의 광범위한 전문적 활동을 위해 수 , 문해 및 ICT 관련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단위 수업 내 및 단위 수업들의 효과적인 학습 계열을 설계하고,
충분한 교과와 교육과정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 및 능력 소유 학생들의
학습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의 문해 , 수 및 ICT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설계해
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교육기회 균등과 학생 통합교육을 촉
진하면서 이러닝을 포함한 교수전략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사전지식을 구축하고 , 개념과 과정을 개발하며 ,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 , 이해 및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며 학습목표를 달성하게 한다 .
•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수업단계에 맞게 수정하면서 학생 개인 , 모둠 , 전체
학급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성취와 진전 및 노력해야 할 부분에 관한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반성하고 , 자신의 진척도를 점검하
며 새로 학습해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
• 교사는 자신의 수업이 학생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하며 자신의 수업계획과 수업 활동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목적이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구축
하고 ,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서 교육공학에 관한 능력들
중 특히 ICT 활용능력과 관련하여 국제교육공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ISTE)는 교사가 추구해야 할 교육공학표준 (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Standards for Teachers, 2008)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제안하고 있다 (<표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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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STE의 교사 교육공학표준
범주

교사의 ICT 활용능력

학생의
학습과
창의성
촉진

• 교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발명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모델이 된다.
• 교사는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현실세계의 쟁점과 실제 문제를 해
결하게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사고, 기획, 창의적 과정을 드러내고 명료화 하는 협력
적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의 반성을 촉진한다.
• 교사는 면대면과 가상 환경에서 학생, 동료 및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학습에 참여
함으로써 협력적 지식 구성의 모델이 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습
경험
평가,
설계 및
개발

•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거나 채택한다.
•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호기심을 추구하게 하고 자신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며 자신의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공학적으로 풍요로운
학습환경(technology-enriched learning environments)을 개발한다.
•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양식, 학습전략, 학습능력에 부
응하도록 학습활동을 맞추고 개별화한다.
• 교사는 학습내용과 학생용 교육공학 표준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성평가와 총합
평가를 학생에게 실시하고, 거기서 얻어진 자료를 교수학습에
․
활용한다.

디지털
시대의
일과
학습
모델
역할

• 교사는 어떻게 ICT 시스템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이
새로운 정보통신공학기술과 상황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시범한다.
• 교사는 학생의 성공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 교사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활용하여 적합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학
생, 학부모 및 동료교사와 효과적으로 교환한다.
• 교사는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정보자원을 탐색, 분석, 평가 및 활용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모델이 되고 이를 촉
진한다.

디지털
시민정신
과
책임감
모델
역할

• 교사는 저작권, 지적 재산권 및 전거의 적절한 명시를 존중한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정보와 공학기술을 안전하고 법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모델이 되며
가르친다.
•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전략을
․
사용하고 관련된 디지털 도구와 자원에 평등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한다.
• 교사는 공학기술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지털 에티켓과 책임 있는 사회
적 상호작용을 권장하고 모델이 된다.
• 교사는 디지털 시대의 의사소통 및 협력 도구를 활용하여 다른 문화를 가진 동료교
사와 학생과 함께 함으로써 문화 이해와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모델
이 된다.

전문적
성장
추구
및
리더십
발휘

• 교사는 지역과 글로벌 학습공동체에 참여하여 학생의 학습 촉진을 위한 창의적 공학
기술 적용을 탐구한다.
• 교사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육공학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시범해 보이고, 공
동의 의사결정과 공동체 구축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리더십과 공학기술 능력을 발
전시킨다.
• 교사는 학생학습 지원을 위해 기존 또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신의 현재 연구활동과 실천활동을 평가하고 반성한다.
• 교사는 자신의 교직활동, 학교 및 지역사회의 효과, 활력 및 자기갱신에 기여한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시대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ICT 활용능
력은 첫째 , 학생의 학습과 창의성 촉진을 위한 ICT 활용 능력 , 디지털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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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학습 경험 평가 , 둘째로 설계 및 개발을 위한 ICT 활용능력 , 셋째 , 디지털
시대의 일과 학습을 위한 ICT 활용 모델 역할 , 넷째 , 디지털 시민정신과 책임
감을 실천하는 모델 역할 , 다섯째로 ICT를 활용하여 전문적 성장을 추구하고
ICT 활용과 관련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 교원양성기관은 예비교사에게 교수 ․학습이론과 모

형 , 교육방법 , ICT 활용능력 , 교수설계 능력 , 교수 프로그램 평가 능력 등을 길
러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 이는 미국교육공학회 (AECT)가 정의한 교육공학을 예
비교사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자 , 우리나라의 교원임용고사
자격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그러나 주목할 것은 국외 사례에서 우리나라
임용고사 기준이나 요소 , 교원평가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요소들 , 예컨대 ,
일과 학습에서 ICT 활용 모델 역할 , 디지털 시민정신과 책임감의 실천 모델 역
할 , ICT를 활용한 전문적 성장 추구 및 ICT 활용 리더십 발휘 등이 추가로 강
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는 임용고사 기준이나 교원평가에 이러한 영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 따라서 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공학교과도 확
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육공학의 위상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공학 위상은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에 비추어 검토될
수 있다 .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하는 교사는 현재의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미
래의 학교교육을 담당할 핵심 인력이기 때문이다 . 여러 미래교육 이론가들이
학교교육이 현재와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 실제로
미래교육에 대비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이러한 미래교육에 대
한 예측을 고려하여 예비교사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Caldwell(2000)은 미래에 학교교육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

이 교육 요구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 첫째 , 공공이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판
단되어 , 공립학교는 통폐합이 되고 사립학교 중심으로 학교교육이 운영될 것이
다 . 둘째 ,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CT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홈스쿨링 (home
schooling)이 확대될 것이고 , 결과적으로 기존의 학교교육은 쇠퇴하게 될 것이
다 . 학교 교육의 기존 기능이 홈스쿨링으로 이양되기 시작하면 , 기존의 학교는
교육 대상자를 아동에서 성인까지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센터로서
기능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 셋째 , 정부는 교육 공급자의 역할을 포기하
게 될 것이고 ,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교육 공급자에
게라도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 학교의 공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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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무성이 약화되고 , 학부모들이 사교육 기관이나 홈스쿨링과 같은 원격
교육을 선호하게 되면 ,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재원을 학교교육에 투자하는 것
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왜냐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가 더 이
상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offler(2000)도 ICT의 발전 및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모
습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 그는 미래 학교교육이 ‘하루 24시
간 학교 운영 ,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경험의 제공 , 학생별로 등교 시간 차
별화 , 입학연령의 개인별 차별화 , 통합교육과정 운영 , 일반인이 교사와 함께 하
는 협력 교육 , 교사가 학교와 학교 밖의 직업세계를 번갈아 근무하면서 사회경
험을 지속적으로 쌓음 , 지역기업들이 학교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
교 내에 사무실 운영 , 학부모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정관학교 (charter
schools)의 증가 ’ 등의 특징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Toffler의 핵심 지적이다 .
Young과 Muller(2010)는 향후 20-30년 내에 맞이하게 될 미래교육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교육의 영역이 고정된 체제
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다 . 대중교육이 여전히 실시되지만 엘리트 시스템에
근원을 두고 있어서 선택된 일부에게 엘리트 문화 지식 (지배적인 지식 )을 전수
하는 역할을 교육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 즉 , 엘리트에게는 엘리트 지식 , 즉 전
통적인 학문적 지식이 교육되고 , 나머지에게는 직업실무교육이 실시되거나 성
공할 수 없는 엘리트 교육과정이 강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미래
교육은 엘리트교육을 받은 모든 인력을 노동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고 , 모든 학
생이 엘리트 교육체제에서 똑같이 성공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
라는 것이다 . 순수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
로 나타나게 되는데 ,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교육 , 즉 지식 간의 경계가 약화되
고 노동시장 영역 간의 구분이 희미해지며 , 투입보다는 결과가 강조되는 교육
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그래서 디지털공학기술의 발달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경향이 강화될 것이고 , 그 결과로 교수의 탈전문화 (deprofessionalisation of
teaching), 연구의 탈전문화 (de-specialisation of research)가 일어나게 된다 . 학
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의 구분과 학교지식과 일상지식 간의 간격이 없어지
게 되어 교과들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 교육과정 내용이 과정보다는 결과로 규
정되게 된다 . 학습자간의 성취점수 비교구분이 의미를 잃게 되어 총합평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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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성평가가 강조될 것이고 , 상급학교 진학자격 조건과 직업세계 진입 자격
조건 간의 구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자격기준 도입될 것이다 . 세 번
째 시나리오는 한편으로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식
을 창출하고 획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영역이 유지되면서도 영역간의 소통이 이
루어지는 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
오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 모든 영역이 점차 글로벌화되지만
각 영역이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획득 및 인류 발전의 기초로서 역할을 하도록
강조하는 것이다 . Young과 Muller(2010)는 한 편으로 사회정의 구현을 고려하
고 다를 한 편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를 고
려하면 ,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 신자유주의가 경제와 재정분
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와 책무성이 강조
되고 , 교육기관들의 상대적 등위를 올리는 것이 교육정책을 지배하게 되면 , 두
번째 시나리오가 교육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첫 번째 시나리오가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교육
이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학습자가 획득하는 결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기 때문
에 , 전문지식이 붕괴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되어 ‘영역 구분 없
는 사고의 상대주의 ’(relativism of boundary-less thinking)에 빠지게 될 가능성
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 이상의 Young과 Muller(2008)의 시사점은 첫
째 , 미래가 지금과 같은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 둘째로 교과
간의 통합 또는 교과의 글로벌화와 교과간 소통이 강조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Young과 Muller(2008)와 궤를 같이 하는 관점에서
Kress(2000; 2008)도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학교교육의 주요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 그래서 그는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에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교과지식 대신에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을 강조
한다.
OECD 보고서 (2007)에서는 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회 핵심
요인을 인간 수명연장 , 아동 수 감소 , 근로 시간의 감소 , 부의 불평등 심화 , 인
터넷 활용 활성화 , 경제의 글로벌화 등으로 보고 , 미래 학교가 변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① 관료적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학교 , ② 핵심적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 ③ 핵심적 사회교류센터로서의 학교 , ④ 학습 시장화 되는 학교 , ⑤ 네트
워크에서 운영되는 학습이 학교 대체 , ⑥ 학교 시스템 붕괴 등의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

OECD 시나리오가 시사는 바는 , 학교교육이 즉 관료적 체제로서의

학교로 학교교육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 학부모와 학생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에 가까운 학교교육을 요구하는 압력에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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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 또한 학교가 시나리오 ② 나 시나리오 ③ 처럼 변화되
지 않는다면 , 네 번째 시나리오인 시장모델이 학교교육에 더욱 팽창하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고 , 궁극적으로 탈학교교육화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 OECD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관료체제 학교로 학교교육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을 살리고 학교가 사는 방법이 되지 못하
기 때문에 ,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 학교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 핵심적인 사회 교
류와 소통의 센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 지향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 학교교육에 대한 이론가들의 몇 가지 예측들을 종합하
면 , 첫째 , 학교가 미래사회에서는 더 이상 공교육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일 수
없고 , 둘째 , 각국 정부 ,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정부 정책기조로 유지
하는 정부는 학교이외에도 학부모와 학생 등 , 국민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점차 학교가 수행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을 축소시켜 갈 것이며 , 셋째 , 미래 학교는 표준적인 지식을 표준적인 방식으로
학생에게 전달하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방
법을 활용할 것이고 , 넷째 ,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야 하며 , 다섯째 , 이를 위해 학교는 ICT를 포함한 각종 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학교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Facer와 Sandford(2010)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공학의
역할과 관련된 구체적인 네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 첫째는 네트워크 기반학습
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 개인들이 교육적 , 사회적 및 시민으로서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
크 내에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법을 학습하게 하고 ,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
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해야 한다 . 둘째로
다양한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기관 간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가 구축 운
영되어야 한다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여러 교육기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 다른 학습자들과 경험을 고유하면서 양질의 교육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 셋째 , 학생들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 이러한 인력은 교육공급자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
고 ,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정보를 고려하면서 현명한 교육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 넷째로 사회 ․기술변화와 교육에 관한 공적인 토론 포럼을 구축하여 운

영해야 한다 . 이러한 포럼은 사회 ․기술변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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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면서도 교육이 공공재로 남아 있게 하는 데에 필요하다 . 이러한 포럼에
는 교사 , 정책결정자 , 학생 , 지역사회 , 기업인 ,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어떻게 현

재의 사회 ․기술적 발전에 대처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정치적 , 윤리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한다 . 이렇게 미래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 예비교사를 포함한 교사에 대한 교육공학 교육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Martinez(2010)는 정보시대의 학습환경이 학교 내의 교실로

국한되지 않고 , 교수 ․학습활동이 교사 , 학생 , 교육과정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기반 환경 , 온라인 또는 페이스북 (Facebook)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 이러한 공학기술을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교육에 통합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예비교사에게 교육해
야 한다고 지적한다 . Bigum과 Rowan(2008)은 교사가 컴퓨터와 정보통신공학기

술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미래 효과적인 교육 =
정보통신공학기술 + 교수 ․학습 ’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 정보통신공학

기술이 새로운 삶의 지평 , 교육의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이 지식의 활용자가 아닌 지식의 창조자이자 협상자로 보아야 하고 , 이러한 관
점에서 예비교사에 대한 교육공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만일 이
러한 새로운 상황에 주목하지 못한다면 , 교원양성교육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미래 학교교육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 첫째 학문적 지식과 일상
정보 간에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학교 교과 간의 벽이 점차 무너지고 통합교육
과정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 둘째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널리
활용되게 되고 , 셋째 , 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과정보다는 결과로 , 특히 학습자의
요구 능력의 습득 또는 삶의 설계 능력 등으로 규정되며 , 넷째로 ICT가 학교교
육의 토대로 구축되어 온라인 학습 , 블렌디드 러닝 ,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이러한 예측 때문에 교사자격조건이나 교사역
량으로 교육공학 관련 활용능력과 리더십 발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결국
미래교육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공학 교육은 현행 교수
학습이론과 모형 , 교수설계 능력 , ICT 활용능력 등의 교육을 넘어서 변화하는
학교의 미래모습에 대비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십 교육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 경험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영역 일반적 교과로서의 교육공학의 위상
교육공학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은 경험적 연구결
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 예비교사 교육에 ‘영역 일반적 (domain-general) 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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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교육이 필요한지 아니면 ‘영역 구체적인 (domain-specific) 교육공학 ’ 교육이
필요한지 , 또는 영역 일반적인 교육공학과 영역 구체적인 교육공학이 모두 필
요한지 이다 . 이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교육공학의 하위영역에 관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전체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해야 한

다 . 첫째로 영영 구체적인 교수 ․학습전략과 영역 일반적인 교수 ․학습전략 중
에서 어떤 것이 학생의 학습결과에 더 효과적인가를 검토하여 , 만일 후자가 전
자보다 더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나 전자와 후자가 모두 학습결과에

상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 일반적인 교수 ․학습전략을 예비교사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일반적인 교수 ․학습전

략을 가르치는 교육공학 , 즉 영역 일반적인 교직교과로서의 교육공학을 예비교
사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이론가들이 사고과정 , 논리적 사고 ,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역 일반적인
과정과 영역 구체적인 지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논의했다 . 일반적으로 영
역 일반적 지식이란 일반적인 인지전략 또는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여러 영역에
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나 전략을 의미한다 . 이들 중 영역 일반
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는 이론가들은 학교가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교
과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deBono,

1985;

Feuerstein, 1980). 그러나 다른 이론가들은 영역지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 교과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Glaser, 1984; Perkins, 1987). Lee(2010)는 싱가포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리학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해결 학습에서 일반적인 사고능력과 영
역 구체적인 내용지식이 모두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에서 일반적인 사고능력과 영역지식 간에 성취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는 없었다 . 연구자는 싱가포르 학교에서 교과 영역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지
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하면서 , 인문지리학에서 가르치는 의사결정과 같이 복
잡하고 비구조화된 (ill-structure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업목표일 때는 영역
일반적인 사고전략과 영역 구체적인 지식간의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
언한다.
과학 영역에서 일부 이론가들은 여러 과학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 일반적 사고나 탐구활동의 효과를 검토했다(Schunn & Anderson,
1999; Zimmerman, 2000). Glaser 등 (1991)도 물리 , 화학 , 생물 , 공학 등의 과학
분야 전반에 필요한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력이 있다고 보고 , 과학적 사고 중
어떤 종류의 사고력이 영역 일반적인 사고력인가에 관한 실험을 통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 적절한 문제 해결과정과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능력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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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고력이라고 제안했다 .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은 실험을 설계하는
활동 (Zimmerman,

2000),

변수를

통제하는

활동 (Kuhn,

Schauble,

&

Garcia-Mila, 1992), 과학적 논의 전개 (Driver et al., 2000; Kuhn, 1993), 주장을
정당화할 때 증거를 토대로 하는 활동 (Schunn & Anderson, 1999)과 같은 영역
일반적인 전문지식이 과학분야에 있음을 주장했다 . McNeil과 Krajcik(2009)는
중학생과 교사가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등의 모든 과학교과의 논증에 활
용할 수 있는 영역 일반적인 수업모형을 개발했다 . 이들 연구자는 이러한 수업
모형이 증거와 합리적 사고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도
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들은 지식이나 전략을 영역 구체적이냐 영역 일반적
이냐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일반적인 지식과 영역 구체적인 지식 간의 연속선
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즉 , 보다 일반적인 지식과 보다 영역
구체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 최근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를 하
는 데는 영역 구체적인 지식이나 전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적인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Duschl et al., 2007; Gotwals & Songer,
2006; Perkins & Salomon, 1989; Schunn & Anderson, 1999; Zimmerman,
2000). 학생들이 과학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영역별 내용 지식과 영
역 일반적인 사고능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Kuhn et al., 1992). Shah,
Freedman 및 Watkins(2004)는 전문가와 초보자 비교연구에서 구체적인 영역
지식과 일반적인 과학적 사고능력이 학습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래프를 해
석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 McNeil과 Krajcik (2009)는 중
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한 집단에게는 상황 구체적인 비계제
공 (context-specific scaffolds)을 하고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글을 쓸 때 해당
과제에 관한 힌트와 , 어떤 내용지식을 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힌트를
줌 ), 다른 한 집단에게는 일반적인 비계설정 (내용이나 과제와 상관없이 주장방
법 , 증거 , 논리적 사고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틀을 힌트로 제공함 )을 했다 . 연구
결과는 과학적 주장 , 증거 및 논리적 사고에 관해 교사가 영역 일반적인 지원
을 했을 때만 상황 구체적인 비계제공이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었다 . 이는 과학 학습에 두 가지 형태의 교사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Kuhn과 Udell(2001, 2003), Quintana 외
(2004), Davis(2003), Clark과 Sampson(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 이
상을 종합해 볼 때 , 학생들이 복잡한 과학적 탐구활동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에
영역 구체적인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 사회과학 분야 교과와 자연과학 분야 교과교
육과 관련하여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영역 일반적인 사고력이나 문제해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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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가르치거나 , 영역 일반적인 능력을 활용하도록 교사가 도와주면 학생
의 학업성취가 향상될 수 있으며 , 학생이 영역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영역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에 대한 교사의 도움이 학업성취를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는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들에게 전공 교과에 관한 지식 , 전공 구
체적인 사고력이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영역 일

반적인 사고전략 ,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교수 ․학습전략을 교육하여 ,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거나 촉진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 즉 , 영역 일반적인 교수 ․학습전략을 가르치는 교직과목으로
서의 교육공학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예비교사에게 ‘영역 일반적인 교육공학 ’ 교육을 가르쳤을 때 해당 예
비교사들의 교수력과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교직으로서의 교육공학 교육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
이다 .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비교사에게 ICT 활용 능력과 이와 관련된 모
델 역할 및 리더십 발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교원양석기관이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교육방법으로서 ICT 활용능력 육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예비교사와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 이들이 그대로 따라하
도록 하는 전통적인 ICT 교육방식은 구제척인 과제와 관련지어 ICT 활용 능력
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50%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Mahaptra & Lai 2005; Niederman & Webster 1998; Olfman et al. 2003;
Olfman & Bostrom 1991; Olfman & Mandviwalla 1995)). 국제교육공학회
(ISTE, 2008)는 예비교사에게 ICT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실제 과
제를 주고 ICT를 활용하여 해결하게 하는 교육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 이 방법
은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Pope et al. 2002), ICT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성공적이라는 것이다(Vannatta & Beyerbach 2000; Pope et al. 2002;
Albee 2003). 즉 컴퓨터 자체 관한 교육 ,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교육 등의 교
육만 실시하기 보다는 ICT를 이용하여 실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예
비교사의 ICT 활용능력 육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g. Milbrath & Kinzie,
2000; Doering et al. 2003).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않
거나 교수의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할 때 실시하기가 어렵고(Vannatta &
Beyerbach 2000; Eifler et al. 2001; Whetstone & Carr-Chellman 2001), 교원
양성기관에서 학습한 것이 학교교실에서 실현이 되지 않는 전이의 문제가 있다
는 점이다.
Key(2007)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 예비교사들의 경우에
구체적인 실제과제를 활용하여 협동적으로 ICT 활용 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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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 특히 ICT 활
용에 관한 협력학습을 하는 경우가 예비교사의 ICT 활용 능력 성취도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육공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 교과에 ICT를 포함한 교
육공학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시된다 (예 , Davis & Falba, 2002;
Guy & Li, 2002). Angeli (2005)는 행동주의적 -객관주의적 ICT 교육방법을 탈
피하여 구체적으로 교과교육 단위 수업과 관련된 실제과제를 부여하는 ICT 활
용교육 (Derry and Lesgold, 1996)이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예비교사들이 ICT를 자신의 전공 교육과정과 통합하
여 학습할 때 가장 잘 학습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한다(Handler, 1993;
Munday, Windham, & Stamper, 1991).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구미국가들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직과목으로서
교육공학 관련 강좌를 예비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 중요한 것은 모든 교과에 교육공학을 접목하기 위한 기초가 되도록 교
육공학 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Pope et al., 2005). 오히려 교사들
이 높은 수준의 ICT 활용기능을 획득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교실 수업에
이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여러 연구들이 지적한다(Brown & Warschauer,
2006; Hammond et al., 2009; Lee, Chai, Teo & Chen, 2008; Paraskeva, Bouta,
& Papagianna, 2008). 이는 교원양성기관에서 한 과목으로 운영되는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또는 ‘교육공학 ’이라는 과목을 전공교과교육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관련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한다 . Chai, Koh와 Tsai(2010)는 싱가포르 예비교사 8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서 교육공학지식 , 교수법 지식 , 교과내용지식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면
ICT 활용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 자료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 , 교육공학 지식 , 교수법 지식 및 교과내용 지식 중에서 교사의
ICT 활용능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교수법 지식으로 나타났다 . Niess
등 (2006)의 연구에서도 교수법 능력이 낮은 교사들은 교과내용 , 교수법 및 교육
공학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ierson (2001)의 연구에서 또한
낮은 교수법 지식을 가진 교사는 높은 교육공학적 지식을 가졌더라도 교수방법
과 ICT를 접목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교사들이 교과수업에 교수방법과 ICT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기 이해서는 교수법에 관한 지식을 강화해주어야 한
다고 할 수 있다 (Chai, Koh, & Tsai, 2010) 즉 , 예비교사들이 기본적인 수준의
교수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면 효과적으로 교육공학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
어가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Chai, Ko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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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i(2010)는 예비교사들이 교과수업에 적합한 교수법과 ICT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게 되려면 먼저 기초로서 교수법과 교과내용지식을 학습하고 , 그 다음 단
계에서는 교육공학 지식을 습득하고 , 최종단계에서 이 세 가지 지식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Markauskaite(2007)는 217명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ICT 활용 능력과 관련된 두 가지 일반적인 인지능력 (문제해결력 , 의사소통과
메타인지 )과 세 가지 공학적 능력 (기본 ICT 능력 , ICT를 활용하는 분석 및 생
산 , 정보와 인터넷 관련 능력 )을 확인했다 . 이러한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공학적
능력은 ICT 활용능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영역이고 , 기본적인 ICT 능력이 이
두 영역의 능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ICT 관련 일
반적인 인지능력과 공학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예비교사들이 갖지 못하거나
이들 능력과 관련하여 통합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면 , 학교현장에서 ICT를
활용한 수업을 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 이는 결국 학생들의 ICT 활용능력
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따라서
ICT를 수업에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교사들에게 기르기 위해서
는 문제기반 학습과제와 문제해결전략을 ICT 관련 강좌 , 예컨대 교육공학 교과
에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 (Drenoyianni, 2004).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비계
설정 (metacognitive scaffold)이 이루어져야 한다 (Markauskaite,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 예비교사에게 ICT 활용능력을 포함한 교육공학 관
련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과교수법과 통합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
만 ,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은 ICT 기본능력 , 교수법 , 문제해결전략을 포한한 일반
적인 인지전략을 교육공학 교과에서 먼저 가르치고 , 그 다음 교과교육내용 , 교
수법 및 ICT 활용방법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볼 때 ,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공학에
서 ICT 기본 능력 , 문제해결력과 같은 인지전략 뿐만 아니라 교수법을 ICT활
용능력과 통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예비교사 교육과정으로서 교육공학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 오히려 연구결과들은 교육공학 교육의 정당화를 넘
어서 교육공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또는 ‘교육
공학 ’은 예비교사에게 육성해야 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 141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있고 , 향후에는 그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 국내
학교교육의 요구 , 국외 사례 ,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 경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볼 때 ,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공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
라 각 전공교과와 연계된 교과로서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공학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
법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정 , 전공 교과내용학 , 교과교육
학의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 자칫 우수한 교사를 육성
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재와 미래의 요구 및 책임은 보지 못한 채,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 교육과정을 파편화하는 일에 기여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임용고사나 교원평가 등의 기준 , 국외사례 등을 보면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교과목 중심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목표로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
다 . 즉 역량기반 교육과정 (Struyen & Meyst, 2010) 또는 수행표준기반 교육과
정 (Vali & Rennert-Ariev, 2002) 편성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보인다 . 교사가 어
떤 과목을 배워야 하는가 , 또는 교사에게 어떤 교과 (교수요목 )를 가르쳐야 하는
가의 관점에서만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하면 , 교과의 수나 교
수요목의 수는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발전이 지속될수록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이 가중 될 것이고 ,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통합성이나 응집력을 잃어갈 것이다 . 현재와 미래의 교육이 어떤 교사를 필요
로 하는지 , 우리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춘 교사를 배출해야 하는지를 먼
저 고민하는 데서 교직과목과 전공교과 간의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보다는 협력
과 소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를 단순히 교과지식을 가르치는 교과전
문가로 보는 것을 넘어서 교육자 , 학습과 발달의 가이드 , 학습공동체의 조직자 ,
학교교육의 혁신자 , 학부모와 이해관계자의 파트너 , 사회문화 참여자 등으로 교
사 개념을 확장하고 , 이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학이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고 , 그 위상 또한 재정립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명희, 한연선(2000). 자원기반 학습환경에서 탐구훈련모형의 활용이 탐구능력과 과제수
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16(2), 3-18.

- 142 -

제2주제 발표(김회수)

곽영우(1998). 교육개혁과 사범대학의 발전 과제. 한국교사교육, 15(1), 88-108.
길양숙(1996). 교과교육학의 성격과 교사교육과정의 구성원리. 교육과정연구, 1 4 ( 1 ) ,
126-141.
김갑성, 김주아, 김도기, 김용, 남수경 (2009).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분석, 경험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RR 2009-07, 한국교육개발원.
김동연, 김진수, 이태욱(2002). 예비교사의 ICT활용 능력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기술교육
학회지, 2(2), 98-110.
김영애, 박한숙(2008). ICT 활용 문제중심학습이 문제해결력과 학업성취도 신장체 미치
는 효과: 농어촌 소인수학급을 대상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2(2), 75-92.
김영우(1994).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교육학연구, 32(4), 39-66.
김지일(2004). CSILE 기반의 탐구학습에서 지식의 이해, 학습의도 및 탐구력의 관련성
규명, 컴퓨터교육학회지, 7(5), 57-70.
노명환(2007). 국어교육의 정체성- 그 학문, 교과, 그리고 교육. 국어교육연구, 40, 73-108
박상완(2000). 사범대학의 교사교육 패러다임 분석: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행
정학연구, 18(2), 275-298.
박인기(2006). 국어교육과 타 교과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1-30.
방지원(2009). 예비역사교사의 교과전문성 형성을 위한 교과교육프로그램 운영방
안. 역사교육연구, 10, 189-222.
성은모, 최욱(2006). 인터넷 활용 문제중심 탐구학습이 학습자들의 탐구능력, 학업성취도
및 파지에 미치는 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29-159.
손

미(2002). 초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자원기반 탐구학습설계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방송연구, 8(2), 57-91.

심재훈, 송의성(2008). 교수학습을
․
위한 초등학교 교사의 ICT 활용 능력에 관한 실태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8(1), 281-298.
양호환 (2006). 역사교사 양성문제와 교과과정. 역사교육, 97, 157-176

양호환, ｢역사교과이론의 가능성과 문제점｣,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
원, 1997, pp.19～22
윤정일(2002).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사양성체제의 발전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29(1), 5-24.
이대형, 이환기, 이도형, 김홍래, 박승규, 서동엽, 서순식, 이기서 (2004). 교육대학 ICT
활용 교육과정 운영전략 개발 및 적용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KR
2004-21.
이미자 (2004). 교육대학교 교육학의 ‘교육공학’과목 강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
미디어 연구, 10(4), 57-90.

- 143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이미자, 송지은(2002). 초등학교 ICT 활용교육과 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및 개선방
안 연구. 초등교육연구, 15(1), 211-243.
이정우(2004). 사범대생의 눈으로 본 사범대학 교육의 의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
육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3(4), 107-137.
이종재(1995). 종합대학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과 교육과정의 구조. 중등교육연구, 제7집.
이창덕(2005). 초등교사 자격 및 교육과정 최소기준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사교
육 프로그램 개발연구과제 2005-23.
임규연(2009). 개념도를 활용한 생성적 학습 및 자기조절학습 스킬 수준이 지식습득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25(2), 1-25.
임철일(2009). 정보 지식 사회를 대비하는 교원양성체제의 새로운 방향. 교육연구와실천,
75, 42-66.
장언효, 이성흠 (2002).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정보·
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0(1), 123-154.

정아롱, 이용진(2011). 기술가정과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단원에서 문제 해결 과제 중심
수업이 개념 이해와 학습 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6(1),
167-190.
정차남, 민천식(2008). 블렌디드 러닝이 학습부진아의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대
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24(1), 155-169.
조한혁, 송민호(2010). 교육공학 관련 교직과목과 교과교육 과목 연계를 위한 도구. 수학
교육논문집, 24(4), 843-868.
정진곤(2001). 현행 교원양성의 질적 관리 체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한국교원교육연구,
18(3), 89-111.
정진곤, 황규호, 조동섭(2004).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태범(1997). 중등교원 양성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행정학연구, 15(3), 122-148.
조경원(2004). 중등교원 양성교육의 비판적 검토. 교육과학연구, 35(1), 1-19.
진동섭(1993). 교원 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31(4), 141-157.

황규호 외(1999). 교원양성연구교육체제
․
개선방안.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체제개선위원
․
회.
AECT(2001).

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in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ECIT) (4th ed.). Bloomington, I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lbee J. J. (2003) A study of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echnology skill
preparedness and examples of how it can be increased.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1, 53–71.

- 144 -

제2주제 발표(김회수)

Angeli, C. (2005). Transforming a teacher education method course through
technology: Effects on preservice teachers’ technology competency. Computers
& Education, 45, 383–398.
Bigum, C., & Rowan, L. (2008). Landscaping on shifting ground: teacher

education

in a digitally transformed world. Aisa-Pacifac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6(3), 245-255.
Bulu, S., & Pedersen, S. (2010). Scaffolding middle school students' content
knowledge and ill-structured problem solving in a problem-based hypermedia
learning environment.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58(5),507-529,
Chai, C. S., Koh, J. H. L., & Tsai, C. C. (2010). Facilitating Preservice

Teachers'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PACK).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3(4), 63-73.
Chingos, M. M., & Peterson, P. E. (2011). It's easier to pick a good teacher than to
train one: familiar and new results on the correlates of teacher effectivenes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0, 449-465.
Clark, D. B., & Sampson, V. D. (2007). Personally-seeded discussions to

scaffold

online argumen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9, 253-277.
Davis, E. A. (2003). Prompting middle school science students for productive
reflection: Generic and directed prompts.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2,
91–142.
Davis, K. S., & Falba, C. J. (2002). Integrating technology i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orchestrating scientific inquiry in meaningful ways.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13(4), 303–329.
De Bono, E. (1985) The CORT thinking program. In J.W. Segal, S.F. Chipman, & R.
Glaser (Eds.), Thinking and learning skills: Vol.1. Relating instruction to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363-388.
Doering, A., Hughes, J., & Huffman, D. (2003). Preservice teachers: Are we thinking
with technolog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3), 342–361.
Drenoyianni, H. (2004).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project-based ICT course in a
teacher education setting: Rewards and pitfalls.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9(4), 387–-404.
Driver, R., Newton, P., & Osborne, J. (2000). Establishing the norms of scientific
argumentation in classrooms. Science Education, 84, 287-312.

- 145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Duschl, R. A., Schweingruber, H. A., & Shouse, A. W. (Eds.). (2007). Taking science
to school: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in grades K-8.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Ertmer, P. A. (2005). Teacher pedagogical beliefs: The final frontier in our quest for
technology integra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3(4), 25-39.
Glaser, R. (1984) Education and thinking: The role of knowledge. American
Psychologist, 39(2): 93-104.
Gotwals, A.W., & Songer, N. B.(2006). Measuring students’' scientific content and
inquiry reasoning. In S. Barab, K. Hay, & D. Hickey(Eds.),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learning sciences (pp. 196–-202). Mahwah,
NJ: Erlbaum.
Facer, K., & Sandford, R. (2010). The next 25 years?: future scenarios and future
directions for education and technology.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6, 74–93.
Feuerstein, R.(1980) Instrumental Enrichment.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Handler, M. G. (1993). Preparing new teachers to use computer technology:
Perceptions and suggestions for teacher educators. Computers & Education,
20(2), 147–156.
Jang S. (2008). Innovations in science teacher education: Effects of integrating
technology and team-teaching strategies.
Jonassen, D. H. (1996). Computers in the classroom: Mind tools for critical think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ress, G. (2000). A curriculum for the futur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30(1),
133-145.
Kress, G. (2008) Meaning and Learning in a world of instability and multiplicity,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27, 253-266.
Kuhn, D. (1993). Science as argument: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tific thinking. Science Education, 77, 319-338.
Kuhn, D., Schauble, L., & Garcia-Mila, M. (1992). Cross-domain development of
scientific reasoning. Cognition and Instruction, 9(4), 285-327.
Kuhn, D., & Udell, W. (2001). The path to wisdom. Educational Psychologist,
36(4), 261–264.
Kuhn, D., & Udell, W. (2003). The development of argument skills. Child

- 146 -

제2주제 발표(김회수)

Development, 74, 1245–1260.
Kurbanoglu, S. S.(2003). Self-efficacy: A concept closely linked with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6), 635–646.
Lee, C. K. E. (2010). Role of domain-general reasoning ability and domain-specific
knowledge in students' ability to solve geographical problems.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1) 44-51
Li, Q. (2003). Would we teach without technology? A professor’s experience of
teaching mathematics education incorporating the internet. Educational Research,
45(1), 61–77.
Macdonald, C. J., Stodel, E. J., Farres, L. G., Breithaupt, K., & Gabriel, M. A. (2001).
The demand-driven learning model: A framework for web-based learning.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4, 9–30.
Markauskaite, L. (2007). Exploring the structure of trainee teachers’' ICT l i t e r a c y :
the main component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cognitive and
technical capabilit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55(6), 547-572.
Markauskaite, L., Reimann, P., Reid, D., & Goodwin, N. (2006b). Exploring the fit of
an information technology course to the ICT literacy of trainee teachers. In C.
M. Crawford, R. Carlsen, K. McFerrin, J. Price, R. Weber, & D. A. Willis
(Eds.), SITE 2006 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pp. 2960-2967). Chesapeake, VA:
AACE
Mahaptra

R.

&

Lai

V.S.

(2005)

Evaluating

end-user

training

programs.

Communications of the ACM 48, 67–70.
Martinez, M. (2010). Teacher education can't ignore technology. Kappan,

9 2 ( 2 )

74-75.
McNeill, K. L.,

& Krajcik, J. (2009). Synergy Between Teacher Practices and

Curricular Scaffolds to Support Students in Using Domain-Specific and
Domain-General Knowledge in Writing Arguments to Explain Phenomena. Th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8, 416–460.
Means, B., & Olson, K. (1995). Technology’s role within constructivist classrooms. In
Paper presented as part of the symposium, teachers, technology and authentic
tasks: Lessons from within and across classrooms,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San Francisco.

- 147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Mistler-Jackson, M., & Songer, N. B. (2000). Student motivation and internet
technology: Are students empowered to learn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7(5), 459–479.
Mitchell, J. (2003). On-line writing: A link to learning in a teacher education
program.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 127–143.
Munday, R., Windham, R., & Stamper, J.(1991). Technology for learning:

Are

teachers being prepared? Educational Technology, 31(3), 29–31.
NCATE (2006).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on-line] http://www.ncate.org
National Research Council(1996).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Niederman F. & Webster J.(1998) Trends in end-user training: a research agenda.
Proceedings of CPR ’'98, Boston, 224–232.
Niess, M. L., Suharwoto, G., Lee, K., & Sadri, P. (2006). Guiding inservice
mathematics teachers in developing TPCK.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San Francisco, CA.
Olfman L. & Bostrom R.(1991) End-user software training: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methods to enhance motiv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 249–266.
Olfman L., Bostrom R.P.&Sein M. K. 2003) A Best-Practice Based Model for
Information Technology Learning Strategy Formulation. SIGMIS Conference,
Philadelphia, PA.
Olfman L. &Mandviwalla M. (1995) An experimental analysis of end-user software
training manuals. Information Systems Journal 5, 19-36.
Perkins, D. N. (1987) Myth and method in teaching thinking. Teaching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9(2),1-2, 8-9.
Pierson, M. E. (2001). Technology integration practice as a function of pedagogical
expertise.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33(4), 413-430.
Pope M., Hare P. & Howard E. (2002) Technology Integration: closing the gap
between what preservice teachers are taught to do and what they can do.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0, 191-203.
Quintana, C., Reiser, B., Davis, E. A., Krajcik, J., Fretz, E., Golan, R., et al. (2004). A
scaffolding design framework for designing educational

software.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13, 337–386.
Robert, V., Bullough, J., Clark, D., & Patterson, S. (2003). Getting in step:

- 148 -

제2주제 발표(김회수)

Accountability, accreditation and the standardization of teac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29(1), 35-51.
Schunn, C. D., & Anderson, J. R. (1999). The generality/specificity of expertise in
scientific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3(3), 337-370.
Seels, B. B. & Richey, R. C. (1994).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definition and
domains

of

the

field.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Songer, N. B., Lee, H.-S., & Kam, R. (2002). Technology-rich inquiry science in
urban classrooms: What are the barriers to inquiry pedagogy?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9(2), 128–150.
Stetson, R., & Bagwell, T. (1999). Technology and teacher preparation: An
oxymoron?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7, 145–152.
Shulman, L. S. (1987)“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 e f o r m ” ,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1.
Stryven, K., & De Meyst, M. (2010). Competency-based teacher education: Illusion or
reality? An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in

Flanders

from

teachers' and students' point of view.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
1495-1510.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 (2007).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 [online] www.tda.gov.uk/standards
Teacher Education Accreditation Council (2006). TEAC Accreditation Process.
[on-line] http://www.teac.org
Tervey, K. (2010). Pedagogical-research designs to capture the symbiotic nature

of

professional knolwldege and learning about e-learning in initial teacher
education in the UK. Computers & Education, 54, 783-790.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for Schools (2006). Qualifying to teach. [on-line]
http://www.tda.gov.uk
Valli, L., & Rennert-Ariew, P. (2002). New standards and assessments? Curriculum
transformation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2),
201-225.
Vannatta R.A. & Beyerbach B. (2000) Facilitating a constructivist vision of
technology integration among education faculty and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on Computing in Education 33, 132– 148.
Varasidas, C., & McIsaac, M. (2000). Integrating technology in teaching and

- 149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teacher education: implications for policy and curriculum reform. Education
Media International, 38(2/3), 127-131.
Young, M. (1999). Knowledge, learning and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B r i t i s 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5(4), 463-477.
Young, M., &, Muller , J. (2010).Three Educational Scenarios for the Future: lessons
from the sociology of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5( 1), 11-27.
Zimmerman, C. (2000).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reasoning skills. Developmental
Review, 20, 99-149.

- 150 -

제2주제 발표(김계현)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상담학의 위상 :
교직과목으로서의 상담학
김계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사는 교과를 가르칠 뿐만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
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학에서는 이 교육 영역을 전통적으로 “생활지도(guidance)"
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왔으며, 교사교육에 있어서도 “생활지도” 혹은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과목명으로서 교직과목에 포함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교직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대
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작금에, 생활지도 및 상담의 내용이 교사교육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교직과목의 하나로 편성된다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중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훈육과 생활지도
훈육은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교육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인정되어
왔다. 다만, 훈육의 방법에 있어서 강압적인, 교육자 중심적인 훈육이냐 아니면 학생의
자율성이 강화된 훈육이냐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훈육에는
학생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규칙의 준수 및 타인의 기본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지도, 선생님과 선배에
대한 예절바른 행동(인사, 경례, 존대말 사용 등),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품의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훈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등하교시에
“교문지도”를 통해서 복장과 두발상태는 물론 지각을 단속하는 방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또한 불시에 “가방검사”를 실시하여 소지하지 말아야하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를 적발
하기도 하였다. 이런 지도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사용해온 방법이었는
데, 최근 그 방법들이 학생들에게 압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있어서 그런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학교가 많다.
훈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쟁점은 적발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벌, 특히 체벌을 가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첨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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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체벌 허용 여부는 일이년 정도의 단기적 쟁점이
아니라 이미 십년이 더 된 고전적 쟁점이다. 다만, 현재 이것이 다시 표면에 부상한 것
은 모든 교사에게 체벌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몇몇 교육청에 의해서 시행된 것
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교사에게 체벌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금지할 것이냐가 일단
하나의 쟁점이 된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체벌 허용 여부에 관한 것은 논외로 한다.
다만, 본 발표문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의제는 교사에게 학생 훈육의 책무가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훈육의 방법으로서 체벌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 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훈육과 관련해서 교사교육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
(1) 현대 사회에서 복장, 두발, 소지품 검사 등이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중요한 훈육의 요소는 무엇인가?
(2) 지각이나 무단 결석, 수업 이탈 등의 행동에 대한 훈육은 지속해야 할 것인가?
(3)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훈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 훈육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교직과목에서 예비교사들은 훈육과 관련한 위와 같은 주제들을 생각해보고, 토론함으
로써 교사로 부임하였을 때 훈육의 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종전과 같이 각급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훈육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는 교사 각자가
이 훈육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효과적 훈육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올바른 교사교육일 것이다.

2. 수업태도에 대한 지도
교사교육에서 수업에 관한 사항은 일단 교과지도에 속한다. 그러나 학생이 수업 받기
를 거부하는 행동,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등을 하는 경우 이는 교과지도라기보다는 행동
지도의 영역이 된다. 수업시간에 경력이 짧은 교사를 당황시키는 발언을 하여 수업 분위
기를 망치고 교사로 하여금 교직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례들은 최근
상당히 자주 보고된 바 있다.
이런 사례를 접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표준적인 매뉴얼을 마련
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각급 학교 현장에서 선배 교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서 개개인 교사가 직접 지도하기 어려운
사례는 교장이나 담당 부장교사에게 보고하기만하면 되도록 지도체계를 갖추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생기고 있다. 즉, 학교에 “성찰교실” 혹은 “위클래스” 등을 설치하여 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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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전문교사로 하여금 좀더 전문화된 방법을 시도하도록 하는 체계이
다.
여기서 상담학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사 개인이 할 수 있
는 부분이 있고 교사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다. 교사 개인이 담당하기 어
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단위의 체계 즉 시스템적인 방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교직과
목에서 상담학은 교사 개인의 지도 역량을 키우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의 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교사 개인들이 그러한 생활지도 체
계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도 상
담학이 담당해야할 부분이다.
다음은 교직과목에서 새로이 첨가해야 할 상담학 영역의 부분이다:
(1)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고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는 그 학생(들)
을 제어할 수가 없을 때 그 교사가 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일.
(2) 그 절차가 일선 학교에서 실효성있게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3)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 학생부장, 담임교사 간의 협조체제 구축
(4) 전문상담교사의 지도를 받은 이후 교실로 복귀한 학생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매
뉴얼 준비.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상담학은 교사 개인이 학생 개인을 지도하는 일대일 관계만 다
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담학은 이런 일대일 지도의 방법 이외에도, 학교라는 더
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지도 체계를 갖추고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지도의 효과는 교사 개인이 담당할 때도 있
지만 그보다는 학교 전체가 시스템으로 담당하였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상담학이 일반 개인심리치료와 크게 다른 점은 학교라는 더 큰 시스템 내
에서 상담 사례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3. 비행을 비롯한 문제 행동의 지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들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행동은
폭행(폭력)과 흡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미 십년 이상 전부터 교
육 당국은 물론 경찰, 검찰, 시민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 역시
학생 흡연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흡연과 관련한 생활지도가 새로운
정책과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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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행과 관련한 교사교육에서 상담학은 어떤 위치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각 학교마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관례들이 있었다고 보인다. 혹
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지도에 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늘
날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폭력 혹은 흡연을 목격했을 때 교사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지나치는 경우,
학생부장에게 알리는 경우, 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아니면 교사 개인이 직접 지도
에 임하는 경우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학생의 비행 문제에 대해서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지도에 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일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도의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이 오
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이 비행에 대한 지
도를 간과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 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학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직과목으로서의 상담학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1) 폭력의 경우 교사 개인이 직접 관여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폭력은 응급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극심한 부상이나 사
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을 신속하게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교사와 예비교사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폭력의 신고는 신고자에게 추후 보복의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혹은 신고한 사람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증언을 해야하는 등 “귀찮고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교사가 폭력을 목격하더라도 신고
를 하지 않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고자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
어야 한다.
(3) 폭력이나 흡연 등의 비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직접 지도에 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담학은 교직과목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지적
을 받는 학생(들)이 지도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상담
학적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예방상담학적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사는 학생 개개인들이 보여주는 문제 행동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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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물론 가정에서 학생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관찰하게 되지만, 학
교에서 보이는 행동은 교사의 관찰을 필요로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상담을 직접 수행
하는 역할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관찰자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교직과목에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동 장애나 정신 장애, 발달
장애 및 학습 장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이런 장애들에 대해서 교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 가능성에 대
해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각종 장애의 주요 증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지식은 교사로 하여금 조기에 장애의 가능성을 의심하
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거나 혹은 자문을 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줄 것이다.
학교 상담은 이와 같이 예방학적인 의의가 크다. 예방에는 문제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
하여 문제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제1차 예방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그것을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여 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2차 예
방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이 보일 수 있는 이상 행동에 대하여 교직과목을 통
해 상세히 배움으로써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예방학적으로 볼 때 필요한
교직 지식이다. 이런 검사들은 종종 학교의 행사로 수행되고,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있게
교육적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렇게 된 데에는 교사들이 검사에 대해
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 같다. 사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들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매우 긴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교직과목에
서 각종 심리검사의 종류, 그것이 측정하는 요소의 속성, 검사 결과 점수의 의미, 검사
점수로 알아낼 수 없는 제한점, 검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해서 상세
히 교육함으로써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다루
어줄 필요가 있다.

5. 학교 적응의 문제에 대한 협력 지도
학생이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게 하는 원인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양하
다. 부적응은 잦은 결석이나 장기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업 행동의 이상으로 나
타나기도 하며, 교우 관계의 이상이나 학과 성적의 급격한 변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
사는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서 교직과목을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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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상태에서 교사로 임용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신임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 안목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교사는 그것을 교사 자신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교사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가 객관적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부적응에 대
한 정확한 지식은 교사가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중에서 집단적인 따돌림은 최근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
다. 교사는 학급 내에서 집단 따돌림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취해야 하지만, 따돌
림을 받는 학생이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도와주는 역할
도 수행하여야 한다.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은 대체로 학급 내에서 힘이 세거나
혹은 인기가 높은 학생이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힘이나 사회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사 혼자서 해결하거나 효율적 지도를 할 수 없
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교사는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교감이나 부장교사, 그리고 교외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문과 조언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
운 문제를 닥쳤을 경우에도 교사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선배 교사나 전문가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즉 협력 지도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을 통해 협력 지도
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협력 지도에서 협력의 대상 중에는 부모가 있다. 많은 경우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지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 문제를 보이는 경우 부모는
종종 죄책감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학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는 자녀의 문제를 숨기려 하거나 과소 포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후자의 경우는 자녀의
문제를 부정하려 들며 오히려 학교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학교
를 공격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와 효율적으로 면담을 하고 부모의 협조를 이끌
어 내는 방법을 습득하여 한다. 이 역할은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학교와 부모의 사이에서 조절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락관(liaison)"을 두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부모와 협조가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일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부모
면담의 기술에 대해서 교직과목을 통해 배워두어야 할 것이다.

6. 교직과목에 대한 반성
교직과목에서 상담학은 ‘생활지도’ 혹은 ‘상담과 생활지도’ 등의 명칭으로 다루어져 왔
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받아온 점은 현장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반
면에 이론적 지식 위주로 교직과목 교재가 구성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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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교사들 특히 초임 교사에게 필요한 구체적 지식보다는 전문상담교사에게 필요한 전
문적 지식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도 지적받곤 하였다. 교직 과목에서 다루는 상
담학의 내용은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에게 유용한 지식이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앞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는 예방상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에 대
해서는 전문상담교사나, 부장교사가 전담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전문기관
이나 전문가에게 의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과목에
서의 상담학은 학생을 관찰하는 방법, 문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다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직과목으로서의 상담학은 매뉴얼에 가까우리만큼 구체성과 현장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실제 업무 매뉴얼은 각급 학교에서 작성할 것이다. 그러나 매뉴얼의
원리적인 부분은 교직과목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과거의 생활지도 교직과목은 이론적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곤 하였는데, 앞으로는 현장성을 살린 구체적 지식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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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 교육공학, 교육상담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Ⅰ

교과에서 보는 교육학 :
언제까지 ‘교육학 ’을 내세울 것인가 ?
노명완 (고려대 국어교육과 )

서론
입장 : 본 토론자는 지금 교과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교육학자들의 학술대회
에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학술대회의 전체 주제는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
의 위상 ’(기조 강연 , 이종승 교수 )이며 , 본 토론자가 참여하고 있는 제 2분과의 주
제는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의 위상 (김성훈 교수 발표 ), 교육공학의
위상 (김회수 교수 발표 ), 교육상담학의 위상 (김계현 교수 발표 )’이다 . 본 토론자
는 제 2분과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제 2분과의 세 발표 논문에 초점을 맞추
어 토론을 전개하여야 마땅하다 . 그러나 이번 토론에서 본 토론자는 제 2분과의
논문들에 대한 토론은 간략히 하고 , 전체 주제인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
의 위상 ’에 대하여 조금은 자세하게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 그리고 그 핵심 내
용은 교과교육학의 정체성 문제가 될 것이다 . 이 토론에서 학술대회의 ‘기조 강
연 ’에 대한 특별한 예의를 범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겠다 .
토론자의 배경 : 토론자 (필자 )와 청중 (독자 )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먼저 본
토론자의 학문적 배경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 본 토론자는 사범대학 교과 (국어 )교
육과를 졸업하고 , 중학교에서 직접 교과를 지도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현장 교직
의 경험을 가진 후 ,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 석
박사 과정은 모두 교육심리학과에서 이수하였다.
학부 사범대학에서의 공부는 철저히 교과내용 (국어학과 국문학 ) 공부였다 . 4년
동안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학과공부에서 본 토론자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
하는 교과서를 살펴본 일 없이 , 오직 내용 (국어학 , 국문학 ) 공부에만 치중하였다 .
교과교육과에 속해 있었지만 , 이 학과의 교수의 강의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 교
육심리학 전공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 그래도 교육대학원이었는데도 불
구하고 , 교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교육학 (세부적으로 교육심리 , 교육과정 ,
교육철학 등 ) 공부만 하였다 . 교과 내용과 교육학을 겸하여 공부한 것은 외국에

- 159 -

한국교육학회 2011 춘계학술대회

서의 박사과정에서였다 . 거기에서 본 토론자는 ‘독서와 독서교육 ’, ‘작문과 작문
교육 ’ 등 언어교육의 세부 내용들을 공부하였다 . 물론 소속 학과가 교육심리학과
인 관계로 교육 일반과 연구방법론 (예 , 통계 , 연구설계 등 )에 대해서도 고급 수
준까지 이수하였다.
본 토론자는 현재 사범대학 교과교육학과에 속해 있다 . 그런데 회고해 보니 ,
본 토론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교과교육 (국어교육 )에 대한 연구와 강의는
본 토론자가 다닌 사범대학 학부에서의 공부도 아니고 , 국내 교육대학원에서의
공부도 아닌 , 외국 박사과정에서의 공부임을 확인하게 된다 . 본 토론자가 입학하
여 공부한 국내 석사과정과 외국 박사과정이 모두 교육심리학이었지만 , 국내 교
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서의 공부는 현재 본 토론자가 하고 있는 교과교육 분
야의 연구와 지도에 별반 관련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 아쉬운 대목이다 .

제 2분과 주제에 대한 토론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의 위상 : 주제 발표의 모든 내용에 대하
여 동의한다 . 국가경쟁력에 교육력이 중요하고 , 교육력 제고에 교원의 질이 중요
하고 , 교원의 질 제고에 교원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는 주제 발표자의 주장에 전
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 그리고 교원이 하는 교과지도나 비교과지도에서 평가
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원양성과
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교육평가에 대한 지식 , 관심 , 그리고 실제적 전문성을 길
러주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교사들 (교과교육 교사들 )에게 이런 정도의 내용이나 주장은 별다른 관심
을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국어교사 , 수학교사 등 교과를 직접 가르치는 교
사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평가적 측면의 내용은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 좀 더 현장에 , 그리고 현장 교과교육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평가적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교과를 가르치는 현
장 교사들 (예 , 국어교사들 )이 평가 측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점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교육 실제적 측면에 대한 관찰 , 상담 등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공학의 위상 : 이 주제 발표의 내용에 대하여도
본 토론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 예전의 종이로 된 교과서 , 교사의 구두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 칠판을 사용하는 필기 등의 수업은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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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 현장은 크게 변하였고 , 그런 변화의 가장
큰 모습이 교육공학의 적극적 활용이다 .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IT 나 ICT
의 교육적 활용 수준은 , 최소한 하드 (hard) 측면에서는 , 감히 세계 최고의 수준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런 IT나 ICT 활용은 어쩌면 대학의 교육학
과의 교육공학 분야 교수가 제안하는 수준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
하는 교사들의 수준이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또 어쩌
면 , 가르치는 교사 수준보다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이 더 앞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공학적 활용은 기계적 측
면이 아니라 소프트 측면인 프로그램이다 . 즉 현재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은 개인 컴퓨터도 , 멀티미디어도 아닌 교과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 IT
나 ICT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여지도 바로 이런 소프트 측면 즉 프
로그램의 개발 측면이다 . 그런데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학과나 교육공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교과의 영역이다 . 실제로 국내외의 여러 교과교육 분야에서는 교
육학자들과 교과전문가들이 협동으로 각 교과의 교수 -학습에 필요한 교육 프로
그램의 개발 (예 , 한국교육정보원인 KERIS에서의 연구 )에 많은 연구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상담학의 위상 : 교원양성과정에 교직과목으로
상담학이 필요하다는 이쪽 주제 발표의 내용에 대하여도 본 토론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그들 나름의 수많은 고민 , 갈
등 , 선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이들에게 따뜻하고 유익한 대화와 안내를 해
줄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어느 누가 반대나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에는 생활 상담보다는 교과 상
담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점이다 . 특히 학교나 학생의 주 관심이 대부분 상급학
교에의 진학에 맞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
다 . 그렇다면 교육상담도 학교 교과지도나 교과학습과 관련한 상담에 더 많은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 공부 못하는 것을 흥미나 적성 탓으로 , 또
는 타고난 지능 탓으로 돌린다면 교과상담은 불필요할 지도 모른다 . 그러나 학
생의 학습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을 교사의 교과지도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학습
관 또는 교육관이 현재 미국 학교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이다 --진정 학생에게
필요한 상담의 상대는 교과교사가 되는 것이다 .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작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창 연구하고 있는 RTI(Response To Intervention;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교사의 intervention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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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반응과 그 효과 연구 )가 바로 그런 상담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교과에서 본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학
교직과정의 내용과 구성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교육학
의 위상을 크게 세 주제로 (‘영역 ’이라 함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 주제가 제
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나누어 토의하고 있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
면 , 교육사 ㆍ 교육철학 ㆍ 교육과정 (이상 제 1주제 ), 교육평가 ㆍ 교육공학 ㆍ 교육상담
(이상 제 2주제 ), 교육심리 ㆍ 교육사회 ㆍ 교육행정 (이상 제 3주제 )이다 . 그리고 각 주
제에는 세 편의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각 주제에 포함된 논문들이 , 본
토론자가 속해 있는 제 2주제에 있는 세 편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 각각
개별적인 논문일 뿐 , 서로의 사이에 아무 연관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다 . 이 세
편의 논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주제나 개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 편의 논문들은 오직 자기 분야가 매우 중요하다 , 그러니 교사양성과정인 교
직과정에서 자기의 분야가 중요한 위치 (선택 /필수 여부 , 시수 등 )에 있어야 한다
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교원양성과정에서 미래의 교사들에게 수강을 강요하는 교직과정에 대한
실제 학생들 ,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교과
를 가르치는 교사들 )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본 토론자도 사범대학에서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다 . 그리고 지금은 사범대학에 교수
로 근무하면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범대학 학생들 ,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 수
강하고 있는 현직 또는 미래의 교사들을 지도하고 있다 .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범대 학생들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이 교직과정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그리 신중
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편이다 . 이들은 교직과정의 과목들은 그냥 어쩔 수 없
이 학점을 취득해야만 하는 과정 중의 강좌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직과
정에 대한 이들의 ‘무관심 ’은 바로 그 과목을 지도하는 교수의 지도 내용에서 온
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현재 또는 앞으로
교과를 지도하고자 하는 교과교사 (지망생 )들이다 . 이들의 주된 관심은 바로 교과
인 것이다 . 그런데 교직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속에는 자기들의 주관심사이고 전
공인 교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무한 편이다 . 바로 이 점이 교직과정에 대한
이수 학생들의 무관심의 원천이다.
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 : 교육학은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 교육을 연구하는 교육학자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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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탐구 영역을 교육사 , 교육철학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공학 , 교육상담 , 교육
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 그러면서 이런 분야의 연구
가 바로 교육 연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이 아닌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이다 . 대학 교육학과

에서는 교육을 교육사 , 교육철학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을 교과로 분류하고 있다 . 국어교과 , 사회교과 , 과학교과 등이 그것이다 . 그리고
이런 교과가 학교 교육의 대부분 (약 90% 정도 )을 차지하고 있다 . 학교 교육이
대부분 이런 교과교육이라면 , 교육학은 필연적으로 교과교육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혹 어느 교육학자가 교육학은 교과의 내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 교과에서 하는 교수와 학습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그리고 교육자료
를 )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교과전공자
의 주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이미 교과전공자들도 교육 실제에서 교육의 내
용과 함께 그 내용의 지도 및 평가 ,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
다 . 교과교육에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한다면 , 교육학은 무엇인지 , 왜 존재하는지 ,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학의 정체성
교육학자와 교과 내용학자들의 상호 비방과 무관심 : 아주 오래 전 (약 40여
년 전 )에 유명한 교육학자 한 분이 당시의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상호 무관심 ,
비방을 아래와 같이 비탄적으로 지적하였고 , 이 지적은 지금도 어느 정도 틀리
지 않다고 본다.
“교육은 반드시 어떤 내용 내지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
다 . 실제의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라, 반드시 국어교육, 수학교육 , 과학교육 , 사회
교육 등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 실제의 교육은 반드시 교육 내용을 갖는
다 . 따라서 실제에서의 요청은 일반이론보다 각과이론의 요청이 더 크다. 그런데 보
통 각과 교육이론은 야릇한 망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과 전문가들은 그 학과의 교육이론의 연구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말하는 교육이론은 이론이 아닌 ‘경험에 의한 통찰이나 절차’
에 불과하다 . 반면, 교육학도들은 대개 일반이론 특히 주변학의 일반이론에만 분망하
고 있을 뿐, 어떤 교과의 교육이론에 대한 관심도 없고 , 그런 교육이론을 연구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교과 지식에 부족하기도 하다 . 따라서 교과 전문학자는 교육학을 공
론 (空論 )이라고 나무라는 사이에 실로 그 학과의 교육이론을 포기하고 있고,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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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학과 전문가들을 교육적으로 무식 (無識)하다고 나무라는 사이에 실은 한 교과
의 교육에 관해서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이고 유용한 제안을 할 줄 모른다. 각과 교육

이론은 양자에 의해서 다 망각․포기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범모 , 1968, 278-279;
밑줄 및 한자는 필자가 첨가)

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의 교육 대부분을 담당하는 교과교육의 성공 여
부에 달려 있다 . 그리고 현장 교과교육의 성공 여부는 교과교육을 보는 대학의
학문적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 대학에서
는 교육을 내용 (내용학 )과 방법 (교육학 )으로 양분하고 있다 . 그리고 이 두 양분
된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는 학문적 교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실제로 교육학
과 소속 교수들 중에 교과교육을 겸하여 전공하는 교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 , 교육과정을 전공한다면 국어교육과정 , 수학교육과정 등의 교과교육
과정에까지 관심을 넓히는 것 ), 교과교육과 소속 교수들도 그 대부분이 교육학
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교과교육과 소속 교수들 중에는 교육과 무관한 소
위 내용학과 (국어교육이 아닌 국어국문학과 , 과학교육이 아닌 물리학과 등 ) 출신
들이 훨씬 더 많고 , 오히려 이런 학과의 배경을 가진 교수들을 더 선호하는 경
향도 나타나고 있다.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 구성에서도 이와 같은 이분법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 실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커리큘럼은 교직과정 , 전공과정 ,
그리고 교과교육과정으로 크게 삼분되어 있고 , 여기에서 교과교육과정이 가장
빈약한 위치에 있다 . 본 토론자가 있는 교육대학원에서는 교과교육 필수 강좌가
‘교과교육론 ’, ‘교과논리 및 논술 ’, 그리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의 세 강좌뿐
이다 .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교과교육을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다.
교과교육의 학문적 성격 : 교과교육이라는 분야는 정말 없는가 ? 그렇다면 사
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 구성은 어떤 구조가 되어야 하는가 ? 본 토론
자는 교과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교육학 + 내용학 = 교과교육학 ’이라는 ‘이원적 교과교육관 ’이다 . 이
등식에서는 내용과 방법을 학문적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 아마 교과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하고 , ‘교육학 ’ 그리고 ‘기타 교과교육학 ’
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범대학의 학과 및 교수진 구성이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교과교육에 대한 이 같은 이원적 관점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합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교육 경험이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도 사범대학에서는 1교시에는 교육과정 전공 교수가 교육과정의 변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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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강의하고 , 2교시에는 현대시 전공 교수가 시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 이
두 강의 사이에는 아무 연관도 보이지 않는다 .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도 시
이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 시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도 교육과정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그래서 시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교수 -학습 설계 , 평가 등은 전적으로 이 두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떠넘겨져 있
는 실정이다 . 교과교육 , 더 나아가 학교 현장 교육의 실종인 것이다 .
두 번째 관점은 내용학에서 교육적 측면을 찾고자 하는 ‘일원적 교과교육관 ’이
다 . 우리는 이런 경향을 학문중심교육과정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시 교육은
시 이론에서 나오고 , 물리 교육은 물리학 이론에서 나온다고 보는 관점이다 . 이
관점이 한때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교육과정 이론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이 입장에서 보면 교육학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 교육학자가 시 이론
을 알지 못하고 물리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런 관점도 교육
실천가들인 현장의 교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우선 이 이론 자체가 과학과
기술에 치중한 교육과정 이론이라는 점 , 그래서 인문이나 사회 그리고 예술 등
의 분야에 대해서는 유용한 제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리고 두 번째
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하였다는 점이다 . 교육 이론이 과거에는 교수중
심이었다가 (특히 행동주의 시절의 이론 )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뀌었고 (특히 인지
심리학 시절의 이론 ), 교수 -학습에 학생의 지적 배경 (소위 스키마 )과 그 학습이
일어나는 여러 상황적 요인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이 크게 작용하며 (사회구성
주의 이론 ),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이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
응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의 변화 (사회문화적 이론 )
등이다.
교과교육의 정체성은 아직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 아직 탐구
과정에 있는 것이다 . 그러는 중에도 여러 교과교육학자들은 교과교육의 정체성
에 대하여 이원론도 아니고 일원론도 아닌 , 제삼의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 교과
교육학이라는 독립된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국어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
아래의 표가 이를 보여준다 (노명완 , 1997).
<표 1> 문학연구자, 문학교육연구자, 교육연구자의 관심 비교
관심 영역

학생의 문학
학습

문학 교육
목표

교육 내용

문학 교과서와
문학수업

문학 교육
평가

문학 연구자

문학

별로 없다

보통이다

매우 많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문학교육 연구자

문학교육

매우 많다

매우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매우 많다

교육 연구자

교육

보통이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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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 의하면 교과내용 전문가는 교과내용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나 , 가르
치고 배우는 교사와 학생 , 교육의 내용을 펼쳐 놓은 교과서 , 수업 , 평가 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교육학자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 이들은 교사와
학생 , 교수와 학습의 과정 , 교육자료 , 평가 등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 정작 교
육의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내용이 빠진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교과교육 전문가는 이 두 측면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 이를 자기의 전공으로 삼는다 . 이들은 , 위의 예를 가지고
말한다면 , 문학교육의 목표 , 내용 , 자료 , 지도 방법 , 학습 방법 , 평가 등 문학교육
모든 측면에 다 관심을 갖고 있다 . 그것이 바로 교과교육 전공인 셈이다 .
교과교육은 교육대학 , 사범대학 , 교육대학원의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
립된 분야가 되어야 한다 . 교육내용은 인문 , 사회 , 자연 분야의 학문에서 가져오
고 , 방법은 교육학에서 가져오는 물리적 결합 구성은 더 이상 교과교육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지금까지 정체성을 찾자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교육대학과 사
범대학의 무정체성 , 그리고 교사들의 좌불안의 입장이 바로 교과교육의 정체성
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점이 얼마나 비현실적 , 비교육적 , 비실제적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교과교육 정체성에 기초한 사범대학의 커리큘럼과 교수의 모습 : 지금까지
의 교원양성과정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즉 교과교육을 교육학과 소위 내용학
의 물리적 결합으로 보는 이원적 구성 (즉 ‘교육학 + 내용학 = 교과교육학 ’)을 취
해 왔다 . 그러나 교과교육을 보는 새로운 관점은 교과교육을 하나의 독립된 학
문 분야로 보는 것이다 . 물리교육을 물리학에 교수학습 방법을 더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 그냥 하나의 물리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런 관점을 취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 교직과정은 상당히 바뀌
어야 할 것이다 . 이미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 바로 교과교육과정 , 교과교수
학습 , 교과교육평가 등을 다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 이런 새 관점으로 사범대학
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면 학생들은 교과교육과정이나 교과교수학습 또는 교
과교육평가를 한 사람의 교수 강의에서 다 배우게 되는 것이다 . 지금과 같이 한
시간에는 교육학과 교수가 하는 교육과정이론의 강의를 듣고 , 다음 시간에는 교
과내용학 교수의 내용학 강의를 듣는 , 그래서 이 둘을 합해야 하는 일 , 현재의
체제에서는 교수도 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일을 학생이 홀로 책임지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 교과교육은 학생에게 떠넘기기 전에 먼저 교수가 공부하
고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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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평가학, 교육공학, 교육상담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Ⅱ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상담학･교육평가학･교육공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서민원(인제대)

Ⅰ.
학술대회에서 다루었던 과거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종종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주제가 바로 “교육학의 본질과 정체성 ”에 관한 것이다 .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 마치 한 인간이 하루의 일과를 생활하고 나서 , 자신
의 존재적 의미에 대한 반추를 통해 인격의 깊이와 폭을 더하는 것과 같이 , ‘교
육학의 정체성 확인을 통한 새로운 위상 정립 ’이라는 발전적 의미가 컸다고 본
다 . 아마도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때는 쇼팽의 즉흥환상곡처럼 센티멘탈하면
서도 로맨틱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 2011년의 학회에서 다루어지는 교육학의 위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
실은 왠지 특별나다 . 이상하게도 베르디나 모짜르트의 레퀴엠과 같은 장엄하고
도 엄숙한 비장함까지 느껴지게 되니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Ⅱ.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상담학 ･교육평가학 ･교육
공학의 위상에 대한 각각의 옥고를 접하면서 ,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첫째 ,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상담학 ･교육평가학 ･교육공학 과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둘째 , 교원양성에서의 교육상담학 ･교육평가학 ･교육공학의 위상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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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 교원양성을 위한 교과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과제는 무엇인
가?
특히 . 그 중에서도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한 탐색적 제안은 정체성과 위상
을 새로이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Ⅲ.
세 학문영역의 발표자께서 교원양성을 위한 교직과목으로 각 영역이 필요한
이유와 현재의 위상을 잘 분석하고 , 미래의 개선방향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다
고 본다 . 토론자는 이 세 교육학 전공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쟁점과
과제를 첨언함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 ‘교육과 교육학 ’을 혼동하지 않고 ,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가 ? 이론과
실제는 구분되어야 하는가 통합되어야 하는가 ? 교사에게는 실제적 지식이 중요
한가 , 지적 안목으로서의 이론적 지식이 중요한가 ?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은 상아
탑의 순수학문으로 남아야 하는가 ? 아니면 교육실제만을 다루어야 하는가 ? 교직
과목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 ? 교원양성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 교
직과목의 성격은 무엇인가?
둘째 , 최근 들어 교육이 교육 이외의 경제 , 정치 논리에 의해 지나치게 휘둘리
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이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 현재 교육
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 교육이 경시되고 , 행정우위적
사고가 팽배해 있지는 않은가 ? 교육의 진정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소홀하지는
않은가?
셋째 , 교육학을 교원양성을 위한 필수 교직과목이라 주장하는 것이 집단 이기
주의에 해당하는 것인가 ?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면 , 진정으로 필수 교직과목이
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국력 -교육력 -교사 -교육의 질의 위계적

논리는 하나의 대안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넷째 , 교육학의 융합적 성격은 장점이 없는 것인가 . 세부 전공분야만 파편화된
채로 남아 붕어없는 붕어빵 , 교육의 본질이 상실된 세부 전공분야로만 남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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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은가 ? 교육학 세부전공 분야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
다섯째 , 교원양성을 위한 교직과목으로 교육학 과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의 각 전공분야가 어떠한 노력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교
육학 과목 시험이 ‘시험을 위한 시험 ’은 아니었나 ? 타당도는 있는가 ? 가르칠 것
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이 세 영역 발표자들의 논의를 통해 교육학 전공분야의 위상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한다 . 교육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린
다 . 낭만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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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심리학의 위상
신종호(서울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회학의 위상
한대동(부산대)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행정학의 위상
임연기(공주대)

토론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에
대한 글을 읽고
이혁규(청주교대)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김영화(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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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심리학의 위상 :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심리학은
어떻게 구성 , 운영되어야 하는가 ?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

Ⅰ. 서 론
세계 각국에서는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최근
미국 오바마 정권은 교사 성과급 펀드를 기존 9700만 달러에서 7억 1700만 달러
로 크게 늘린 바 있다 . 또한 2010년 2월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주 교육감
인 프란시스 갈로 (Frances Gallo)은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가장 성적이 낮은 학
교 중 하나인 센트럴 폴스 (Central Falls) 고등학교 교사 93명 전원을 해임시키
는 안을 통과시켰다 . 같은 해 7월에는 미국의 워싱턴 D. C. 교육감인 미셀 리
(Michel Lee) 또한 교사평가 시스템인 임펙트 (IMPACT)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 241명을 해고하였다 . 이 같은 ‘이례적인 ’ 교사 해고는 교육의 질이 교
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교육의 일반적 원리를 반영하는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교사의 선발과 현직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육 개혁
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져왔다 . 이는 2009년 10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
한 『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 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교원의 임용 및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교사 전문성 지원 등을 통해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변화 속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심리
학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나아가
교사들의 실천적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심리학의 교직과목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이 소고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심리학이 교원양성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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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지금까지 교원양성에서의 교육심리학의 역할과 운영
1. 교육심리학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적으로 교육심리학은 효과적인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그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다 . 최초의 교육심리학 교과서를 집필한 쏜다이크 (Thorndike)는 교육심
리학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인 「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의
창간호에서 교육심리학이 학생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영역이라고 정의
한 바 있다 . 그는 교육심리학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실제 교수 -학
습 현장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교수 -학습 전략 및 평가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Thorndike,
1910).
쏜다이크 이후에도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이 교원양성에서 교육심리학의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스톡스 (Stokes)는 교육심리학을 교육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유용성이라는 두 목표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그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으
며 (Stokes, 1997), 스노우맨 (Snowman)과 베일러 (Beihler)는 교육심리학을 교육현
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nowman & Beihler, 2000).
국내 교육심리학자들도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심리학자의 주된
관심사여야 하며 , 이를 위해 실제 교육현장과 연계된 연구 (예 , 교수 -학습전략 ,
수업환경 구성 , 학생들의 학습동기 촉진 등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성진 ,
1996). 따라서 교육심리학은 교수 -학습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학문영역이며 ,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Berliner, 1992).

2. 교사 전문성 개발과 교육심리학의 구성 내용
교육심리학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심리학 교재 내용을 분석해 보
더라도 교육심리학은 교사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교
사 전문성 요소들에 대한 합의는 명확하지 않지만 , 김종백 (2010)은 교과 내용학
지식 , 교수방법 지식 , 학습자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수업 설계 능력 등을 교사의
전문성으로 보았다 . 백순근 외 (2007)도 교수 역량을 교과 지식 , 학습자와 학습에
대한 지식 , 교수 설계 및 개발 지식 , 교수 -학습 환경 설계 지식 , 평가 지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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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주요 영역으로 제안한 바 있다 . 종합해 보면 , 교사 전문
성을 구성하는 하위 역량으로 교과 내용학 지식 , 학생 및 학습과정 이해 , 교수 학습전략 이해 , 학급 운영 및 인성 지도 , 그리고 평가라 할 수 있다 . 이 가운데
교과 내용학 지식을 제외한 요소들은 모두 교육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실제 199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심리학 교재를 분석해보
면 , 교재 내에 학습 과정 , 발달 , 개인차와 집단 차이 , 동기 , 정서적 과정 , 사회적
과정 , 수업 방법 , 학급평가와 측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nowman,
1997).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심리학 교재 5권 (김용래
외 , 2006; 권형자 , 2006; 김아영 외 역 , 2007; 신종호 외 역 , 2008; 신명희 외 ,
2010)의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교사 전
문성 신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발
달 , 지능 , 개인차와 같은 내용들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 능력과 직결되고 , 학습이
론 , 학습동기이론 등은 교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 능력에 필수적이다 . 학급 경
영 , 생활지도 , 상담은 교과내용에 대한 수업 외 영역에서 교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자질과 관련되며 , 또한 심리측정 및 평가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는 학생 평
가와 관련된 교사 전문성을 갖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원 양성에 있어 교육심리학의 필요성은 1-2년차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enry, 1986). 교사로서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된 20가지 기술들은 개인차 , 강화 원리 , 평가 기술 , 사고 기능
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수법 , 동기 유발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 이는 교육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1-2년차 현직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된 두 항목이 학생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와
특수 학습자를 위한 교육 전략이었는데 , 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의 자
질이 교과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교육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임을 보여준다.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 교육심리학은 간과되어서도 안 되고 간과될 수
도 없는 분야임을 교육심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 분석을 통해 , 그리고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적으로 교
육심리학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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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 교원양성 교육에서의 교육심리학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백
하지만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교육심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
용과 기술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교사들은 교원 양성과정에서 배운 교육심
리학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다 . 초임 교사
들 대부분이 학급경영 ,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활동 , 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Veenman, 1984),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은 교육심리학에서
배운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Ball, 1984). 따라서 교육심리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실
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에서 살펴보
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심리학 교재 5권 (김용래 외 ,
2006; 권형자 , 2006; 김아영 외 역 , 2007; 신종호 외 역 , 2008; 신명희 외 , 2010)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 교육심리학 교재들의 내용이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예컨대 '인지 발달 ' 단원은 공통적으로 '발달의 정의 ',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 Vygotsky의 사회 문화적 관점 '을 소개하고 있다 . 즉 , 주요 학자들의 이
론과 그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학생이나
교사가 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 요소는 등한시한 채 학문적 틀에 맞추어 구
성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 교육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 분석과 적용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
다 . 교육심리학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구체
적 논의

없이는 교육심리학의 주요 내용들이 실제로 현장에 연결되어 사용되기

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 예를 들어 , 상담을 다루는 단원에서도 상담에 대한 정
신분석학적 접근 , 행동주의적 접근 , 합리 -정서적 접근 , 인간중심적 접근과 같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지 , 예비 교원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불안 ,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과 전략 등은 포함되어 있지 못한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심리학의 수업 방식에도 제한점이 존재한다.
교육심리학 수업은 다른 교직과목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강의를
통해 전달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의식 수업
방식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재를 중심으로 지식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
으로 교육심리학의 전문 지식을 전달한다 . 따라서 교육심리학 교과목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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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스럽게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도출
보다는 개념의 철저한 이해와 습득이 강조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는 현재 교직과목 운영 철학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교원교육에
서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은 ‘전문 지식 ’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 교육심리학의
전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교사 전문성 향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 하지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능
력은 별개일 수 있음을 교육심리학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 1> 주요 교육심리학 교재에 포함된 내용 주제 분석
구분
교육심리학
개관

학생 이해

교수학습의
이해
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

평가

목차 내용
기본
연구방법
인지발달
발 성격/사회성발달
달
도덕성발달
지능
창의성
특수학습자
성차
학습유형
다문화(민족/인종)
사회경제적지위
적응유연성
학습이론
동기
수업모형/방법
학급경영
생활지도
상담
기본개념

김용래 외
(2006)

권형자
(2006)

●
●
●
●
●
●
●
●

●
●
●
●
●
●
●

Woolfolk
(김아영 외
역, 2007)
●
●
●
●
●
●
●

●
●

Eggen
(신종호 외
역, 2008)
●
●
●
●
●
●
●
●

신명희 외
(20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평가

●

●

●

대안평가
표준화검사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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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심리학 운영의 개편 방향
교사들이 실제 교실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심리학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 . 우선 내용
적 측면에서는 사례 중심 또는 주제 중심의 내용 개편이 요구된다 . 앞서 있었던
교재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이론 중심이나 학자 위주의 단편적 내용 구성
이 아니라 , 학생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 사례를
중심으로 한 맥락적 접근을 통해 현재 간과되고 있는 활용의 부분들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주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 문화적 요인들을 반영하려는 교육심리학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예를 들면 , Stanford 대학에서는 "도시 환경에서의 청소년 발달과

멘토링 " 수업이 개설되어 있어 ,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문제들 (동기 유
발 , 가난의 귀인 , 선입견 등 )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문제분석과 해결책 탐색을 해
보는 수업이 교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그 외에도 "남학생들의 심리적 발
달 ", "소수 언어 민족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 "와 같은 문제 중심의 구체적 교과
목들이 구성되어 있어 예비교원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이 같은 교과목들은 "교육심리학 "으로 일관되어 있는 우리나
라 교직과목의 교육심리학 수업과는 대조적으로 학생의 발달적 특성 및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주제중심의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심리학 교직과목 운영 또한 실제 교사들이 교실 현장
에서 경험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함으로써 ,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 , 그리
고 교실 상황의 현장성을 반영한 실천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재
편성되어야 한다 . 교재나 수업의 내용의 구성이 이론과 개념의 백과사전식 나열
에서 교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례 , 주제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
또한 이들 세부 영역들을 독립된 교직과목으로 구성 , 운영함으로써 외국의 사례
처럼 보다 교직과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방법적 측면에서도 교육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 현장에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교육심리학 이론과 개념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능동적 문제해결수업으로 운영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 현재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심리학 수업에서는 이론들
을 우선적으로 습득한 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는 ‘연역적 접
근 ’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실제 학습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
은 현상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대적 제한을 갖는다 . 실제 교실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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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문제들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복잡성을 띠기 때문이다.
예비 교원들은 프로젝트 방식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중심
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 이를 교육심리학 이론과 원리 등에 비추
어 평가 , 개선하는 능동적 문제해결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귀납
적 교육 ’이 새로운 수업 운영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상황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지식 , 맥락 , 활동의 요소들이 교육심
리학의 교과목 운영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 만약 현실적으로 지역 사회와 연관한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실제 문제 장면과 가장 유사하게 구성된 시뮬레이션 형식
으로라도 수업이 구성 ,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의과 대학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교수법
대신에 문제중심학습 (Problem-Based Learning) 방법을 채택한 바 있다 . 학생에
게 학습 내용을 제공하기 전에 실생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 탐구중심의 학습
방법인 것이다 . 직면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며 가설을 세워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예비 교사가 실제 학교 현장에 사용가능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Ⅴ. 결론
교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안
녕을 도모하고 , 학생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게 돕는 조력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사는 교과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역량을 지녀야 하며 , 나아가 효과적인 교수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 효율적으로 학급 운영 및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 교육심리학은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화된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직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심리학 내용을 적용하는데 어
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현재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육심리학 교직과목의
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에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활용
되고 있는 교육심리학 내용들은 학문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학문중심의
이론과 원리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탈맥락적이고 일반화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의 장과 실천의 장
을 분리시키는 것이며 , 이렇게 학습된 내용은 죽은 지식에 불과하게 된다 . 따라
서 예비 교사들이 교육심리학 내용들을 교실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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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이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심리학 내용 구성과 운영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예비교사에 대한 평가
방식 또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단순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개념을 묻는 지
식형 평가를 넘어 직무적성검사와 같이 실제 문제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력을 확
인하는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를 통해 앎을 실천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평가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다 . 좋은 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계의 중
요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 교육학자들은 그동안 좋은 교사 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 지금의 위기의
식을 기회로 교육 연구와 실천이 강하게 연계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자들만의 교육학만이 존재할 뿐이다 .

참고문헌
권형자 (2006). 교육심리학 . 서울 :태영출판사 .
김아영 , 백화정 , 정명숙 공역 (2007). 교육심리학 . 서울 :박학사 .
김용래 , 김태은 (2006). 교육심리학 . 서울 :형설출판사 .
김종백 (2010). 교육 개혁과 교육심리학의 역할 . 교육심리연구 , 24(1), 255-268.
백순근 , 함은혜 , 이재열 , 신효정 , 유예림 (2007). 중등 학교 교사의 교수 역량 구성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아시아교육연구 , 8(1), 47-69.
신명희 , 강소연 , 김은경 , 김정민 , 노원경 , 박성은 , 서은희 , 원영실 , 황은영 (2010).
교육심리학 . 서울 :학지사 .
신종호 , 김동민 , 김정섭 , 김종백 , 도승이 , 김지현 , 서영석 공역 (2008). 교육심리학 :
교육실제를 보는 창 . 서울 :학지사 .
이성진 (1996). 교육심리학 : 그 학문적 성격과 과제 . 교육심리연구 , 10(1), 25-43.
Ball, S. (1984). Educational psychology as an academic chameleon: An
editorial assessment after 75 yea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 76,
993-999
Berliner,

D.

C.(1992).

Telling

the

stories

of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ist, 27(2), 143-161.
Henry, M. A. (1986). Strength and needs of first-year teachers. Teacher

Educator, 22(2),

10-18.

- 182 -

제3주제 발표(신종호)

Snowman, J. (1997). Educational psychology: What do we teach, what should
we tea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2), 151-170.
Snowman, J., & Biehler, R. (2000). Psychology applied to teaching. Houghton:
Mifflin Co.
Stokes, D.

(1997).

Pasteur's quadrant: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Thorndike E. L. (1910). The contribution of psychology to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 5-12.
Veenman, S. (1984). Perceived problems of beginning teacher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4, 143-178.

- 183 -

제3주제 발표(한대동)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사회학의 위상: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
한대동 (부산대학교 )

교사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직과목 또는 일반교육학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요즈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 임용시험에서의 일반교육학 과
목의 제외안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그것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일반교육학
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다른 교과내용학이나 교과교육학에 비해 그만큼 작다는
의미일 것이다 . 한편 , 교사양성기관 현장에서는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 전공교
수들이 합세하여 일반교육학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교직과목의 부실한 운영과 교과교육학의 교직과목 대체 가능
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은 교사양성기관 내에 교과교육학
세력이 증가하면서 교과내용학과 합세하여 일반교육학 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
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일반교육학 과목이 차지하는 학점수가
9-10학점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 과목수로 본다면 과목당 2학점이니까 5과목 정
도에 해당된다 . 이러한 일반교육학의 비중 축소는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세칙에
서 규정하는 일반교육학 최소이수 학점수 (16학점 )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교사자
격증 부여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 교사양성기관에서의 이러한 교수들의 전공영
역 간 다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다 . 미국의 경우를 보면 , 대부분
의

주요

교사양성기관에서는

Education)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반교육학에

대해

전문교육(Professional

학점수도 대체로 과목당 3학점씩 5-7개 과

목 , 즉 15-21학점 정도를 부과하면서 그 전문성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 또
한 , 교직과정 내에서 일반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위축되면서 교직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은 국립사범대학의 실정이다 . 따라서 교사
로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지식 , 기능 , 가치관 , 등이 균형있게 제공되고 있는 지
가 의문시되고 있다.
물론 , 교직과목으로서 일반교육학 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우선 ,
일반교육학 과목들이 대부분 교육학의 하위전공체제 (교육철학 , 교육사 , 교육사회
학 , 교육심리학 , 진로지도 및 상담 , 교육과정 , 교수방법 , 교육공학 , 교육평가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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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 , 등 )에 따라서 나뉘어 있고 과목내용도 전공이론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학자의 양성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학교 현장에 나갈 예비교
사들에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교직과목으로서 일반교육학 과목
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교직과목 중의 하나인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그 성격과 구
성내용 그리고 교사에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의 성립과 변천
한국에서 교육사회학이 대학의 강좌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52년 부산 피난지
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진원중교수에 의해서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강좌이
었다 (진원중 , 1981). 이후 교육사회학은 교육학의 하위영역 전공과목으로 개설되
기도 하였고 동시에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으로 편성되어 운영되어 오기도 하
였다 . 두 과목 간의 관계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나 여기에서
는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변천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은 1955년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세칙에 의해 처음
으로 교직과목으로 선정된 후 ‘교육사회학 ’이란 명칭으로 개설되어 오다가 1970
년대에 들어 당시 제 4공화국 정부가 추진했던 ‘새마을운동 ’에 보조를 맞추기 위
하여 1972년 문교부령을 개정하여 교직과정의 필수과목이었던 ‘교육사회학 ’이란
명칭은 ‘학교와 지역사회 ’란 명칭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국가나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이나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정책적이고 도덕철학적이며
실천지향적인 내용이 강화되었다 (차경수 외 , 2010). 물론 , 한국의 교육사회학은
그 이전에도 미국의 실천지향적 ‘교육적 사회학 (Educational Sociology)'의 영향
을 받아 과목의 구성내용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규범적이고 실천지
향적인 측면이 농후하였다.
80년대에 들어 군부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정치를 비
롯하여 사회의 각 부문들이 민주화되는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게 되었다 .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도 개편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어 1985
년에 교직과정이 개편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라는 명칭도 다시 ‘교육사회학 ’ 또
는 ‘교육사회 ’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 그러면서 과목의 구성내용도 종전의
규범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접근으로부터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한 객관적 사실
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적 학문중심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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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목내용의 변경에는 미국의 교육사회학계의 변화가 준 영향을 무시할 수 없
다 . 즉 , 미국의 교육사회학은 초기의 교육문제 해결 중심의 실천지향적인 ‘교육
적 사회학 ’으로부터 1963년 전문학술지의 명칭이 ‘교육의 사회학 (Sociology of
Education)'으로 변경되면서 학문의 성격도 교육학의 하위영역으로부터 사회학
의 하위영역으로 바뀌었다 . 종전의 ‘교육적 사회학 ’은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주
로 교육문제의 해결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사회학적 원리 , 개념 , 방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는데 비하여 ‘교육의 사회학 ’은 사회학자들
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이론을 가지고 교육문제와 현상을 분석 , 설명 ,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취하였다 . 이러한

교육사

회학의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의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도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 교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종전의 규범적이고 도덕철학적인 접근은 가
치중립적이고 사실 중심의 사회과학적인 접근으로의 부분적인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서 부분적인 변화로 보는 이유는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서 교육사회
학의 내용과 관점을 보면 일부는 교육과 사회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
과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일부는 종전의 관점과 접근
을 여전히 견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부분적인 , 미진한 변화의 원인
으로는 아마도 교직과목이란 특수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이 문제는 그
당시 발간된 관련 교과서나 연구물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야 확인될 수 있을 것
이다 . 둘째 , 교직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구성내용을 보면 교육
과 국가발전 , 지역사회와 교육과 같은 한국 사회와 교육에 대한 실제적이고 규
범적인 내용이 줄고 서양의 관련된 사회과학적 이론들이 수입 , 소개되면서 한편
으로는 교육사회학의 탐구주제나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학문의 이론적 체계가 확
립되어 갔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입 이론의 소개에 급급하게 되면서 한국사회
와 교육의 현실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빈약함을 드러내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에 와서 토착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많이 보완되었으
나 아직도 여러 문제 영역에서 남아있다.
셋째 , 종전의 사회체제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기능론적 관점으로 일관되던 교
육사회학적 논의로부터 갈등론적 시각도 일부 받아들이는 변화를 보였다 . 이러
한 변화는 1970년대에 사회학과 교육사회학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활발하게 논
의되던 갈등론의 영향도 있었고 80년대에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민주화의 거센
바람의 영향도 있었다 . 이러한 교육사회학 분야에 있어서의 비판적 시각은 교직
과목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들에게 영향
을 끼쳐 전교조와 같은 비판적인 교사집단세력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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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내용과 범위
교육사회학은 대학에서 교육학의 하위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두 가지 형태로
개설되어 왔다 . 그런데 이 두 과목 간에 구성내용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 원칙적으로는 두 과목 간에는 개설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구
성내용도 달라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 원칙적으로 전공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은 교육학 또는 사회학의 하위전공
영역으로서 나름대로의 학문적 , 이론적 체계와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관한 내
용을 갖추고 있다 . 한편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 기술 , 관점 , 태도 , 가치관 , 등을 주로 사회학적 이론과 관점 또는
연구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
런데 실제로는 영미나 국내의 경우를 볼 때 두 과목 사이에 구성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물론 , 교육사회학 관련 대학교재들을 보면 그들
간에 구성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저자들의 관심과 관점의 차이이지 두 과
목 간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 과목의 명칭을 볼 때 교직과목의 경우 ‘학교와 사회 (School and Society)’라
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전공과목인 교육사회학과는 구별하고 있으나
두 과목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차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 즉 , 교직과목명은 ‘학교와 사회 ’ 또는 ‘교육과 사회 ’라고 되어 있지만 사
용되는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교육사회학이란 제목을 달고 있으며 주 대상 독자
로는 예비교사들과 교육사회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
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에 개설
되어 있는 강좌의 교수요목 또는 교수계획표나 강좌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문
헌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될 것이다 . 여기에서는 각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는 주요한 교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예 , 김신일 , 1992;
이종각 , 2004; 오욱환 , 2003).
교재들의 구성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즉 , 대체로 1부에서는
입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교육의 사회적 성격 ,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과 역
사 , 교육사회학 이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부에서는 주로 교육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교육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사회변화와 교육 ,
교육기회의 팽창과 불평등 , 교육과 사회이동 , 교육선발과 경쟁 , 사회계층과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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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교육 , 등으로 구성된다 . 3부에서는 주로 교육에 대한 미시적 관점으로서
사회조직 (기관 )으로서 학교 , 교육과정사회학 , 교사 -학생 상호작용 , 학생문화 , 교
직문화 , 교육평가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 학교효과와 효과적인 학교 , 등으로 구
성된다 . 물론 이러한 내용구성은 교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
이러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취지와 성격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 왜냐하면 , 대부분의 내용들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나름대로의 중요한 교육관련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이
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직과목에 할당된 수업시간수나 분량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관련내용들이 하나의 과목에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 . 따라서 현장 교사들
에게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목 내용의 적합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판단기준은 무엇이 되
어야 하는가?
첫째로는 교재 내용의 주제나 문제가 한국의 사회와 교육적 상황에서 중요한
정도를 그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자면 , 인종 간 교육격차 문제라
든지 외국의 특수한 교육사례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그동안
강좌에서 다루어온 주제나 문제들 중에서 한국사회와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
다 . 어떤 식으로든 한국사회와 교육에 적용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준
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다만 여기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와 교육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주제나 문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아직도 많은 국내의 교육사회학 관련 교재들의 내용 중에는 한국적
상황이나 사례보다는 외국의 상황이나 사례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강좌나 교재의 내용이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공허하고 고답적인 이론
의 소개나 논의에 그치고 있는 정도도 그 내용의 적합성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에 대한 비판이 주로 가해지는
곳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 물론 ,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성격 상 이론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론의 추상적 논의에 치중하고 현실 문제와
의 관련성이나 적용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교직과목으로서는 적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왜냐하면 ,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의 목적은 전문적인 교육
사회학자를 양성하는데 있다기보다는 현장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 이론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관념적인 경우에는 교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바꾸어 줄 필요도 있
을 것이다.
셋째로는 강좌나 교재의 내용 속의 이론이나 지식 및 가치관이 교사들에게 실
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내용 적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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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교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
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교사들의 한국 교육이나 교육
정책 및 개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 교사들의 학생집단에 대한 이해와 지도에 도움을 주는가 ? 교사
들의 교사집단 및 교직에 대한 이해와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는가 ? 교사들의 학
교조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와 수업개선에
도움을 주는가 ? 학교 내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수립에 도움을 주
는가 ? 수업내용과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와 취사선택에 도움을 주는가 ? 학생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도움을 주는가 ? 물론 이러한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학의 하위영역으로는 교육
사회학 외에도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학 , 등 많이 있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 여기에서 교육사회학의 입장에서 성찰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실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넷째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 영역의 내용 구성에서 고려되어야 할 또 하
나의 문제는 관점의 다양성 정도를 들 수 있다 . 여기에서 관점은 이념적 관점일
수도 있고 학문적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 . 이념적 관점으로는 현존하는 사회체제
나 질서에 대해 취하는 입장에 따라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진보주의 , 비판주의 , 급
진주의 ,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교육사회학 특히 교직과목에는 이러한 다양
한 관점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어느 특정한 이념적 관점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구성내용은 교육에 대한 종전의 좁은
범위의 사회학적 접근으로 제한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폭넓은 사회과학적 접근으
로 그 구성내용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그러한 필요성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발생한다 . 그 중 하나는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발전과 관심 영역의
확대에 따라 교육사회학도 다루는 주제나 이론 및 방법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전공영역으로서 교육사회학도 그 외연을 최근에
개발된 이론과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
욱환 , 2001). 그에 따르자면 , 그동안 한국의 교육사회학은 관심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교교육 , 교육과정 , 교사 -학생 상호작용 , 여성교육 , 교육정책분석 , 평생
교육 , 고등교육 , 교사교육 등 의미있는 주제들을 소홀하게 취급하였으며 연구방
법의 다양화에도 적극적이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욱환 , 2001: 93). 전공
영역으로서 교육사회학에 대한 그의 진단은 타당하다 . 그러나 , 교직과목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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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는 이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 왜냐하면 ,
교직과목의 주 대상은 초중등학교 예비교사들이고 교육현장에서의 실용성을 중
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전공영역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내용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은 현행 교
직과목 구성체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 현행 교직과정의 소위 일반교육학 구성
과목은 대체로 교육학의 하위영역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심리 및 상담 , 교육
과정 및 방법 , 교육행정 및 학급경영 , 교육공학 , 교육사회 , 등 )으로 되어 있다 .
이러한 현행 체제 하에서 교육사회 (학 )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학 하위분야로는
비교교육 , 교육인류학 (또는 교육과 문화 ), 교육정치학 , 교육경제학 , 교사교육 , 다
문화교육 ,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이러한 하위분야들이
학문의 성격 상 교육사회학과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분야의 포함여부와 그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사회학이란 한
과목의 교직과목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쉽
지 않은 과제이다.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의 중요성
교육사회학은 교육심리학이나 교육철학 등과 함께 교직과목 중에서 기초 학문
적인 성격이 강하다 . 우리보다 교직과목의 종류가 훨씬 적은 미국의 교사양성프
로그램을 보면 교육사회학 (학교와 지역사회 , 다문화교육 )은 교육심리학 (인간발
달 )과 함께 대부분의 교사양성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설치되어 있다 . 그것은 교
육사회학이 그만큼 교직과정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
다.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또는 좀 더 폭넓게는 사회과학적 , 사회문
화적 이해와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교직과목이다 . 교육이란 세대 간 문화전수나
사회화 작용이기도 하고 사회구성원인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란 점에서 볼
때 , 그리고 교육은 특히 제도적인 학교교육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산물이란 점에서 교육은 다분히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사회
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또는 사회
문화적 접근이 필요불가결하다 . 이러한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교사들에
게 줄 수 있는 유용성을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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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교육 특히 학교교육은 특정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맥락 속에
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데 교육사회학은 도움을 준다 . 따
라서 이러한 사회적 산물인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 정치,
경제 , 사회 , 문화와의 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 교육만 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학교의 주요 구성
원인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학교 안에
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교 밖의 특정 사회의 사회집단으로서 사회적 배
경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온 사회적 존재라는 것과 그러한 사회적 존재들이 만나
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키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
육사회학은 일러주고 있다 . 이와 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현상들이
바깥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교사들이 인식하도록 교육사회학
이 도움을 준다 .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
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사
회집단으로서의 학생 , 학부모 , 교사 집단을 잘 이해해야 하며 교육에 대한 제도
나 의식구조 및 가치관을 사회적 맥락 하에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이해에 교육사회학이 제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성으로는 교
육현상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집단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 개인적
요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은 개인적 요소들의 산술적
합 이상의 특성을 갖게 된다 . 이러한 점을 중시하는 것이 사회학의 한 특성이라
고 볼 수 있는데 교육현상도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개인적 차원만 가지고는 전체
적인 이해에 미치지 못한다 . 예를 들어 , 한 학생의 학업성취나 학교에서의 행동
이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그 개인과 관련된 사
회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 이에 더하여 개인의 행동을 보는
사회학적 관점은 그것을 개별적인 행동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 이러한 교육 내에서 일어나는 사
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접근이 유용하다.
교육사회학이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교육에 대한 시
각과 인식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갈등론적 시각과 비판론적 인식이
등장하면서 종전의 지배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장악되어 왔던 질서 , 제도 ,
이념 , 인식 , 및 가치관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각과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교육사회학은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통하여 제시해 주었다 . 이와
같은 교육에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관점은 다른 교육학 하위영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한다 . 물론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이 교육에 있
어서의 종전의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편협된 시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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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어느 한 쪽으로만 몰아가는 닫혀진 접근보다는 교육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다.
한편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중요성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교육문제나
이슈의 중요성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 교육사회학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서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을 들 수 있다 . 이것은 다른 교직과목에서도 (특히 , 교육행정 및 경영 )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회의 구성집단과 관련이 있고 교육의
질과 향방에 관계되는 한 교육사회학의 관심과 탐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 교육사회학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교육정책과 개혁방안이
수립되는 배경과 과정을 포함하여 이해세력들 간의 관계 , 사회적 의미 , 효과 등
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둘째 , 교육사회학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로서 오늘날 시기적으로 중요
하게 부각되는 다문화교육을 들 수 있다 . 한국 사회는 점점 구성집단이 다원화
되어 가고 있고 가치와 문화도 다원화되고 있다 .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
국 노동자와 결혼이민으로 인한 다문화사회가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여러 분야
에서 부각되고 있다 . 특히 교육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즉 , 다문화교
육이 요구되고 있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 원래 다문화교육은 인종 및 민족
의 다양화에 대비한 교육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고 인종 /민족을 포함한 이질적
이고 다양한 요소가 사회에서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이해와 대비책을 교육을 통
해 강구하자는 취지의 교육이었다 . 이러한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요소에
는 인종 /민족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 젠더 , 세대 , 지역 ,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
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일찍이
시작되어 사회 구성집단과 가치에 있어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이와 관련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일찍이 다문화교육이나 학교와 지역사회와 같은 교직과목 강
좌를 교사양성프로그램에 중요한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교육사회학은 다문
화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직과정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에서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비
교교육을 들 수 있다 . 한국의 국제적 위치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국제관계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국제적 협력이나 교
류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부터 선진 교육을 배우거나 그들과의 협력 및 교류를 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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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후진국에 대해서는 교육원조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다 . 또한 우리나라의 교
육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비교하고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이러
한 교육의 국제 간 비교 , 협력 , 교류 , 및 지원의 필요성은 그동안 비교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과 같은 교육학 하위영역에서 주로 다루어 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교사들을 위한 교직과목에도 포함될 필요성이 높아졌다 .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기존의 교직과목으로는 교육사회학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또한 , 교육의 영역이 학교로부터 학교 밖으로 넓어지고 있고 동시에 교육과
학습의 대상도 어린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평생교육 영역도 교사들에게는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 물론 , 교사들에게는 학교교육이 주 활동영역이고 관심대상이지만 평생교육
과 학교교육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러한 평생교육이 별도의 과
목으로 교직과정에 설치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평생교육과 가장 인접한 학문인
교육사회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문제와 이슈들이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이 다루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 그 외에 교육사회학이 본래부터 다루어 온
중요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교직과목으로서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교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 학력경쟁 과열 문제 , 입시 문제 ,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 , 사
회계층 간 교육불평등 문제 , 학교선택 문제 ,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 학생들의
일탈과 비행 그리고 컴퓨터게임 중독 문제 , 교사와 학생 간 갈등과 같은 학교구
성원들 간의 갈등 문제 , 교사들의 불만 문제 ,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문제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문제 ,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놓고
보면 그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있어서 교육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
가 없다.
이처럼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이 취하는 관점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나 이슈 등을 통해서 볼 때 교육사회학이 교직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담당하
는 역할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의 구성내용 범위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을 때 문제
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성격의 교직과목을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일 것이
다 . 예를 들면 , 다문화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인류학에서 그 영역권을 주장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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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일부 사회과교육의 교과교육에서도 그 관련 과목의 설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비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그러한 과목들이 교직
과정에 독립과목으로 설치될 수 없다면 그 내용이 들어간 교육사회학 과목에 대
한 강의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이 해당 내용에 관한 관련 영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
다 . 그렇지만 다문화교육 , 비교교육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이 원래의 교직과목인
교육사회학 영역에 부분적으로 추가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과목편성이나 강의
에 있어서 주도권이 교육사회학에 주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물론 , 강좌 운
영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공강사가 부분
적으로 맡는 팀티칭방법도 바람직할 것이다.

결어
교육사회학은 교육학의 하위영역으로서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늦게 한국에 도
입되어 1955년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 세칙에 의해 교직과목으로 선정된 이후
과목 명칭이 바뀐 적은 있었으나 지금까지 교직과정내의 그 위치가 계속 유지되
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또는 더 넓게는 사
회과학적 접근이라는 학문적 성격을 띤 교육사회학은 교육심리학과 교육철학과
함께 교직과목 중 기초적 성격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 학생
에 대한 사회적 영항력으로서 그리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적 산물로서 다분히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교육사회학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직과목이다 . 그동안 교직과목으로
서 교육사회학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 왔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 교사양성을 위한 교직과목이란 취지에 맞게 그 과목의 구성내용을 외국
의 추상적 이론 중심에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실천 중심의 내용으로 계속 바
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와 함께 교육에 대한 사회과학적 (심리학 제외 ) 접근의
대표 교직과목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맞추고 교사들의 필요를 수용하여 구성내용
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 다문화교육 , 교육에 대한 국제적 이해 , 평생교
육 ,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 이외에 교직과목으로서 교육사회학은 본래의 고유
탐구주제인 사회집단 (계층 , 인종 /민족 /젠더 ) 간 교육불평등 , 교육기회와 생애기
회 , 사회변화와 교육 , 교육과정사회학 ,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 , 학생문화 , 교사문
화 ,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 우리 사회의 고질
적인 교육문제들인 과열된 교육경쟁 , 입시위주 교육 ,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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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저하 , 학교구성원들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 간의 갈등 , 학생들의 일탈행위 ,
비행 , 폭력 , 컴퓨터게임 중독 및 저항문화 , 등에 사회학적 이해와 대응을 높힘으
로써 교직과목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일(1992). 교육사회학 . 개정증보판 , 교육과학사 .
오욱환 (2001). 한국 교육사회학의 토대 강화를 위한 이론과 주제의 확대 . 교육사

회학연구 , 11:13.
오욱환(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 교육과학사.
이종각(2004).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 . 동문사.
진원중(1982). 교육사회학원론 . 증보판 , 법문사 .

- 196 -

제3주제 발표(임연기)

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행정학의 위상
임연기 (공주대 )

Ⅰ . 서언
해방 이후 초 ․중등 교원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한 이래 교원양성과정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교원양성대학의 정
체성은 무엇인가 ? 교원양성대학은 교육내용과 방법 차원에서 일반대학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부담은 교양과정이나 전공과정보다는 교직
과정에 지워져 왔다 . 교직과정이 교사교육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체
로서 자리 잡아 왔지만 , 교직과정의 독자성과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쟁점
으로 남아있다.
교직과정의 변천사를 돌아보면 숱한 변화 속에서 특히 전공과정과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어 왔다 . 아직도 교직과정이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 이번 교육학회 주제가 이를 상징하고 있다 . 현재 교원양성대학에
서 채택하고 있는 교직과정의 과목과 이수학점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
에 이르고 있다 . 우선적으로 교직과정을 둘러 싼 논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중등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 교직과정의 이수
학점은 대학의 총이수학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변화해 왔다 . 특히 , 1970년대에
실험대학의 도입으로 대학의 졸업학점이 140학점 (일부 사범대학은 150학점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까지 줄어드는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교직과정의 이수학점이 20
학점에서 16학점으로 하향 조정 (김영우 , 2001: 191)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일부 대학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졸업학점을 15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조정하면
서 사범대학의 교직학점을 20학점에서 15학점으로 하향 조정해 온 바가 있다 .
정부의 20학점이수를 철저하게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원상 복구되었으나
항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교과교육 이수학점이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였다 . 일반대
학의 교직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5년도에 개설된 교직과 교육과정
부터 교육학 중심의 교직이론과 구분하여 각과지도법이라는 영역에서 2학점 이
상을 이수하도록 해 왔다 . 1984년부터는 교직과목 속에 교직이론과 교과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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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하되 같은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 교과교육을 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교육부는 90년대 후반에 사범대학 교직과목을 전공강좌에 포함시키고
교과교육학의 강좌 및 이수 학점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 이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부 교과교육학 교수들은 일반 교육학의 교직
과목 학점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조정된 학점을 교과교육 이수학점으로
충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명희 , 1997: 172). 2008년도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
에서는 교과교육을 전공과목에 포함시켜 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자 일부 대
학에서는 일부 교직과목을 교과교육학 교수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들어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학 졸업 총이수학점의 하향조정 , 교과교육학 이수학점의
상향 조정에 따라 교육학 교직과목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덧붙여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육
학 과목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교
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학 과목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
를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 이를 계기로 교원양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의 위상은 교육학 모든 과목의 위상과 밀접하게 맞
물려 있다 . 이러한 전제 하에서 교사가 교육행정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이며 , 현재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 과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하고 , 위상 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Ⅱ . 교사의 역할과 교육행정학
1. 교사의 역할
우리 상황에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법
령에 나타난 교사의 역할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 교사는 수업지도를 해야 한다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초 ․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3항에 명시되어 있다 . 물론 여기서 교육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이지만 수업지도가 그 중심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아울
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 방송프로그램 , 정보통신매체 , 교외 체험학습 등을 활용
하여 학생에게 수업할 수 있다고 초 ․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1항에 규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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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교사는 학생평가를 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를 작성 ·관리한다고 초 ․중등교육법 제 25조에 명시하고 있다 .

셋째 , 교사는 학생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

으로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와 동
법 시행령 제 31조에 규정하고 있다 .
이상에서 볼 때 , 교사의 핵심 역할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지도 , 학생평가 , 학
생 지도임을 알 수 있다 . 그런데 교사는 학교라고 하는 기관 또는 조직에서 학
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학교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46조에 따
라 학급을 편성하며 , 학급담당교사를 배치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한다 .

그리고 학교규정으로 모든 교사를 학급 담임 또는 부담임으로 배정하고 , 모든
교사를 교무 분장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 이는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가 학급경영 및 관리에 있고 , 학교경영에의 참여와 행정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
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을 해야 한다 .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
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 14조 제 2
항 ),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38조 제 1항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
다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제 1항 )고 규정하고 있다 .
교사는 학생교육 이외에 학급경영 및 관리 , 학교경영에의 참여 그리고 전문성
신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현재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16
조 )에 따르면 , 자질 및 태도 (20%)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80%)를 평가하
되 ,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은 학습지도 40%, 생활지도 20% 그리고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20%를 정하고 있다 .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의 세부 평가항목은 전

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연수활동에 적극적인가 , 담당업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
로 처리하는가 ,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에 적극적인가 , 담당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하는가에 있음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 분석 연구 (김이경 외 ,
2005)는 전국의 초등학교 교원 1,000명과 중등학교 교원 2,000명을 대상으로 교
사의 직무영역과 해당세부 영역을 조사하였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
지도 (수업계획 및 준비 , 수업실시 , 학습평가 ), 학생지도 (생활지도 , 특별활동지도 ),
학급경영 (학급환경조성 , 학급자치활동지도 ), 학교교육과정 편성 ㆍ 운영 (교육계획
수립참여 , 학교교육과정 편성 ㆍ 운영 ), 학부모 및 대외관계 (학부모관계 , 대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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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학교경영지원 (학교 의사결정 참여 ), 전문성 신장 (전문가적 사명감 , 연수활동 ,
연구활동 )의 직무영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의 역할 , 직무 , 능력 등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주장들이 수 없이 제
시되었다 . 대체로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 첫째는 교사의 역할이나 직무를 수
업에 한정하는 경우와 그 범위를 넓혀 현실적인 다양한 역할이나 직무를 포함시
켜 다룬

경우가 있다 . 둘째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 , 기술 , 정의적 특성

등을 혼재하여 평면적으로 다룬 경우도 있고 , 몇 가지 범주를 통해서 다차원적
으로 분류해보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여러 주장과 견해를 종합하여 , 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포괄적으로 다
루고 , 교사의 역할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등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교사가 실천해야 할 영역 , 그리고 실천을 위한 지식
과 능력 , 실천을 위한 맥락적 지식 , 그리고 정의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
에 비추어 보면 , 교사의 역할 수행 즉 , 실천 영역은 크게 학생교육 영역과 학급
경영 및 교육지원 영역 그리고 자기계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우선 학생교
육 영역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해
서 실천적 지식과 능력이 필요한데 , 교과내용지식 , 교육방법 및 공학 지식 , 학습
자 이해를 위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 및 평가 능력 , 학생상담 능력이 필요하다 .
다음으로 학급경명 및 교육지원 영역은 학급경영 및 관리 , 학교경영 참여 및
행정업무 수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급경영 및 교육지
원 직무의 실체와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 학급지도력 , 행정업무
능력 , 관련 인사와의 협력능력이 요구된다 . 자기계발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 자기 반성적 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계발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의 실천적 지식 능력의 기반으로서 교육의 철학적 , 역사적 기초 ,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 , 교육의 행정학적 기초 등의 교육맥락적 지식 , 교직사명감
과 도덕성 등의 정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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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영역
학생교육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교육지원
▪학급경영관리
▪학교경영참여
▪행정업무수행
자기계발

실천적 지식

▪교과내용 지식
▪교육방법공학지식
▪교육평가 지식
▪학습자 이해
▪학생상담 지식
▪경영지원
․
직무 이해
▪학교조직 이해
▪교육법규 이해
▪교육책무성체제 이해

실천적 능력

▪수업 능력
▪평가능력
▪상담능력

▪학급지도력
▪협력능력
▪행정업무능력

교육 맥락적 지식

▪교육 철학적기초
▪교육 역사적기초

정의적 특성

▪교직 사명감
▪도덕성

▪교육 심리학적기초

▪교육사회학적기초
▪교육행정학적기초

▪반성적사고능력
▪자기계발능력

[그림 1]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능력

2. 교육행정학의 본질과 성격
Sergiovanni와 Gowin의 주장을 통해서 교사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교육행정
학의 본질과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 우선 Sergiovanni(1987: 57)는 행정이란
일반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
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행정
의 정의에는 행정은 우선적으로 모종의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과 , 자원
이란 항상 제한적이어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 필요함을 추가적
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어서 교육행정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 행정의 책임 영역 또는 과
업으로서 목표 설정 , 조직 문화패턴의 유지 , 조직의 내적 유지 , 외부 환경에의 적
응 , 그리고 행정 기술 차원에서 전체파악 (conceptual), 인간관계 (human), 실무
(technical) 기술을 , 행정의 핵심 과정으로서 기획하기 , 조직하기 , 지도하기 , 통제하
기를 제시하고 있다 . 실제로 행정을 행정의 과업 , 행정의 과정 , 행정의 기술로 설
명하는 입장도 있다(Sergiovanni, 1987: 69-70).
행정의 강조점은 ‘법규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Wilson, 1887)에서 ‘의사결
정 ’(Barnard, 1938; Simon, 1945; Griffith, 1959)으로 변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 아
울러 전통적으로 행정과 리더십은 구분되고 있는데 , 그 차이는 행정은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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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수행 , 리더십은 새로움과 변화를 강조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 교육지도
성으로서의 행정은 성과지향 , 재정적 효율성 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영 ’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 , 입장을 조정하는 ‘정치 ’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였지만 역시 교육행정의 중심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의 설정에 있음
을 주장하였다 . 특히 교육 리더십의 본질은 교육조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 , 교육과정과 수업 , 교수 -학습 , 장학과 평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Sergiovanni, 1987: 56-75).
Sergiovanni(1987: 130-131)는 교육행정의 주요 관점을 효율성 , 인간 , 정치적 /
의사결정 , 문화로 구분하였다 . 효율성 (efficiency)은 작업 효율성으로서 과학적 관
리와 조직 효율성으로서의 관료제 , 인간 (person)은 사회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
간관계 관점과 성취지향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인간자원론적 관점 , 정치적 /의
사결정 (political/ decisionmaking)은 학교내 의사결정 ,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정책
개발 , 그리고 문화 (culture)는 조직내 문화 , 문화로서의 조직 , 사회구성체 또는 의
미의 재구성을 말한다.
한편 , Gowin(1981)에 따르면 행정 (governance)은 사회적 환경에서 수업 , 교육
과정 , 학습을 한데 묶는 데 요구되는 영향력이다 . 그는 행정은 교육활동에 개입하
는 공적 기준으로서 모종의 통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교
육행정은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보다는 목표와 방향 설정 그 자체
에 일차적인 존재이유가 있으며 ,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등 교육의 본질과 유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 거버넌스로서의 교육행정은 여러 분야로 쪼개진 교육학을
통합하고 , 교육 (학 )과 교육행정 (학 )을 연계시키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의미
있게 구분 짓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Gowin은

교육의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가

수업 (teaching),

교육과정

(curriculum), 학습 (learning), 그리고 사회적 환경 (social milieu) 이라고 설명한다 .
흔히 교육 현상을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과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데 , 사회적 환경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덧붙여 꼽고 있다 . 그는 교육의 네 가지
요소는 교육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 동등
한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교육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교육 현상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나타
난다 . 교육의 기본 요소의 하나로서 사회적 환경은 개방적일 수도 있고 폐쇄적일
수도 있다 . 교육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교육에 억압적이기도 하며 , 교육의 품위
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 교육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한다 . 사회 질서
의 특성이 무엇이든 간에 , 사회적 환경에는 어떤 특성이 함축되어 있으며 , 한 상황
을 다른 상황으로부터 구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교육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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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려면 행정을 필요로 한다.
행정이 교육의 맥락 속에 들어오는 이유는 한 현상이 교육 현상이 되기 위해서
는 의미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행정은 수업 , 교육과정 , 학습을 통합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영향력이다 . 행정의 관심사는 영향력이다 . 교육
을 통해 우리는 힘을 갖게 되며 , 물론 이 힘에는 교육현상에 대한 힘도 포함된다 .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교육현상을 일으킬 때 ,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한 영향력을 갖
는다.
행정은 교육현상의 조정이다 라는 입장에서 볼 때 , 하나의 실제적 문제로서 , 모
든 교육 활동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특수한 주장을 드러내고 , 보호하고 , 장려하는
일이다 . 특별한 힘은 특별한 주장을 가지고 있다 . 특별한 주장은 또 다른 특별한
주장과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 행정은 다양한 주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사회적 정의라는 보다 큰 틀 내에서 교사들은 행정학적 안목을 가지고 모든 주장
을 조망하면서 각각의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Sergiovanni와 Gowin의 견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 교사는 진공 속
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 규범 , 학교의 조직구조와 문화 속에서
관련 인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 학생 교육의 과정
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조정이 필요하고 , 이때 각자의 권리와 의무 그
리고 책임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 학교발전을 위한 리더십의 발휘가 필
요하다는 점 등은 교육행정이 행정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교사의 교육행정학적 안목과 역량
교육행정학은 자칫 교육행정가에게 필요한 지식기반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권한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 학
교조직의 특성 , 그리고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
요하다 . 수업지도 , 학생지도 차원뿐만 아니라 학급경영자로서 , 학교발전을 위한 역
군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 국가 , 지방 , 단위학교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교사에게도 교육행정학적 안목과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교사의 주된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다 .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과 지내고 상호작용한다 . 이 때 교사와 학생의 의무와 권리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다음 <표 1>은 신규교사의 학생 , 교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지식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 조사결과 6)에 따
6) 2011년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초중등학교
․
14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표
1>부터 <표 4>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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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이 교장 96.15%, 교감 74.81%, 신규교사 75.72%로 나
타났다 . 대체로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 특히 , 교장 집단에서 필요하
다는 반응이 높았다 .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극소한 수준이었다 .
<표 1> 신규교사의 학생, 교사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교장

30.77

65.38

3.85

-

-

26명(100)

교감

23.70

51.11

24.44

0.74

-

135명(100)

신규교사
(경력 5년 미만)

14.29

61.43

22.86

1.43

-

70명(100)

그리고 , 앞서 강조했지만 교사는 진공이 아니라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 학급을 경영하며 , 행정에 참여한다 . [그림 2]는 조직으로서 학교를 나타
내고 있다 . 학교는 가치와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 , 개인과 집단 , 집단과 집단 간의 인간관
계가 있고 , 의사결정 구조 , 업무 구조 , 의사소통 구조 등의 조직구조가 있다 . 학교
는 리더십 , 절차 , 방법 , 기술을 활용하여 내적 유지와 외적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자 한다 . 학교조직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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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직으로서 학교(Dalin, 1993: 7, 168)

교사들은 학교의 가치와 규범 , 인간관계 , 구조 , 전략과 이들의 상호작용 , 외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다음 <표 2>는 신규교사의 학교조직의 특성과
운영에 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 표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장은 92.31%, 교감은 80.00%, 신규교사는 68.57% 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 역시 신규교사보다는 교장 , 교감에게서 필요하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은 극소한 수준이었다 .
<표 2> 신규교사의 학교조직의 특성과 운영에 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교장

30.77

61.54

7.69

0.00

-

26명(100)

교감

22.22

57.78

19.26

0.74

-

135명(100)

신규교사
(경력 5년 미만)

11.43

57.14

30.00

1.43

-

70명(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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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학교는 정태적인 조직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교
사는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야 하며 , 학교 혁신을 주도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
[그림 3]은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3] 학습조직으로서 학교(Dalin, 1993: 21)

학습조직으로서 학교는 학교혁신을 위하여 경영혁신 , 조직혁신 (조직개발 , 팀역
량 강화 ), 교육과정혁신 , 교원 전문성 신장 (동료 장학 , 인적자원개발 ) 등을 추진
한다 . 학교 성과는 학교문화 속에서 경영능력 → 교사능력 → 학생능력을 통해서 나

타난다 . 이와 같은 학교혁신 노력은 국가 ․지방교육행정 체제 속에서 교육정책

과 제도의 변화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의 영향을 받는다 .
다음 <표 3>은 신규교사의 국가 및 지방의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습득의 필요
성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 표에서와 같이 교장은 68.00%, 교감
은 57.10%, 신규교사는 44.20%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신규교사는 보통이
라는 반응이 42.90%,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12.90% 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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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신규교사의 국가 및 지방의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교장

4.00

64.00

32.00

-

-

26명(100)

교감

11.90

45.20

37.80

5.20

-

135명(100)

신규교사
(경력 5년 미만)

7.10

37.10

42.90

12.90

-

70명(100)

<표 4>는 신규교사의 교육제도 , 법규와 정책에 관한 지식습득의 필요성에 대
한 교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 교장은 88.46%, 교감은 66.66%, 신규교사는
48.58% 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신규교사는 보통이라는 반응이 44.29%, 필
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7.14%를 나타냈다 .
<표 4> 신규교사의 교육제도, 법규와 정책에 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계

교장

11.54

76.92

11.54

-

-

26명(100)

교감

14.07

52.59

28.89

4.44

-

135명(100)

신규교사
(경력 5년 미만)

4.29

44.29

44.29

7.14

-

70명(100)

이상에서와 같이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학교조직의 특성 , 국가 및 지방
교육행정체제 , 교육정책 및 제도와 법규 등에 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에 대한
교원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장 집단이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 신규교사 집
단이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 교감은 중간 수준의 반응을 나타냈다 . 교장
의 시각에서 보면 신규교사도 교육행정학적 안목과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는 반
응을 나타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교사들은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부는 교장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애단계별로 그 비중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학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교육행정학적 안목과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 신규교사들의 반응비율이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의무 , 학교조직의 특
성 , 교육정책 및 제도 ,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
이는 교사로부터 가까운 지식기반의 필요성이 크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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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 내용
1. 교직강좌로서 교육행정학
중등교원양성과정 중심으로 교직강좌로서 교육행정학 과목이 정착되어 온 과
정을 살펴보자 . 1950년대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교
육행정 과목은 교육학 과목 중의 하나로 개설되어 왔다 . 1955년부터 일반대학에
교직과가 설치되면서 교직과정의 교과목이 제정된 이후 사범대학 교직과목은 교
직과의 교직과정에 포함된 교직과목을 준용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우 , 2001: 190).
1983년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반대학 교직과목 이수학점의 변화가 있
었는데 , 교육행정 관련 과목은 교사론 , 중등교육론 등이었다 .
1983년에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이수학점은 20학점이었으며 , 교직이론 (7과목 ,
14학점 이상 ), 교과교육 (2과목 ,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 등으로 영역이 구
분되었다 . 교직이론은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평가 ,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등으로 구성되었
다.
일부 사범대학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 까지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교직이론 이수학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교직과정을 운영하였다 . 당시 교원자격검
정령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주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범대학 교직과정에
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교육부가 사범대학으로 하여금 교과교육을 개
발 , 발전시켜 교직이론에 해당하는 교직과목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도록 한다고
해석하였다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
었다.
일부 사범대학은 7과목을 개설하되 ,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9-10학점을 이수하
도록 하기도 하였다 . 교육행정학은 주로 3, 4학년인 고학년에 개설되었는데 , 학
생들이

저학년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고학년에 개설된 교육행정학 등

의 교직과목들은 이수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2007년 12월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었다 . 사범대학
졸업자의 이수학점은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으로 교직이론은 14학점 (7과목 ), 교직
소양은 4학점 (2과목 ), 교육실습 4학점 (봉사학점 2학점까지 인정 ) 이상을 규정하
고 , 교과교육학은 전공과목에 포함시켜 총 50학점 이상 중에서 8학점 이상을 이
수하도록 하였다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은 9개 과목 중의 하나로 명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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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이 교원양성과 연계된 교직과목으로 자리 잡아 옴으로써 교육행정
학 이론 체계의 정립 , 강의 교재 개발 , 교수 요원의 육성 등의 차원에서 큰 도움
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물론 개론서 중심의 강의 교재 집필에 치중하여
학문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 실제로 교직과목 강의를
위한 개론서가 왕성하게 출판되었다 . 2000년 이후 국회 도서관에 등록된 개론서
는 34종에 달했다 . 이 가운데 32종의 교재용 저서의 장 제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
<표 5> 교육행정학 교재 내용
교육행정학의 하위 영역

빈도

교육행정학의 기초, 본질

27

교육행정학 이론의 발달
교육정책론

23
18

교육기획론

19

의사결정 이론

13

교육제도(학제) 및 법규

16

교육행정조직론

32

의사소통이론
교육인사행정

12
26

지도성 이론

27

동기 이론

23

장학론

28

교육재정론

24

교육체체론

15

학교경영 및 학급경영

28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재들이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 조직론 , 장학론 , 학교경영 및 학급경영 , 지도성 이론 , 교육행정학의 기초 ,
교육인사행정 , 교육재정론 등은 다수의 교재에서 동일한 장 제목을 사용하며 다
루고 있다 . 정책론과 기획론 , 제도론 등은 장 제목을 달리 할 뿐 대부분의 교재
에서 다루고 있다 . 다만 의사소통이론 , 의사결정이론 , 교육체제론 등은 절반 이
상의 교재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교직과목을 크게 ‘교육의 의의에 관한 과목 ,’ ‘교육의 기초이론에
관한 과목 ,’ ‘교육과정 및 지도법에 관한 과목 ,’ ‘학생지도 , 교육상담 및 진로지도
에 관한 과목’7)으로 구분하고 , 다시 각 과목별로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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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예시과목명을 제시하고 있다 . “교육행정 ” 과목명은 교육의 기초이론에 관
한 과목 중 교육에 관한 사회적 , 제도적 또는 경영적 내용 부분에 속한다 . 과목
명은 교육행정학 , 교육행재정론 , 교육제도론 , 학교제도론 , 교육경영론 , 교육기초
학 등 다양하다.
실제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직과목 중 교육행정 분야의 수업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개 대학의 실러버스(神奈川外語短期大 学 ; 専 修大 学 ; 筑

波大学 )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 먼저 교과목의 도달 목표로서는 교육의 제도에
관한 기초지식 , 학교경영이나 학급경영에 관한 기초지식과 태도 , 주요 교육 법규
각각의 요점 , 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 학교현장에서의 구
체적인 시책 , 실천 및 여러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습득하는 데 있다 . 또한 교사로서 학교경영 및 학급경영
에 종사하는 것을 상정해서 경영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① 교육행정의 개념과 기본이념 (교육행정의 의미와 학교
제도의 변천과정 ), ② 공교육제도 (공교육의 개념 , 학교의 종류 , 학교체계 ), ③ 교육
법제 (헌법 , 교육기본법 , 학교교육법 , 지방교육행정법 , 교육직원면허법 등 교육관계
법규의 구조와 기능 ), ④ 교육행정 (문부과학성 ,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⑤ 학
교와 교육행정 (학교교육의 목적 ‧내용 , 학교의 조직 ‧운영 , 교육과정 ), ⑥ 교사와 교

육행정 (교사의 역사 , 교사양성 , 교사의 직무와 역량 , 학교리더의 역할 ), ⑦ 교육판
례 (체벌 , 교육재판의 개요 및 쟁점 ), 그리고 ⑧ 교육행정의 과제 (최근의 교육시책 ‧

제도개혁의 동향 , 학교교육이 직면하는 문제 )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현장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원임용고사 출제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
초 ․중등교원 임용고사는 97년 이전까지의 경우 시도 교육청이 독자적 또는 연
합적 형태로 출제하였고 ,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경우는 한국교육개발원 , 2002년

이후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 ․도 교육청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출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회가 주관하여 추진한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
시험 「 교육학 」 의 교사자격기준개발과 평가영역 상세화 연구 (노종희 외 , 2008)에
서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평가 영역을 교육행정학의 주요 개념 및 발달과
정 , 학교조직 행동론 ,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 , 학교 ․학급 경영 실무 , 교사론 및 교
7) 이와 함께 ‘교육실습’ 그리고 우리의 교직실무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실천연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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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법 등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 이와 같은 5개 영역의 분류에 기초하여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맡은 2002년부터 출제된 내용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다음 <표 6>은 교육행정학의 주요 개념 및 발달과정 영역 내용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 교육행정의 개념과 원리 , 교육행정의 이론의 발달
에서 출제되었다 . 초등은 교육행정의 개념 , 중등은 고전적 조직이론 , 인간관계론 ,
체제이론 등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에 대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6> 교육행정학의 주요 개념 및 발달과정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내용요소

세부내용요소

교육행정의 개념, 성격, 원리
교육행정 이론의 발달

빈도
초등

중등

교육행정의 정의

3

1

교육행정의 원리

-

1

고전적 조직이론

1

3

인간관계론

-

2

체제이론

1

2

종합

-

1

5

10

계

다음 <표 7>은 학교조직 행동론 내용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
과이다 . 조직의 유형 , 학교조직의 성격 , 지도성 이론과 동기이론에서 출제 빈도

가 높았다 . 의사결정론이나 의사소통론은 출제 빈도가 낮았다 . 초 ․중등별로 보
면 초등은 갈등관리 , 지도성 유형에서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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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학교조직 행동론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내용요소

세부내용요소

빈도
초등

중등

조직의 개념, 유형

조직의 원리, 유형

4

3

학교조직의 성격

학교조직의 특수성

4

4

조직풍토

2

1

갈등관리

3

-

지도성 유형

8

3

동기·위생이론

3

3

학교조직문화
지도성이론
동기이론

기타 동기이론

1

1

의사결정론

의사결정의 관점, 모형

-

2

의사소통론

의사소통

1

-

계

26

17

<표 8>은 학교 ․학급 경영영역 내용요소별 임용고사 출제빈도를 분석한 결과
이다 .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 , 학교운영위원회 , 학급경영 등의
내용에서 출제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

체 출제빈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 초 ․중등별로 보면 , 중등은 학교
회계 , 초등은 학급경영에서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8> 학교·학급 경영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내용요소
학교경영론

학급경영론

세부내용요소

빈도
초등

중등

학교경영 개념, 원리, 기법

2

1

학교운영위원회

3

3

학교경영 혁신

1

2

학교회계, 예산관리기법

3

5

학급경영의 개념·원리, 실무

4

1

13

12

계

다음 <표 9>는 국가 및 지방 교육행정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를 분
석한 결과이다 . 교육정책 및 기획 , 교육제도 및 법규 , 지방교육자치 , 교육재정으
로 구분해 보았을 때 , 교육자치 , 교육정책 , 교육제도 및 법규 등에서 고르게 출

제되었다 . 초 ․중등별로 보면 , 초등은 교육정책결정모형 , 지방교육자치에서 , 중등
은 교육제도 및 법규 , 교육재정의 개념 및 원리 등에서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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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표 9>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내용요소
교육정책 및 기획

교육제도 및 법규
지방교육자치
장학
교육재정

세부내용요소

빈도
초등

중등

교육정책결정 모형

5

1

교육정책 사례

3

3

교육기획 접근방법

-

1

주요 교육제도

2

4

주요 교육법규

1

5

지방자치원리, 현황, 문제점

5

2

장학의 유형

6

2

교육재정의 개념, 이념, 원리

-

4

교육재원 확보 및 배분

3

2

25

24

계

다음 <표 10>은 교육인사행정 (교사론 포함 ) 영역 내용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 노종희 외 (2008)의 연구에서는 교사론 및 교육법 영역
을 설정하였으나 여기서는 교원인사행정 중심으로 분류하고 교육법은 교육제도
및 법규와 함께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 교원의 복무 , 교원
의 근무성적평정 , 교원 단체 및 노동조합 등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 초 ․중등별
로 보면 , 초등에서 출제빈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표 10> 교원인사행정(교사론 포함) 영역 요소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내용요소

세부내용요소

빈도
초등

중등

교사의 역할, 교직관

1

-

교원의 자격, 유형

3

1

교원의 임용, 승진
교원의 복무, 보수

임용

2

1

승진, 근무성적평정

4

1

복무

7

3

보수

1

1

교원의 신분보장, 징계, 안전사고

2

3

교원단체/ 노동조합

3

2

23

1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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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1>은 교육행정학 영역별 임용고사 출제빈도 비중을 분석한 결과이
다 .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영역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고 ,

학교조직행동론 , 교원인사행정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학교 ․학급경영 영역은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 영역의 성격상 실무
적인 측면이 강하여 필기고사 출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 초 ․중등별로 보면 , 초등은 학교조직행동론 ,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 교원인
사행정에서 고르게 출제되었으나 , 중등은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영역에서 출제
비중이 높고 , 학교조직행동론 , 교원인사행정론 등의 순으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
났다.
<표 11> 교육행정학 영역별 임용고사 출제 빈도 비중
빈도(%)

내용요소
초등
교육행정학의 주요 개념 및 발달과정

중등

5(5.43)

10(13.33)

학교조직 행동론

26(28.26)

17(22.67)

학교·학급 경영

13(14.13)

12(16.00)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

25(27.17)

24(32.00)

교원인사행정(교사론 포함)

23(25.00)

12(16.00)

92(100)

75(100)

계

이상의 교육행정학 분야의 임용고사 출제 빈도를 종합하여 보면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 있는 가운데 , 일부 내용요소는 출제 빈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교원인사행정 , 학교조직 등 교사의 직접 관련된 내용
요소의 출제 빈도가 높았다 . 반면에 특정 요소의 출제나 교육법규의 경우 구체
적인 수준의 문항 , 여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최신 이론도 출제되고 있다 .
교육행정학의 성격상 새로 도입된 제도의 이해 ,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항도
출제되고 있기도 한다.

Ⅳ.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의 특성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의 특성은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그림
4]와 같이 분석 대상의 특성 차원에서 강좌와 학습자로 구분할 수 있고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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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의 특성 차원에서 투입 /과정과 산출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 양 차원의 조합
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의 분석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 강좌 차원에서는 전국 대
학의 교원양성대학들이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행정학을 얼마나 개설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 그 질은 어떤 수준인지 검토할 수 있고 (Ⅳ 유형 ), 교
육행정학 강좌가 대학의 학점이수 단계에서 어떤 수준을 나타내고 , 임용고사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

그리고 교직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 등이 검

토될 수 있다 (Ⅱ 유형 ). 학습자 차원에서는 교육행정학을 대학강좌로서 어떻게 공
부하고 있는가 (Ⅰ 유형 ), 대학강좌를 통해서 임용고사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
고 , 교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가 (Ⅲ 유형 )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학습자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학원 의존도에도 관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교원양성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교
육행정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 강좌의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 다양한 강의가 이루
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인
터넷이나 학원 수강 , 학원 주관 대학 특강 또는 학원 수험서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8) 대학 강좌와 학원 수강이 임용고사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임용고사에서 교육행정학 과목 성적이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에는 쉽게 판단하
기 어렵다 . 예비교사로서는 경쟁이 치열한 임용고사를 통과하기 위해 학원수강
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임용고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학원수강이 일상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산출 /성과
학
습
자
차
원

Ⅰ

Ⅱ

Ⅲ

Ⅳ

강
좌

차
원

투입 /과정
[그림 4] 교원양성에서 교육행정학의 특성 분석 틀
8) 임연기 외(2008: 104)에 따르면 임용고사에 합격한 교사들은 임용고사 준비방법으로 독학
31.4%, 그룹스터디 24.0%, 인터넷수강 18.1%, 학원수강 26.5% 등의 반응 비율을 나타냈다. 그
러나 독학과 그룹스터디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학원 교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임용고사 준비 과
정에서 전반적으로 사설학원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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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좌로서 교육행정학이 교직에 진입한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얼마나 기여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 교사교육에
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란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 교사교육에는
다양하고 상반된 관점 9)이 상존하고 있다 . 관점에 따라서는 교사의 역할을 확실
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 불확실한 사실로 남겨두려는 입장도 있
다 . 만일 학교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낱낱이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역할에 직접 유용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 반면에 교사의 역
할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교육 환경과 교사의 직
무가 어떻게 변화할 지 불확실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현장에의 유용성만을 과
도하게 강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격기준이 구체적
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 이제 사회적으로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
러 우리나라도 선진 외국의 추세에 터하여 교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교원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황규호 , 2003: 79)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반면에 조석준 (2004: 12-13)은 직무분석은 미국의 제도로서 이는 전
문성을 중시하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반주의에 근거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조직을 보는 관점이 기계모형
(machine model)에 근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바탕은 인간에 있고 , 우
리나라는 인간모형 (human model)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 양성체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는 무엇보다 현장 실천적 교직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공급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 신규 교사와 학교장은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이수한 교원양성기관이 교
직 전문성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
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임연기 외 , 2008: 130). 각 능력별로 긍정적인 반응비율
이 어느 정도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 지식 : 신규교사 74%, 교장 80%
∙ 교사로서의 사명감 : 신규교사 63%, 교장 61%
∙ 수업지도 능력 : 신규교사 57%, 교장 63%
∙ 학습자 이해 능력 : 신규교사 53%, 교장 45%
9) 한명희(1997)는 교사전문성의 패러다임을 학문적/교육공학적 접근, 인간주의적/해석적현상학
․
적 접근 등으로 구분하고, 임연기(1986)는 교사교육의 대안적 관점으로 행동주의 교사교육, 인
간주의 교사교육, 전통적 교사교육, 탐구지향 교사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216 -

제3주제 발표(임연기)

∙ 자기계발 능력 : 신규교사 49%, 교장 66%
∙ 동료 및 선배교사와의 협력 능력 : 신규교사 49%, 교장 43%
∙ 학생 학업성취 평가능력 : 신규교사 44%, 교장 50%
∙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능력 : 신규교사 31%, 교장 17%
∙ 학급경영 및 관리 능력 : 신규교사 26%, 교장 23%
∙ 학생 특기 적성 지도 능력 : 신규교사 25%, 교장 33%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 신규교사 23%, 교장 19%
∙ 사무분장 업무 처리능력 : 신규교사 16%, 교장 23%
∙ 특수학생 지도 능력 : 신규교사 14%, 교장 8%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에서 교육행정학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동료 및
선배 교사와의 협력 능력 , 학급경영 및 관리 능력 ,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
사무분장 업무 처리 능력 , 자기 계발 능력 등에 있어서 신규교사와 교장 모두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통하여 교사에게 필요한 실
천적 지식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강좌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행정학 강좌 내용의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 강좌 내용은 획일적이어야 하는가 , 다양해야 하는가 . 실제로 교육행정학 강
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그 범위와 수준에 있어 대학의 속성상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 어쩌면 지역별 , 대학별 , 교수별로 다양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중등의 경우 상당수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교직에 진출하지
못한 실정이고 향후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다 . 일부 교원양성과정은 교직에 전
혀 진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목적 양성이 아니라 개방 양성이기 때문
에 융통성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강좌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매우 다양한 실정인데 , 교원 임용고사에서 교
육학 과목을 제외시키고 각 대학별 학점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현행 제도상 무시험 검정으로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 교원양성에서 교육학 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면 임용고사 출제과목으로서의
위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 국가고사에서 과목으로 설정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중
대한 차이가 있다 . 교육학이 임용고사 과목에서 제외된다면 예비교사들이 교육
학 강좌에 임하는 태도나 열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신중한 판단이 요
구되는 대목이다.
교육학을 임용고사 과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핵심적인 이유가 사교육을 만
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인데 사교육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

임용고사의 경우 매년 특정 대학 교수가 선발되어 적절한 지침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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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취향과 역량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대학강의 수강과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대학강의에서 가르
친 내용이 임용고사 출제 문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학원에 의
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주목해야 한다 . 이는 교육행정학 과목뿐만 아니
라 모든 교직과목에서 겪고 있는 일이다 . 대학강좌 내용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
임용고사 출제지침으로 공통요소 또는 최소요건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Ⅴ . 결언
교사교육의 전문화 , 특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교직과정의 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 교원자격검정
령이 개정되어 교직과정에서 교육학 과목의 위상이 안정화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고 본다 . 특히 , 임용고사에서 교육학 과목을 제외시키자는 주
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교사 양성과정의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잉 교사양성체제라고
판단된다 . 교사 양성 규모를 적정화하여 교사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드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 교사양성에서 교직과정의 핵심 과제는 교
직과목으로서 교육학 과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 교육학 과목의 내용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교직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가르치는 내용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실천적 지식기반을 축적하여 현장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과목으로 그 위
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 아울러 교육학 과목간 , 교육학 과목과 교과교육간 , 교육
학 과목과 전공과목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행정학 과목은 새로
개설된 교직실무 과목과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 봉사학점의 경우도 관
련 과목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원임용고사 체제가 너무 빈번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임용고
사 방법은 개편 이전에 일정 기간 예고를 하여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
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그리고 막연한 논리보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 하여 개
편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육학회가 교원양성에서 교육학의 위상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학
술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 다만 일회적인 학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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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그치지 말고 교직과목으로서 교육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위상을 공고
히 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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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Ⅰ

교직과목으로서의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 ,
교육심리학에 대한 글을 읽고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

1. 소통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얼마 전에 경기도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저는 참여하
신 선생님들과 작은 활동을 하나 해 보았습니다 . 한국 교실 수업의 현재 이미지
와 미래 이미지를 큰 포스트잇에 적어서 칠판에다 붙여 보도록 했습니다 . 예상
했던 대로 현재의 한국 교실 수업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압도적이었습
니다 . 교사 중심 , 전달 중심 , 무기력한 학습자 등이 이런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
요 단어들이었습니다 . 선생님들 스스로 교실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으
며 수동적인 학습자들을 대하면서 빡빡한 교과서 내용을 전달하시느라고 지쳐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교실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한 후에 현재의 부정적인 교실
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실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한
가지만 적어서 다시 붙여 보도록 했습니다 .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으
로 생각하시나요 ? 교사의 전문성 , 잡무 경감 , 교장의 리더십 , 일관된 정부 정책
등 여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의외로 ‘소통 ’이란 단어였습니다 . 한국 교실을 바람직한 교실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 ’이다 . 어떻습니까 ? 이 단어가 무척 많은 것을 의
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선생님들의 생각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는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 교실
에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 교무실에서는 교사와 교사 , 교사와 관리자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현장과 학계에도 존재
하며 현장 실천과 교육 정책 사이에도 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물론 , 학
계 내의 분과 영역들 사이에도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지요 . 한국 교실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
고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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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그런 점에서 ‘소위 ’ 교과교육학자로 분류되는 부족한 저로 하여금 이런 중요
한 토론의 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
정으로 감사드립니다.

2. 토론자의 경험과 복합적 정체성
우선 세 분의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교육대학교에서
15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저희대학의 초등과 교수님들과 친하게 교류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학 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나눈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 그런 점에
서 세 분의 논문은 저에게 매우 유익하고 계몽적인 글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배우는 입장에서 읽었고 문외한이라서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 , 교육심리
학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역량이 전혀 없
습니다 . 다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그 전에 제 경험부터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우선 ,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 30년쯤 전의 사범대학 학생으로 돌아가서 교직 과목을 듣던 기
억을 되살려보면 그 때 들었던 과목이 1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는데 그렇게 많
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 물론 , 블룸과 브루너를 배우고 피아제와
콜버그를 아는 것이 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교사로서의 실천에 훨씬 많
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은 이들 외국학자들의 이론이었지 그것이 한국
의 학교와 교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배운 기억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몰론 이런 사정은 교육학 뿐 아니라 교과교육학에서도 유사하였습니다 . 만약 30
년이 지난 지금도 교직과목이 이런 경험을 학생들에게 선사 - 지금 교원양성대
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와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한다면 교직과목을 몇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그것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
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매우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 세 분
교수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시고 계시는 “한국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조명하고 답
할 수 있는 실천 지향적인 교직과목 ”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것이 아닌가 합니
다.
다음으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 저는 일반사회를 전공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일반사회는 대단히 다학문적인 교과입니다 . 그러다 보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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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전공과는 좀 다른 강의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교사를 할 때는 세계
사를 가르쳤습니다 . 잠깐 시간 강사를 하는 동안에는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 그
리고 대학에 자리를 잡은 후에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교양으로 가르쳤고 , 모교
의 교양 강의에서는 정치학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경험은 일반사회 전공이 아니면 아마도 불가능한 경험이 아닐까 합니
다 . 경제학 박사가 대학 교양 강의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의 대학에서
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거의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운 좋게 일반사
회를 전공한 덕분에 저는 학문을 넘나드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독특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에는 논문을 지도해주신 교
수님과의 인연으로 한국교육인류학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 학회
는 아마도 한국 학회 중에서 드물게 질적 연구라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교육학자
와 교과교육학자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저는 편집위원장과 부회장을 맡아서 활동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
는 교육학 분야의 분과학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열린교육학회의 편집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저는 저 자신을 교육학자라고 불러야 할지
교과교육학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특히 저의 학문적 정체성의 중
요 부분에 질적 연구자 , 혹은 교육인류학자라는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 더구나 교사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 정체성의 중요 부분은 아직도
교사입니다 . 이 짧은 토론문은 본 토론자의 이런 경험의 지평에 터한 이야기임
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구분에 대하여
좀 길게 토론자의 개인 경험을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이라
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아보기 위해서 입니다 . 논리적 분류 체계를
따르지만 (일반 )교육학 /교과교육학이라는 구분법은 희한한 구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구분법은 논리적 구분이 아니라 한국의 교사 양성과 교육학의
발달 과정 속에서 탄생한 민속적 분류법이지요 .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교육학자 몇 분에게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학 간의 대립과 유사한
같은 문제가 미국에서 존재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 그랬더니 그다지 심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셨습니다 . 또 국어 교육 , 영어 교육 , 수학 교육 등
각과교육을 포괄하여 통칭하는 ‘교과교육학 ’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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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 민속적 분류 기준이 발생하여 그것이 학자의 정체성
을 규정하고 현실에서 이해대립의 전선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 이것은 교육사회학의 중요한 연구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의 사범대학이 오랫동안 교사양성대학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여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아카데미즘적인 학문을 지향해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
실이지요 . 사범대학에 재직하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교육 현상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고 소위 모학문인 사회학이나 경제학적 관심으로 사회
학과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정년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현실입
니다 . 그러다보니 교사양성에 필요한 역할을 ‘소위 ’ 일반교육학이 담당하였던 것
이지요 .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의 교사 양성 과정은 ‘내용학 +일반교육학 ’의 결합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합만으로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많이 주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 대표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아마
도 내용교수지식 (PCK)같은 것이겠지요 . 경제학을 배우고 일반적인 교수법을 배
우는 것으로 중학교의 경제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 교사의
실천에는 피아제의 일반 이론이 아니라 예컨대 ‘시장 ’, ‘화폐 ’, ‘이동 ’ 등과 같은
경제 내용의 기초 개념 발달에 대한 이론이 더 도움이 됩니다 . 그런 점에서 교
사들의 교실 실천을 돕기 위해서 이런 교과교육학 관련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학문이 발달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의 대학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세력 관계를 어느 정도 재편하
도록 하는 압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때로 갈등이 분출할 수밖에 없
는 것이지요.
저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성숙한 사회는 이 문제를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서 해결하
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요 . 저
는 그런 생산적인 대화가 이런 갈등의 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4. 자학문중심주의와 평가에 기초한 교육
그런데 생산적 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매우 필요합니
다 . 저는 생산적 대화를 가로막는 습관이나 태도로서 자학문중심주의적 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자기문화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문화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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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유사하게 자학문중심주의는 자기 학문의 가치와 문제의식을 기준으로 다
른 학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 그러고 이런 자학문중심주의적
태도의 연장에는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교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그러나 저는 얼마간 복합적인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으
로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 모든 학문은 세상을 보는 고유한 시각
을 제공해 주며 나름의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을 얼마나 가르치고 교과교육학을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 그것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화와 설득과 타협의 문제에 가깝지요 . 따라서 우리의 자학문중심주의적 태도
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런데 이런 영역
싸움은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표면적으로
교육학과 교과교육학의 대립이 있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는 동일한 유형의
대립을 교육학 혹은 교과교육학 내부에서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 교육학
내의 그 많은 분과학문들 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대동 교수께서 말씀하신 “…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교육사회
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직과목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절반 밖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저는 사회교육과 출신으로 대학에서 사회학을 교양과목으
로 여러 해 가르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회학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
다 . 그래서 교육사회학이 교사가 될 사람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교육과정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과목들의 경연장이라
는 점입니다 . 예컨대 , 저는 교육인류학자로서 “… 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
해서 교육인류학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직과목이다 .”이라고 주장하고 싶습
니다 . 교육인류학적 통찰력이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과 학교의 문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그 실천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교육사회학 ‘못지않게 ’ 중요한 교육인류학은 여전히 일반교육학 내에서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교육인류학이 교육사회학보다 덜 필
요해서라기보다는 학문 발달의 역사 , 대학의 제도화 , 전공자의 배출 등 역사적이
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 점에서 저
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가치를 가지는 과목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다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
니다.
그리고 한대동 교수님과 임연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용고시에서 교직과목
에 대한 시험이 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
다 . 중요한 선발 시험에 특정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은 교과의 위상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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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사학자인 영국의 굿슨 (Goodson)이
교과의 발달사를 연구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 특정한 교과가 시험에 출제되
어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는 지나치게 평가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이 좌우되고 있습
니다 . 매우 비교육적이지요 .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양
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교육의 위기 상황을 반영합니다 .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가 가르치는 대학의 강좌가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문제로 방해 받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 사실 교육대학교에 있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제가 가르치
는 사회과교육 과목이 임용고시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과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
습니다 . 그러나 교육대학교의 임용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한 두 해 전부터는 불
행하게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제 대학 강의실이 고등학교 교실과 유사해지겠구나 하는 우려를 심각하
게 합니다 . 최소한 저는 제 강의가 임용 고사 문제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즐거워서 그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교육학자의 꿈이 아닐까 합니다 .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이상적인 소
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 교육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사를 위한 교육학을 위하여
저는 세 분의 원고를 통해서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 , 교육심리학 강의에 대해
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임연기 교수님의 교육행정학의 특성 분석틀도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 특정한 분석 틀은 사물을 분류하는 유용한 인식 틀로 작동하
며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주지요 . 그런 점에서 임연기 교수님의 분
석 틀은 교직 과목의 강좌를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 경험에 바탕 하여 하나의 분석틀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 좀
낡은 분석틀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의 교육학 (교과교육학까지 포함하여 )의 여
러 강좌들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실용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축은 이론 중심이나 실천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 교직 과목이 여전
히 이론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세 분 교수님께서 공히 언급하시고 계신 상황입니
다 . 우리 교직 과목들이 이론의 자기 완결성에서 해방되어서 교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실천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또 하나의 축은 외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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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한국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 첫 번째 축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교사양성기관의 대학생들이 피아제와
콜버그도 배우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
으면 좋겠습니다 . 이 두 축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사사분면을 그림으로 표시하지
는 않겠습니다 . 아마도 현재까지도 이론적이고 외래적인 교직과목이 더 많이 존
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실천적이고 한국적인 교직 과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미국의 사회과교육
개론서를 보면서 현장 사례들로 빽빽이 채워져 있는 것이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 개론서가 가능하려면서 학자들이 한국의 교실과 학교 , 교육청에 좀 더 자
주 좀 더 심층적으로 방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교직과목이 교사를 위한 교육학이었으면 합니다 . 예
컨대 , 제가 초임 교사로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교무 , 연구 , 학생 , 새마을
등으로 분장되어 있는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서 학생부 교사의 역할을 수행했습
니다 . 그런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학부에서 배웠던 교육학 서적에는
이런 학교의 업무 분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 학교 업무 분장이 왜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 ,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을 맡은 교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등은 거창한 이
론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사들의 일상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
습니다 . 그리고 그런 내용을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업무를 잘 보기 위한 실용적
인 목적도 있지만 , 더 중요하게는 학교의 조직이 왜 국어과 , 과학과 , 사회과와
같은 교과 연구 조직 위주로 되어 있지 않고 행정적 관료 조직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등과 같은 교육행정학적 혹은 교육사회학적 안목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
닐까 합니다.
그리고 교육심리학이라면 학습동기에 대한 일반이론을 넘어서 교실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시와 함께 그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아동 발달 이론도 마찬가지
겠지요 .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수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학습자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은 교직 과목을 내실화하는 것인 동시에 한국 교육학을 더 현실에 적합하게 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저는 신종호 교수님의 여러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학자만의 교육학 ’이 아닌 현실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교육학 (교과교육학 )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간에 공동 연구도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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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복합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맺을까 합
니다 . 저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교육학의 여러 분과 학문들을 기웃거리면서 배우
고 싶습니다 . 그것이 사회교육학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
니다 .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예컨대 , 교육행정학회지에도 논문을 발표하고 싶습
니다 .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서 소통하고 연구할 때 비로소 교육과정의 좁은 울
타리를 비집고 들어가기 위한 각 학문 간의 영역 싸움은 좀 더 합리적인 모습으
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교육학과 교과교육학 , 내용학 모
두를 아우르는 복합적 정체성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 세 분 훌륭한 원고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
사드립니다.

논리적 모순이지요 . 교과교육학은 교육학의 하위 분과
그런데 이런 경험은 교육과정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익숙한 논쟁을 관찰하는
저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 예컨대 , 국가 교육과정이 결정될 때 많은
교과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과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수를 늘려야 한다
고 주장하며 동시에 특정한 과목을 그것을 전공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 가령 , 역사는 학교교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역사를 전공한 사람만 가르칠 수 있다는 낯익은 주장
같은 것이지요 . 그런데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회의적입니다 . 우
선 , 특정한 과목이 다른 과목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다고 하는 주장은 합의
불가능한 정치적인 언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는 교과들 또한 사회적 필요와 역사적 우연 속에서 학교 교과로
자리 잡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변화해 가면 또
변화해가겠지요 . 그리고 대학 4년 동안에 특정한 교과를 수십 과목 듣는 것으로
평생 동안 그것을 배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간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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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에 있어서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Ⅱ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행정학의 위상⌟에
대한 토론
김영화 (홍익대학교 )

◯ 주제발표의 요지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 분야 주제발표자 모두 공통적으로 교사양
성과정에서 교직과목 또는 일반교육학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 운영에서 이론 편향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교직과목을
교육현장에서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 교육학자 또는 교육연구자 양성과 교사 양성과는 구분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교사 양성과정 역시 전공이론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주제발표자들은 교직과목을 교사들이 교실현장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사례 또는
주제 중심 내용으로 재편해야 하고 수업방식도 문제중심수업으로 바꾸어야 하
며 , 교육학 과목간 , 교육학 과목과 교과교육 간 , 교육학 과목과 전공과목 간 연
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세 주제발표자의 발제 내용에 동의하면서
발표자들이 제기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학교교육체제의 개방화와 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교육행정학의 의의
발표자들 모두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 등 교육
학의 중요성을 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과 비교하여 논의하였으므로 교사양성교
육에서 교육학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검토해보기로 한다 . 여러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직환경의 변화와 관련지어 살펴보겠다.
첫째 , 신종호 교수의 지적과 같이 교수활동은 교사의 핵심 업무이고 따라서
수업 전문성은 교사의 핵심 역량임에 틀림없다 . 그러나 교사는 수업지도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학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등장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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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업지도 외의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의 교육만
담당하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며 점차 개방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 학교는 학생의
보건과 복지 ,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 탁아와 보육 등 학생의 교
육 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 교사들은 이와 같은 학교의
기능 확대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역량의 획득에는 교육심리학 , 교육사회학 , 교육행정학적 지식의 기반
이 필요하다.
둘째 ,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적 , 정
의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 학생들의 지적 성취 , 즉 학업성취라는 측면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교사가 수업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학생의 학

업성취에 교수 ‧교육과정 외의 요인들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학교혁신 접
근의 예로서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종합적
학교혁신 (Comprehensive School Reform) 모델 가운데 학생 성취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학습 지원 ’의 개념에 기초하여 설정된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 종

래의 학교혁신 노력은 주로 직접적으로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교수 ‧교육과정 및
학교 경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와 같은 두 요소에 의한 혁신 모델은

학습 장애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결여되어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 학습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여 학습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제 3의 ‘학습촉진요소 (enabling component)’를 모델에 포함시킬 때
비로소 성공적인 학교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접근이다 . 3요소 혁신모델을 적용
하고 있는 학교혁신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학습촉진요소에 포함시키고 있는 활동
들에는 ① 정규수업 전략 개선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행동 , 학습 , 정서적 문제를
가진 학생들 겨냥 ) 외에 ②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행 (학년 간 , 학교 간 , 정규
프로그램과 특수프로그램 간 , 학교 -직업세계 간 , 대학 진학 등 )을 할 때 학생과
이들의 가정 지원 ; ③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증진 ; ④ 위기 대응 및 예방 ; ⑤ 필
요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특화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⑥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관계
증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 , 특히 취약한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업성취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체제 전체 , 더 나아가 가정 및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
회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하며 , 이를 위해 교사들은 교과지식 외에
많은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
하다 . 특히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학생
들의 배경 특성을 이해하고 배경별로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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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지고 있다 . 또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가 강조되고 ,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학부모와 적절히 소통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10)
이와 같은 능력의 함양에는 교육학적 지식체계의 기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 학생들의 학업 및 인성 지도는 학교 울타리 내에서 교직원들만의 힘으
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하에 그 효과가 극
대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 가정 및 지역사
회를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 상술하였듯이 학습 장애 요인을 제
거하기 위해서 가정으로부터 학부모의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
을 활용하여 학교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다.
미국의 협약학교는 학생이 입학할 때 학부모와 계약을 맺어 자녀의 숙제 등
학습지도와 일정 시간의 학교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교
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또한 미국 학교개혁을 위한 전략에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 학교 간 지속적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 있다 . 미국의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디트로이트시의 학구
에서 도입한 자원조정팀 (Resource Coordinating Team) 제도를 예로 들어보면
학교의 교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책임을 진 구성원들이 얼마나 폭 넓게

상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자원조정팀은 학교를 기반으로 한 가정 ‧학교 ‧지
역사회 자원의 협력체로서 학습 장애 요인과 문제를 이해하여 이를 교정하거나
이의 발현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 그 주요 역할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 물리적 , 인지적 , 심적 발달을 도모하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촉진함으로
써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자원조정팀은 행정가 , 학교사회복지사 , 학
교 심리학자 , 상담가 , 간호사 , 기타 건강 관련 전문가 , 출석조사관 , 교사 컨설턴
트 , 언어장애 담당 교사 , 정규 ·특별교육 담당 교사 , 교육과정 전문가 , 이중언어
전문가 , 지역사회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과 특별활동 및 방과후학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들 간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사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점차 더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이다 .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
계를 조망하고 다양한 교육 관련 주체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이해하며 , 파트너

십의 효과적인 구축 ‧운영을 위한 교육사회학 및 교육행정학적 지식체계의 중요
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토론자가 만난 30대 초반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학생들과 지내는 것은 재미있는데 학부모
를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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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식의 속성
주제발표자들은 교육학 지식체계에 기초한 교직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직과목이 교육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실천적 지식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지식이란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가?
실천적 지식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직에 나가 업무 수행에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생각하게 된다 . 이것은 비단 교사양성교육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해묵은 불만은 바로 대학교육이 직업세
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자질을 길러주지 못하여 산업계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에 대한 대학 측의 항변은 대학은 학원과 달리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 직업 상황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전이가능한 기본적 자질을 길러주는 곳이라는 것이다 . IT 분야에서 단적으
로 볼 수 있듯이 최근과 같이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시대에 불과 2-3년 후면 쓸
모없어지는 지식과 기술을 대학에서 비싼 등록금을 들여 학습할 필요는 없으며,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능력의 교육 ‧훈련은 산업체에서 담당하고 대학
에서는 평생에 걸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학습하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탐구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반드시 기능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출석부를 정리하고 학급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와 각 부서의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임용 후 부임 직전 또는 직
후 며칠간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 . 또한 신규 교사를 위한
매뉴얼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와 같은 지식과 기술을 굳이 대학에
서 교직과목을 통해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론 편향성이 문제라는 의미는 이론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주제
발표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이론을 실제 교육현장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
육실천과 연계 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이를 위
해서는 교직과목을 실제로 운영하는 교수진의 과목운영방식이 관건이 된다 . 교
육학 과목 간 , 교육학 과목과 교과교육 간 , 교육학 과목과 전공과목 간 연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임연기 교수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나 , 실제로 이러한 연
계를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지를 강구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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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수 없다.

◯ 기술공학자로서의 교사와 성찰적 탐구자로서의 교사
쇤 (Shön, 1983)은 개인이 전문 영역에서 복잡다단한 상황 가운데 과업을 수행
할 때 개인이 투입하는 성찰의 질적 수준과 양상의 차이에 따라 초심자와 전문
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에 의하면 초심자는 탈맥락적 , 절차적 지식과
기술의 보유 수준을 의미하는 역량 (competence)의 획득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전
문가는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강한 실제 상황에서 대안을 도출하고 적용할 수 있
는 성찰 능력 (예술적 수완 : artistry)을 지닌다 . 이와 같은 구분은 전문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전문가 (routine expert)와 능동적 전문가
(adaptive expert)의 구분 (주영주 , 2007)과 맥을 같이 한다 . 일상적 전문가는 직
무수행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로서
주어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반면 능동적 전문가는 핵심 역량을 변화시키고 , 자신의 전문성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간다 .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익숙해 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
닌 자를 의미한다 . 세계 각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사양성교육의 경우
연구 기반 접근 (research-based approach)을 통하여 교사들이 탐구적인 태도로
자율적인 교수 ‧학습적 판단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주요 목

표로 하고 있다 (Krokfors, 2010)는 것도 핀란드 교사양성교육이 능동적 전문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들에게는 주어진 교육내용을 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교육 장면
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술공학자 ’ 또는 ‘일상적 전문가 ’로서
의 역할을 넘어서서 ,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강한 상황에 직면하여 익숙해 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성찰적 탐구자 ’의 역할이 요구된다 .
상술하였듯이 교사양성을 위한 교직과목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 설정에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육사회학과 같이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는 학문 분야는 교직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 교육사회학은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상상력 ’을 동원하여 사회적 맥락과
관련지어 조망할 수 있는 ‘성찰적 탐구자 ’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
다.

사회학자

밀즈 (Mills,

1959)가

언급한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은 단순하게 말하면 사회문제의 의미와 그 맥락을 올바로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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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으로서 ,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해진 일상생활의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 밀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세
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신들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
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자질 , 즉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였다 . 밀즈는 언론인이나 학
자 , 예술가 , 대중 , 과학자 , 편집인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자질도 바로 이와 같은 사
회학적 상상력이라고 주장하였다 . 자라나는 세대가 한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
는데 막대한 책임을 맡은 교사들도 이 그룹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대동 교수는 교육사회학의 중요성을 학교교육이 특정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
회 ,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교육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다양성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 교육사회학은 교
사들이 교육에 관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에 대해 도전하면서 교육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 교육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직면한 교육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성찰적 탐구자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평생학습자로서의 교사: 교사 양성교육과 현직교육의 역할 분담
교직은 전문직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전문직에 비해 양성교육이 취약한 직업이
다 . 4년간 22학점의 교직과목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습득하
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 또한 새로운 필요가 등장할 때마다 교육내용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는 없다.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지속적인 선택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 아울러
양성교육에서 습득해야 하는 내용과 현직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내용을 분
리시킬 필요가 있다 . 양성과정은 예비교사들이 환경의 변화에 덜 민감하고 전이
가능한 지식을 교육실제와 연결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영재아 , 학습부진아 , 장애아 , 국제결혼 자녀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과목을 통하
여 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배우기는 어렵
다 . 각 집단의 교육문제와 교육요구는 다르므로 각 집단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로 독립적인 과목을 하나씩 할애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일부 지역
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 중에는 10년 교직생활을 해도 한 번도 이들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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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 양성과정에서는 학생집단 구성이 다양할 때
이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리와 방법을 구체적 사례와 접목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집단을 지도하는 심층적인 방법은 현직교육을 통해 습득하도
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교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학생과 갈수록 목소리가 높아지는 학부모 , 학
교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요구로 인해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
다 . 교사들이 교직에 종사하는 동안 대학에 다닐 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 교사교육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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