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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
: 청주시를 중심으로
오 연 주
충북대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n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 focused on ChungJu city
Oh, Yeon 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은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과 관련된 법규범의 양상과 변천과정을 탐색한 결과,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이고 유연한 개념이라 할 수 있었다.‘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
과 교사의 인식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과 수업의 환경적 토대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청주시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하여, 사회과 교사의‘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인식 특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청주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양한 교원의 활동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식함으로써 교원의 정치활동에 허용적인 경향성을 나
타냈다. 그러나 일부의 교수 방법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행동화하는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견해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과 교사는‘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적극적 교수 방법이나 입장 표명을 위한 활동을 유보하는 다소 모호하고 이
중적 인식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Abstract : Korea keeps strict guard against the application the rule and law of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But there are various view in the application the rule and law of ‘Political
Neutrality’. The investigation into the rule and law relate to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in
many countries, it is flexible and rely on the country’s social change and history. It demanded to
supply an actual research of the citizen’s cognition on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This study make an survey into citizen and social studies teacher and other teacher in ChungJu
city. Based on survey, social studies teachers in ChungJu come teacher’s political activity under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The based on survey, social studies teachers in ChungJu have
opener standpoint on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than other teacher and citizen. However,
social studies teachers in ChungJu think some active political behavior and some teaching
* 2009. 7.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연차대회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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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are more unlawful conformed to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than other teacher and
citizen. Social studies teachers’ cognition of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is vague and
complicate.
Keywords :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chool, Teaches’ Political Right

I. 서 론

집단 활동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의 문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교원의 정치적

1. 연구의 필요성

중립성’
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교원이 개

한국 사회는 그동안‘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인으로서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

대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교원의

어지는 교사의 교수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정치 활동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갈등은 이와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관련된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한국교

사회과는‘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인식

원단체총연합회’
가 교원정책에 관한 대선 공약

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교과라 할 수 있다. 사

을 비교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였

회과는 학생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

을 때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 2004년 노무

과이므로 사회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다

현대통령 탄핵에 맞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을 때

분히 가치와 관련된 문제나 정치 문제와 관련된

에도 그러하였다. 2009년 6월 교원들의 시국선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 정치 문제와 관련된 내

언, 그리고 9월에는‘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용을 다룬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론을 다루는

등 3개 공무원노조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것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정당정파의

가입을 두고 정부가‘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을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 주장 등도 교육내용에 포

때도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되기도 하였다.

함된다는 것이다.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갖

시민 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표시열, 1995:

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활동을 수행

92).‘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사회과 교사가

하는 역할의 특수성 즉, 공무원 신분을 갖는다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

점이 이러한 갈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따라

고 있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 내용 선정이나 교수

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흔히‘공무원의 정치

방법에 대한 정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적 중립’
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맥락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

할 수 있다.

지며,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관

교원과 학부모, 학교 행정 관계자 또는 지역사

한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원도‘사

회 인사 간의‘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의

립학교법’제 55조의 준용 규정에 의하여 국·공

견 차이는 교육 활동을 압박하는 환경 요소가 될

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제한을 받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외현적으

있다.

로 교수활동은 교사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활동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논의는 교육이

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실을 둘러싼

라는 공무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상황이 존

제도적 혹은 문화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

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교원 신분에

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Cornbleth(2001)는

의존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 혹은 교실

교수활동이 외재적이고 실증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에서 교원의 교육 내용 선정 재량권의 범위나

구속받는 요인과 이를 내면화한 교사의 제한적

교수 방법의 선정과 관련된 상황, 때로는 교원의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제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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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법과 규칙을 행정적으로 강조하는

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며, 특히 사회과를

관료제적 풍토’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의적 풍토’
,‘외재적 교육과정 요구와 자기 검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의 위협적 풍토’
,‘학생 병리학과 교육적 패배주
의의 풍토’
,‘학생 평가와 공립학교 서열화가 지
배적인 경쟁적 풍토’
를 지적하였다(Cornbleth,
2001: 76).

2. 연구 문제 및 연구내용
본 연구는 다음의 두 핵심 연구문제를 탐구하
고자 한다.

한국 교육 풍토에서는 이들 요인들 중,‘법과

첫째,‘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 구

규칙을 행정적으로 강조하는 관료제적 풍토’
와

성원 간에 상대적 인식의 정당성이 있는가?”
와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적 풍토’
나‘외

관련된다.‘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교원에게

재적 교육과정 요구와 자기 검열의 위협적 풍토’

부과된 명료한 책무로 간주되기 보다는 그 개념

의 요인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들은‘교

의 모호성과 다양성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생

원의 정치적 중립’
과 관련될 여지가 있다. 한국

산성이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문제를

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사회적 혹은 제도

탐구하기 위하여,‘II장’
에서‘교원의 정치적 중

적 구속이 강하다면, 사회과 교사가 스스로 이를

립성’
과 관련된 한국의 법규를 검토하고,‘III장’

내면화하여 자기 검열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에서 각국의 사회적·법적 실태를 검토한다.

교사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에 제한적으로 인식할

둘째,‘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하 사

가능성은 황선영(2008)의 연구에서도 제기된다.

회과 교사)’
의‘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황선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교원은 정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하

치활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할 뿐만

여, 다른 집단의 인식과 비교하여 분석한다.‘V

아니라, 스스로 교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학생

장’
에서 사회과 교사와 타과 교사 그리고, 시민

들에 대한 편향 교육과 교직사회의 분열에 대한

들이 각각‘정치적 중립성’
을 어떻게 인식하고

우려 때문에‘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이필

있는지를 비교하여 탐색한다.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교원이 시민으로서 정치

는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과 원리에 대한 수용에

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상황에 대

관한 인식에 대한 조사라는 제한점에서 이해될

한 인식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밖에서의

수 있다.

교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실 내 교수활동과 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서로 다른 인

련된 내용 그리고, 교사가 교육단체를 통하여 간

식은 중요한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이며, 교원의

접적으로 참여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의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

교원의 정치활동 영역에 대한 분류는 신현직

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이나 시민들이‘교원의 정

(1999)의 유형 분류를 수용하고자 한다. 그의 분

치적 중립성’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류는 교원의 다면적인 활동을 모두 고려할 수 있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교원의 정

기 때문이다. 신현직(1999)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치적 중립성’개념은 법적 혹은 이론적 조망뿐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 기준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직접적 이해

주체로 개인으로서의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으

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교원의 정치적 중

로서의 교원의 정치활동으로, 두 번째 기준은 장

립성’
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을 이해하

소로 학교 내에서의 정치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는 것은 사회과 교실과 학교 풍토를 이해하는 토

정치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의 분류는 교원

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교원의

이 학교 내에서의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 학교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교원과 시민들이 어떻

밖에서의 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 학교 밖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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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서의 정치활동, 학교 내에서의 집단으로

정에 교원의 정치적 권리 제한의 내용을 명시하

의 정치활동,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집단으로서

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6조 1항에서“교육은 교

의 정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
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

II.‘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관련 법규의 핵심

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동법 제 14조 4항에서“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당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크게‘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과‘교육의 정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7

적 중립성’
과 관련된 것이다. 법규 내용과 그 의

조1)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둠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정당법 제 6조에

1. 한국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정치 활동
한국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적 서비스인 교
육을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헌
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근본 의의를
밝히고 있다. 헌법 제 7조의 제 1항“공무원은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서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 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
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다

여, 공무원 신상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음과 같이 네 가지 학설이 있다. 첫 번째 학설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설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근본 의의를 명시하고 있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추

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하는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학설은 정치와

이유는 공무원의 임용주체가 국민이며, 둘째, 국

행정의 분리설로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

민은 국가권력을 공무원에게 신탁한 주권자이며,

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끝으로 공무원의 직무는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이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권영성, 2004: 228-229).

다. 세 번째 학설은 공무원의 이익보호설로 정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

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실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피해를

을 위하여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을 그 내용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학설은 공적 중재

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라 할

자설로 공무원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

수 있다. 헌법 제 7조 2항에는“공무원은 신분과

경제적 대립의 중재자·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극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된다.”
고 규정하여,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관
한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헌법 제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

금지와 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과 간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

배제를 의미한다.

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위

하위 법규에서는 교육기본법과 국가공무원규

의 헌법 내용은 본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

03오연주(33-53)2009.11.233:33PM페이지37

오 연 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 : 청주시를 중심으로

37

<표 1>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관련 법규

개인으로서
금지 교원 정치활동 금지
개인으로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교원의 정치활동
집단으로서
정당 가입 : 정당 및 정치 단체의 결성 관여, 정당 가입, 정당 발기인, 당원
정당 활동 :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 다른 공무원에게 정당
및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 및 가입,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약속,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
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
선거운동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집단으로서 교원 정치활동 금지
교원노동조합의 경우 일체의 정치활동
교원단체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

정치적 압력의 배제, 교육의 권력으로부터의 독

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립,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

위한 원칙으로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섭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법부는 국·공립학교

근대 이후 공교육의 중립성에 관하여 세워진 기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합헌성을 갖는

본원칙 중의 하나이다(노기호, 2000: 178). 교육

다는 일관성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

초·중등 교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는‘정당

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법’
과‘공직선거법’
의 위헌성 문제에 관하여 헌

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법재판소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초·중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

등 교원과 대학교원들과의 직무 특성에 차이를

미한다(손희권, 2004: 404). 교육의 정치적 중

들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립성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

(선고 2001헌마710 판결). 또한, 2006년 11월 9

를 배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자유권을 보장하고

일 대법원은 전국교원노동조합의 민주노동당 지

옹호하기 위한 본래 취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선언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정치의 교육적 중립’
이

운동 금지조항과 공직선거법의 불법선거운동죄

라는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부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관련 위원장들에게

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측면뿐만

벌금형과 교사직을 상실시켰다.

아니라‘교육의 정치적 중립’
이라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을 주체에 따라 관련
있는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당파성 또는 편향성 배제
라는 관점에서 중립성을 인식한다. 대표적으로,

III.‘교원의정치적중립성’개념의상대성

송준석(1995: 185-192)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원도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한

성의 내용으로 교육내용의 중립, 교원의 중립,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기

학교행정의 중립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때문에 교원에게 부과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의 입장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은 획일적 혹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것이라 할 수 있다.‘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상대적 개념이며

관한 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국가 간에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실태를 가지며

정치적 중립성의 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부

동시에 국내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

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

함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권영성(2004: 267)은‘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
내용으로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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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법 규정

적 특성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공무원의 쟁의권,
단체교섭권 등의 노동기본권 및 정치활동의 자유

1)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상대성

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각국의 역사적 상황에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된 역사적 경험뿐만 아니라,

따라 서로 다르게 개념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법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역사적으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엽관주의(琑官

중립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主義)와 같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된 경험을

수 있다.

갖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규정하나 상대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
지 않은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무원
의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일당이 지배
하는 사회에서는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다수당
이 존재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도 언제나 필요성
이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고 대체로 현대행정국가
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성이 역설되기 시작하였다
(최득진, 1986: 244).

한국의 경우, 공무원이 선거과정에서 여당의

(2) 유럽 각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초기부터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에 대한 원칙의 강조보다는 정치적 기
본권의 확대에 사회적 합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1953년‘독일연방공무원법’
과
1957년‘공무원 기본법’
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
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별로 두고 있
지 않다. 특히, 연방하원의원이나 주하원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
정을 포함했으나 노조와 연방하원의 반대에 직면
하여 삭제되고 하원의원에 당선된 공무원은 사직

(1)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미국의 경우, 엽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규정만 남게 되었다(김태일, 1996:

1883년 팬들톤법(Pendleton Act)을 제정하였

154). 1965년부터는 각종 선거에 출마한 공무원

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정책결정의 직위에 있는 공

은 다른 후보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원이

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임용을 공개시험제

의원에 당선되면 휴직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직

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하게

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되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실제적으로

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정치적 기본

강력하게 명시된 것은 1939년 1차, 1940년 2차 해

권의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법(Hatch act)인데, 이 당시 미국적 상황에서는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엽관주의를 경험하

공무원 노동운동의 억제라는 상황적 요소를 내포

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받는다2)(임재

엄격한 법규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최대한 공무

홍, 2006: 247). 해치법을 위반하면 임명권자는

원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했다. 팬들톤법이나

1948년 공무원의 정치활동위원회의 보고서 제시

해치법은 근대적 공무원제도 확립에는 기여하였

하여 공무원을 산업계 및 노무직공원 등의 제 1

으나 공무원의 개인적 존엄과 시민적 기본권을

집단과 그 밖의 공무원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나

제한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누고 각기 정치활동의 제한을 달리 두는 것을 제

였다고 평가받는다(김태일, 1996:149).

안하였는데, 제 1집단에게 완전한 정치활동의 자

하고 있는 보수적 법안이라고

일본의 구국가공무원법은 미국의 해치법 등과

유를 보장하는 안만 통과하였다. 그 후에 휘틀리

같은 2차 대전 후 미국 정치권의 영향으로 보수

협의회(The Whitlely Joint Council)의 연구를

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고 한다. 1948년 개정된

기초로 하여 공무원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제

국가공무원법도 냉전 상황의 영향으로 더욱 보수

1 집단과 제 2집단 사이에 중간 집단을 새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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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제 1

정치활동의 제한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

집단(최말단직, 산업계 포함)에 대하여는 완전한

닌 국가공무원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국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중단집단(서기 및 보조서

가공무원법상의 정치행위에 관한 주요내용은 공

기계급)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출마가 금지되나

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전력으로 직무수

그 밖의 다른 정치활동은 기관장의 허락 하에 허

행에 전념해야 한다(제 96조 제 1항)는 복무규정

용된다. 제 2집단(행정계급, 집행계급 및 이에 준

을 근간으로 하면서, 제 102조에서 공무원의 정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권 선거에 있

치활동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 102조

어서의 투표권은 허용되나 그 밖의 정치활동을

에서는 선거권의 행사 이외에 ① 정치적 목적을

금지하였다(김태일, 1996: 152).

위하여 기부금 그 밖의 이익의 수수(授受)에 관여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 인식의 확대
사회발전과 교원의 지속적인 참정권의 확대 요
구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규제한 나라들에서도 정치활동에 대한 합법적 범
위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엄격하게 규정한
미국의 경우도 최근에 그 변화가 두드러진 판례
들이 나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공무원의 정치
적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대표
적인 예로, 미국 1985년 6월 판결에서 우체국공
무원에게 근무시간 중에 정당 지지 뱃지 착용을
금지한 행정규칙을 다툰 사건에서 행정기관의 정
책지침이 수정헌법 제 1조를 권리를 침해한 것으
로 판결하였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
장 블레이럭(K. T. Blaylock)이 조합기관지에
레이건 정권을 비판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호

하는 것 ② 인사원규칙에서 정한 정치행위를 하
는 것(제 1항), ③ 공직의 후보자가 되는 것(제 2
항), ④ 정치적 단체의 임원 등이 되는 것(제 3
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그
스스로 정치활동의 규제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
지 않고 행정입법인 인사원규칙에 대폭적인 위임
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사원규칙의 제한 내
용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이 전국적이라는 점,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위
반하여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 되고 있으며, 특
히 일본의 초·중·고교의 교사 대부분을 차지하
는 공립학교 교사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다른 지
방공무원과는 달리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제
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노기호, 2000: 185).

2. 교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 인식의 상대성

소한 칼럼이 해치법을 위반한 이유로 60일간의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상대성

징계를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기관지에 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볼

럼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은 해치법상의

때 각국의 정치형태와 구조에 따라 상이하게 나

정치적 선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

타났으며, 파시즘과 일당독재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또한, 1993년에 해치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는 국가목적에 봉사하고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정치적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임채홍,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애초

2006: 263). 예외적으로 정치적 권리가 제한되

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노기호, 2000: 178). 제 1

는 경우를 소극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해치법이 거

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의 폐지에 가까운 전면적인 개정을 하였다.

서는 교육을 지배하는 외부적인 힘으로서의 정치

일본에서 국·공립학교교원은 공무원의 신분

세력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됨에 따라 교

에 의한 정치활동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법적 논

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게

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립학교 교원은 국가공

되었다(노기호, 2000: 178).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립학교교원도

성은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과 함께 근대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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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립성에 관하여 세워진 기본 원칙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 학
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

않고 있다고 한다.

2)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다양한 견해

서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이 종

국내 이론가들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교하고 하는 교육외적인 힘에 의한 지배로부터

의무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

자유로운‘자유성의 보장’
을 의미하는 것으로,

으로, 공무원이 정치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비정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되는

에도 원용이 된 것이다.

자격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태도, 대국민활동에

미국 교원의 경우 국가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르기까지 순수하게 행정인으로서의 위치를 지

갖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과

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최득진, 1996: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246). 신현직(1999; 167)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

을 위하여 여당이 교육행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장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 관리자들이 이

하기 위한 원리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

를 규제를 가하고자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교

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교

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

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

은 교사가 공직에 입후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장이라 할 수 있다.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활동이

반면, 노기호(2000: 179)는 교육의 정치적 중

허용되는가의 여부, 학교 외에서는 어떠한 정치

립에 대한 의미를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

활동이 규제되는가 등이다. 정치적 쟁점에 대한

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내용으로부터 정치적

교사의 의사표명과 입후자의 선거지원 활동은 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더

정 헌법 제 1조 자유로운 언론의 권리와 결사의

나아가 교원의 비정치화 또는 정치교육의 배제는

권리로 인정된다. 이러한 정치 활동은 헌법상 보

곧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정치 권력으로의 예

호되지만,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의 교사의 정

속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교원의 정치적 자유

치활동은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는 당파적 교육의 자유가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선거지원 연설은 금지되는데, 학생들에게 자신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자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권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

고 주장한다. 또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의 쟁점이 수업의 주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헌법이론적 근거도 없이

제와 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당파적인 성향을 벗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왔다고 비판받고 있다. 공

어난 방법으로 선거의 쟁점과 후보자에 대하여

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객관적 입장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일

한 교직원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는 학내의 정치

체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판결

활동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는 학

역시 실정법의 자구에만 매달리는 해석을 하여

교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는 완전 부정되었다(임채

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결사의 자유

홍, 2006: 256). 이러한 견해들은 교원의 정치

를 침해하는 주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그 누구도

적 중립성 보다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지 않게 하였

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으며, 불가피하게 규제내용이 정부의 이익과 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기본 입장과 견해가 차

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주가 증명하지 않는

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한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권리를 금지하는 어

간 합의와 절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일반

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지

적 견해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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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활동과 관련한 미세한 영역 간의 문제에는

원(이하 사회과 교사)’의‘교원의 정치적 중립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즉, 정치

성’
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를 탐구

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학교교육활동의 범위

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인식과 비교하여 분석

를 어떻게 보는가도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한다. 조사 대상에게‘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수업시간 중 활동, 야외수업, 견학, 수학여행, 학

라는 준거로 비추어보았을 때, 교원의 다양한 활

교 밖에서 전혀 개인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경우,

동을 수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비교

교우회에서 당파적인 선전을 행한 경우, 등은 전

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사회과 교사,‘사회 교과

부 교육활동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할 수

외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이하 타 교과 교

도 있고, 학교 밖에서 교원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

사)’
, 그리고‘공무원이 아닌 시민(이하 시민)’

고 전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학생을 대하는 것이

각 집단의 인식을 비교한다. 설문지를 구안하여

나 동료들과 교원의 신분을 사용하지 않고 당파

각 집단 간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비교한다.

적인 선전을 한 경우까지 교육활동으로 보아야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탐구할 핵심 가설은“사

할 것인가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회과 교사는‘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다른 집단과 다른 인식을 나타낼 것이다.”
로 설
정하여, 유의확률 .05에서 검증한다.

IV. 연구방법

교원의 활동 영역은 그 내용 특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조사대상

첫째,‘교수 방법과 교수 자료’영역이다. 이는

설문지 조사 대상은 청주시 거주 시민과 청주

교사가 정치적 국면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교수

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이며, 설문 조사는

학습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관

2009년 6월 15일부터 6월 16일에 실시하였다.

련하여‘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 내에서의

청주시 시민은 전집의 목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허용 여부를 묻는 설문 문항으로 구성한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연적 표집, 즉 비확

둘째,‘정치적 견해 표명’
이다. 이는 교사가 자

률적 표집을 하였다. 다만, 청주 시민들의 사례

신의 입장을 어떤 매체를 통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청주시 소재

상황과 관련하여‘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 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 사회과 교사는 한 학교당

에서의 허용 여부를 묻은 문항들로 구성한다.

4명에서 7명 내외의 소수이므로 군집 표집을, 타

셋째,‘정치 단체 및 선거과정에 대한 의견 표

교과 교사는 다단계 표집을 하였다.

명이다. 이는 교사가 개인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단체 혹은 선거 과정에 대하여 직·간접
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교원의 정

2. 연구 가설 및 설문지의 구안

치적 중립성’개념 내에서의 허용 여부를 묻는

핵심 연구문제인“
‘사회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

문항들로 구성한다.

<표 2> 조사 대상의 일반 특성

사례수
사례수
사회과 담당 교사
타 교과 담당 교사
시

민
계

65

성
성별
남
32

별
연 여부령
교원단체가입여부 재학자녀 여부
연령교원단체가입여부재학자녀
19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가입 미가입 있음
없음
여
33
0
3
16
27
17
3
40
26
·
·

79

32

47

0

10

28

26

14

1

42

36

·

·

292

134

158

8

107

64

61

35

18

·

·

125

166

438

198

238

8

120

108

114

66

22

82

62

125

166

(교원단체 가입 여부는 교원에게만, 재학자녀 여부는 시민에게만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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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 영역과 해당 설문 문항

교수 방법과 교수 자료
정치적 견해 표명
정치 단체나 선거 과정에 대한 입장 표명

개
개인
학 학교 교
1, 3, 12, 13, 18, 22, 29, 30

인

집단
학교 밖

4, 5

14, 17, 26, 32, 37

10, 19, 20, 24, 28, 39

11, 21, 24, 40

결사

집

단

15, 38
2, 23, 35, 36

단체 교섭

6, 25

개인/단체 행동

9

31, 33

7, 8, 27, 34

넷째,‘결사’
이다. 이는 교사가 어떤 특정한 목

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처리

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는 SPSS 12.0을 활용하여, 일원배치 변량

하여‘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으로 볼 수 있는가

(One-way ANOVA)을 하였다.

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한다.
다섯째,‘단체 교섭’
이다. 교원 단체가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는 활동 전반에 관련하여‘교
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을 준거로 하였을 때의

1. 학교 내에서 교원의 개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인식

허용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이는 활동

1) 교수 자료와 방법에 개방적이나 일부 교수
방법에 수축적인 사회과 교사

주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과 교사는 교수 방법과 교재

마지막으로,‘개인 혹은 집단행동’
은 교사나

선정에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개방적이고 허용

교원 단체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시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표 4>와

위, 태업, 혹은 파업 등의 행동화를 하는 상황과

같이, 사회과 교사는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평균

관련하여‘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 내에서의

값이 작게 나타났다.

허용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한다.
위의 설문 영역의 활동 주체를 개인과 집단으
로 나누었고, 개인 주체의 활동을 학교 내와 학교

8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교사의 교수 방법과
교재 선정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값이
.637로 도구의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밖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해당하는 설문

교수 방법과 교재 선정 영역의 총 8개의 설문

문항 번호를 표기한다.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

문항 중에서, 문항 3번, 13번, 18번, 29번, 30번

한다.

이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V. 분석결과
설문 문항은 교원의 다양한 활동 상황과 내용

유의한 문항 중, 12번, 18번, 29번, 30번에서 사
회과 교사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개방적으로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을 제시하고 이를‘정치적 중립’
으로 볼 수 있다

<표 4>를 보면 사회과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

고 표시한 경우‘0’
, 볼 수 없다고 표시한 경우는

하여, 정치적 성향을 갖는 인물의 자서전(설문 문

‘1’
로 이분척도로 처리하였으므로, 각 문항의 평

항 18번)이나 특정 단체가 발행한 자료(설문 문

균값이 낮을수록 교원의 활동을‘정치적 중립’
으

항 29번)뿐만 아니라 정치인 학부모의 인적 자원

로 수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

을 활용(설문 문항 30번)하는 교수 학습 자료 선

서, 각 설문 문항의 평균값이 낮을수록‘교원의

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허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인식할 가능성을 보였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허용적이고 개방적

사회과 교사들이 시민들보다 정치적 내용과 관

03오연주(33-53)2009.11.233:33PM페이지43

오 연 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 : 청주시를 중심으로

<표 4> 교수 방법과 교수 자료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1

3

12

설설문내용
문 내 용
교사가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제 정치인들을 모델로 하여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신문 사설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

교사가 수업 중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정당의 변천사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 p< .05)

집집단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67

.567

.499

타 교과 교사

78

.474

.503

.464

.500
.500

시

민

293

합

계

438

.481

사회과 교사

67

.687

.467

타 교과 교사

77

.558

.500

시

민

293

.723

.448

합

계

437

.689

.464

사회과 교사

67

.105

.308

타 교과 교사

78

.141

.350

시

민

292

.195

.397

합

계

437

.172

.377

사회과 교사

66

.500

.504

13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시
위 현장을 견학시키는 것

타 교과 교사

78

.654

.499

.478

.601

사회과 교사

18

교사가 교과 내용과 관련있
다고 판단되는 특정 정치인
의 자서전을 읽고 학생들에
게 독후감 쓰기 과제를 내주
는것

22

29

30

시

민

293

합

계

437

.513

.569

67

.433

.499

타 교과 교사

78

.564

.479

시

민

291

.601

.500

합

계

436

.569

.500

사회과 교사

67

.433

.499

교사가 수업 중 정부의 정책
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을 하
게 하는 것

타 교과 교사

78

.564

.499

교사가 사회문제에 관한 수
업 중 소외 계층을 옹호하는
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활용
하는 것

사회과 교사
타 교과 교사

교사가 학부모 행사의 일환
으로 정치인 학부모를 일일
교사로 초청하는 것

시

민

291

.601

.601

합

계

436

.569

.569

67

.215

.414

78

.385

.490

.443

.498
.490

시

민

289

합

계

43

432

.398

사회과 교사

66

.288

.456

타 교과 교사

78

.487

.503

시

민

292

.483

.501

합

계

436

.454

.498

F

유의확률

1.167

.312

3.921

.021*

1.894

.152

3.887

.021*

3.182

.042*

2.923

.055

5.885

.003*

4.396

.013*

련있는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교원의

의확률 .003)를 나타냈다. 이는 명확하게 사회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

교사들이 시민 보다 정치적 내용과 관련된 자원

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Scheffe) 결과, 정치적

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허용적으로

성향을 갖는 인물의 자서전(설문 문항 18번) 활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용에 관하여 사회과 교사는 시민보다 평균 값

그러나, 위의 인식 경향이 정치적 상황과 관련

.169낮으며(유의확률 .043), 특정 단체가 발행한

된 직접적인 경험을 교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자료(설문 문항 29번) 활용의 경우는 사회과 교

있어서까지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

사는 시민보다 평균 값 .228이 낮으며(유의확률

려웠다. 교사가 여러 시위 현장을 학습자에게 견

.003), 30번 문항에서도 평균 값 .199의 차이(유

학을 시키는 상황(설문 문항 13번)의 사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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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ffe) 결과, 시민들이 타 교과 교사보다 평

확률 0.000)로, 타 교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

균값 0.176(유의확률 .022)이 낮아 더 개방적으

값 .229 차이(유의확률 .001)로 모두 낮게 나타

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과 시

났다.

민 인식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값 차이가 미미하

두 설문 문항의 내용을 비교하면, 법적으로 대

며(평균값 .022), 사후 검정(Scheffe)에서도 집

학 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유의확

것을 반영하여 대학 교원의 강의 시간 내 정치적

률 .144). 이는 교사들이 시위 현장을 견학 시키

의사 표명에 더욱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경험을 시키는 것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

설문 문항에서도 사회과 교사 및 타 교과 교사들

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이러한 교수 방

의 인식이 시민들과 차이가 있었다. 설문 문항 5

법이나 자료를 스스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번의 사후 검정(Scheffe) 결과, 대학 교원의 정

보여준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타 교과 교사보다

치적 견해 표명에 있어서 사회과 교사는 시민 보

어떤 교수 방법이나 교수 자료 선정에서 정치적

다 평균 값 .338 차이(유의확률 .000)로, 타 교

중립성을 의식하여 스스로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

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값 .207(유의확률

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교수 방법과 자료 선정에

.001)이 낮았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타 교과 교

시민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보였던 사

사보다 현행 법규의 규정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

회과 교사가 일부의 교수 방법에 있어서만 인식

은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

양태가 달라지는 것은 사회과 교사의 자기 검열

과 교사는 법적 내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 뿐만

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구속에 민감한 집단으로

2) 교원이 수업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허용적인 교사 인식
교사가 수업에서 어떤 관점과 입장을 드러내는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2. 학교 밖에서 개인 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인식

1)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매체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에 허용적인 사회과 교사

것에 대한 인식 조사는 설문 문항 4번, 5번이 해
당한다. 이들 설문 문항에서 사회과 교사와 타 교
과 교사는 시민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인

사회과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신문에, 또는 출판물로 자신의

식하고 있었다.
2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교사의 교수 방법과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에 허용적인 것으로

교재 선정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값이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던 설문 문항

.672로 도구의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4번, 17번 26번, 37번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설문 문항 4번의 사후 검정(Scheffe) 결과, 사
회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 값 .262 차이(유의

개방적인 입장의 일관성을 보였다.
5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교사의 교수 방법과

<표 5> 수업(강의)시간에 교원이 정치적 견해 표명하는 것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집단
내 용 사례수
설문번호

4

5

집 단 표준편차사례수
평균
F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회과 교사

67

.313

.499

교사가 수업 시간에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
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

타 교과 교사

78

.346

.499
.601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에 부
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 정책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
는것

사회과 교사

시

민

292

.575

합

계

437

.494

.569

67

.194

.398

타 교과 교사

78

.218

.424

시

민

289

.401

.497

합

계

432

.336

.498

(* p< .05)
F

유의확률

12.216

.000*

8.45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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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교 밖에서 교원의 정치적 견해 표출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14

17

26

32

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
이지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
하는 것

교사가 신문에 어떤 사회문제
에 대하여 글을 기고하는 것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
를 일반 출판물(예; 시, 소설,
수필)로 내는 것
해직된 교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학교 밖에
서 학생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평균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집 단 F
표준편차

66

.258

.441

타 교과 교사

78

.308

.465

시

민

292

.435

.497

합

계

.487

436

.383

사회과 교사

67

.215

.414

타 교과 교사

78

.385

.490

.443

.498
.490

시

민

289

합

계

432

.398

사회과 교사

66

.288

.456

타 교과 교사

78

.487

.503

시

민

292

.483

.501

합

계

436

.454

.498

사회과 교사

66

.576

.498

타 교과 교사

77

.481

.503
.484

시

민

290

.628

합

계

433

.594

.491

66

.076

.267

사회과 교사
37

교사가 사회문제에 대한 시
사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
는것

사례수
유의확률

타 교과 교사

78

.115

.322

시

민

292

.236

.426

합

계

436

.190

.393

45

(* p< .05)
F

유의확률

3.182

.042*

5.885

.002*

4.396

.013*

2.795

.062

5.885

.002*

교재 선정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값이

과정에 대한 입장 표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

.668로 도구의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설문 문항 10

사후 검정(Scheffe) 결과, 사회과 교사는 시민

번을 제외한 내용에서 집단 간에 인식 차이가 통

보다 일관성있게 학교 밖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출하는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지 않

아니라,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도 다른 영역에 비

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하여 주었다. 설문

하여 미미하였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문항 14번에서 사회과 교사는 시민보다 평균값

.060이상으로 교사가 정치 단체나 선거 활동에

.178(유의 확률 .027)이 낮았다. 설문 문항 17번

참여하는 활동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에서도 사회과 교사는 시민보다 평균값 .236(유

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의확률 .000)이 낮았으며, 설문 문항 37번에서

설문 문항 10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교사

도 사회과 교사는 시민보다 평균값 .161(유의확

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

률 .011) 낮았다. 교사들은 시민 보다 대부분의

약을 비교·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

모든 매체에서 교사 자신의 정치적 견해 표출을

에 대하여 교사들이 더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허용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사회과 교사가 교원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집
단일 개연성을 보여준다.

3) 소극적 방법의 의견표출에 허용적이나
적극적 행동화에 유보적인 교사

2) 선거 과정에 대하여 학생에게 의견 표출하는
것에 유보적인 사회과 교사

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시민

사회과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 단체나 선거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

교원이 학교 밖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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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교내에서 교사의 선거나 정당, 정치 단체에 대한 의견 표출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10

교사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
을 비교·분석하여 학부모에
게 전달하는 것

평균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집 단 F
표준편차

66

.788

.412

타 교과 교사

78

.731

.446

.636

.482

시

민

291

합

계

435

.676

.469

67

.746

.438

사회과 교사
19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
게 어떤 정당의 활동을 비판
하는 것

타 교과 교사

78

.782

.415

시

민

292

.791

.407

합

계

437

.783

.412

67

.806

.398

사회과 교사
20

28

39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
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는 것

사례수
유의확률

타 교과 교사

78

.744

.439

시

민

291

.814

.389

합

계

436

.801

.400
.308

사회과 교사

67

.896

교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
는 교원단체의 홍보포스터를
교실에 붙이는 것

타 교과 교사

78

.859

.350
.309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시기에 특정 교육정책
의 공약을 가진 후보를 홍보
하는 것

사회과 교사

시

민

292

.894

합

계

437

.888

.316

67

.851

.359

타 교과 교사

78

.859

.350

시

민

291

.835

.372

합

계

436

.842

.365

(* p< .05)
F

유의확률

3.529

.030*

.320

.726

.972

.379

.397

.673

.155

.856

<표 8> 학교 밖에서 교사의 선거나 정당, 정치 단체에 대한 의견 표출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11

21

24

40

교사가 교원평가제나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등 교육정책
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부
모에게 전달하는 것
교사가 학부모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어떤 정당의 활동
을 비판하는 것

교사가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
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교육감
선거 시기에 특정 교육정책
의 공약을 가진 후보를 홍보
하는 것

평균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집 단 F
표준편차

사례수
유의확률
66

.530

.503

타 교과 교사

78

.536

.502

시

민

292

.555

.498

합

계

436

.548

.498

사회과 교사

65

569

.499

타 교과 교사

78

.576

.497

.763

.426
.459

시

민

291

합

계

434

.701

사회과 교사

66

.388

.491

타 교과 교사

78

.321

.470

시

민

292

.610

.489

합

계

437

.524

.500

사회과 교사

67

.836

.373

타 교과 교사

78

.821

.386

시

민

290

.817

.387

합

계

435

.821

.384

F

.083

(* p< .05)
유의확률

.921

8.470

.000*

14.002

.000*

.063

.939

였다. 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 하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교사가 정치 단

는 것(설문 문항 11번)에 대하여는 사회과 교사,

체에 회비를 내는 활동(설문 문항 24번)에 대하

타 교과 교사나 시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적은 것

여는 교사 집단과 시민 간에 의견 차이가 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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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유의확률

시위를 하거나(설문 문항 31번), 퇴근 후 집회에

.000). 타 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사 집단은 이것

참여하는 것(설문 문항 33번)에 대하여 각 집단

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

별로 평균값의 차이도 미미하였고, 시민과 인식

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시민들은 이를 정치적

과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드러나지 않았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의 비율이

위의 결과는 교사들이 정치 단체에 가입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 문항의 사후 검증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정치적 견해

(Scheffe)에서 사회과 교사는 일반 시민보다 평

를 언어적 방법에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허용

균값이 .222 낮게 (유의확률 .004) 나타났으며,

적이나 1인 시위 혹은 집회 참여 등의 적극적 방

타 교과 교사도 시민 보다 .289(유의확률 .000)

법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에는 다른 집

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 집단이 정치 단체에

단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사는 시위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활동에 대하여 시민 보다

와 거부 등의 내용이 교육 정책 등과 관련된 교육

허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문제일지라도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수 있었다.
교사가 학부모와 사적 모임에서 정당의 활동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설문 문항 21번)에

2. 교원 단체를 통한 교원의 정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인식

대하여 교사들은 시민에 비하여 교원의 정치적

교사들이 집단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교원단체를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통한 활동에 대한 인식 특성을 다음에서 탐색하고

높았다. 사후 검증(Scheffe) 결과, 사회과 교사

자 한다. 이에는 개인적 의사 반영되어 구성하는

들은 시민에 비해 평균값 .194(유의 확률 .008)

모임이나 조직을 포함하여 인식을 탐색하였다.

이 낮았으며, 타 교과 교사도 시민에 비하여 평균

1) 교육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모임을
만드는데 허용적인 교사

값 .186(유의확률 .006)이 낮았다. 이는 시민에
비하여 교사 집단이 학교 밖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타 교과 집단이 사회과 교사 보다
더 허용적인 입장에 있었다.
위의 결과는 <표 9>의 결과와 대조된다. 전국
단위의 평가를 거부하거나(설문 문항 9번), 1인

교사들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교사 모임을 만드는 것이나 동료의 문제와 관련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표 9> 교사의 적극적 행동화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집 단 F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9

31

33

교사가 자신의 교육 신념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

교사가 교육정책에 관해 교
육과학기술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는 것

교사가 퇴근 후에 어떤 정치
적 성향을 띤 집회(예; 촛불
시위)에 참여 하는

타 교과 교사

사례수
유의확률

(* p< .05)

평균

표준편차

65

.534

.501

78

.474

.503

시

민

290

.583

.494

합

계

433

.559

.497

사회과 교사

65

.369

.486

타 교과 교사

78

.321

.470

시

민

291

.440

.497

합

계

.492

434

.408

사회과 교사

66

.258

.441

타 교과 교사

78

.269

.446

시

민

290

.376

.485

합

계

434

.339

.474

F

유의확률

1.469

.231

2.055

.129

2.719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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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단체 결성과 관련된 활동의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2

23

35

36

평균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67

.299

.461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위
한 현직 교사 모임을 만드는
것

타 교과 교사

78

.218

.416
.497

교사들이 신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등의 이념과 관련
된 내용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

사회과 교사

교사들끼리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모임을 만드는 것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
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
하기 위해 동료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

집 단 F
표준편차

사례수
유의확률

(* p< .05)

시

민

292

.435

합

계

437

.375

.485

66

.318

.469

타 교과 교사

78

.321

.470

시

민

289

.405

.492

합

계

.485

433

.376

사회과 교사

67

.030

.171

타 교과 교사

77

.091

.289

시

민

290

.193

.395

합

계

434

.150

.357

사회과 교사

67

.045

.208

타 교과 교사

78

.102

.305

시

민

289

.322

.468

합

계

434

.240

.427

F

유의확률

7.368

.001*

1.493

.226

7.15

.001*

17.57

.000*

연구 모임을 만드는 것이 동료의 문제나 이념성

는 교육문제과 관련 있는 단체를 결성하는 것에

을 띤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교원의 정치적 중

대하여 교사가 시민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립성’
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

인식하고 있음을 일관성있게 보여준다.

드러졌다. 설문 문항 35번과 36번에서 그 경향

2) 교원 단체를 통한 교섭활동에 대한 허용적
인식을 하는 교사

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설문 문항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Scheffe), 문항 번호 2번에서 타
교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값 .217(유의확률
.002)이 낮았다. 설문 문항 35번은 사회과 교사
는 시민에 비하여 평균값 .163(유의확률 .006)이
낮았다. 또한, 설문 문항 36번은 사회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값 .278(유의확률 .000), 타 교과
교사는 평균값 .219(유의확률 .000) 낮았다. 이

교사들은 교원단체들이 교육 정책과 교육 문제
에 대한 단체교섭 활동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이
고 있었다.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교섭활동을 하
는 것보다 수업환경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제시
하는 것에 좀더 허용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설문 문항 6번의 사후 검증 결과(Scheffe)에
서, 사회과 교사는 시민보다 평균값 .331(유의확

<표 11> 단체 교섭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집단
내 용 사례수
설문번호

6

25

교원단체가 교육 정책에 영
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
와 접촉하는 것

교원단체가 정부에 수업환경
개선 등과 같은 어떤 요구를
하는 것

(* p< .05)

집 단 표준편차사례수
평균
F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사회과 교사

67

.224

.420

타 교과 교사

78

.231

.424

.562

.497

시

민

292

합

계

437

.451

.498

사회과 교사

67

.090

.288

타 교과 교사

78

.128

.336

시

민

293

.246

.431

합

계

438

.201

.401

F

유의확률

24.098

.000*

5.817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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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000)이 낮았다. 이는 설문 문항 25번의 사후

수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단체 행동에 대한 설

검증 결과(Scheffe)에서 사회과 교사가 일반 시

문 문항 34번에서 사회과 교사는 시민 보다

민에 비하여 평균값 .156(유의확률 .015)의 차이

.205(유의확률 .006) 낮게 나타나 사회과 교사

보다도 더 큰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는 이러한 활동에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원 단체를 통한 활동에 허용적이나 수업
거부 등의 단체 행동에 유보적인 교사

VI. 결 론

교원단체가 주체하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은 허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은 교육이 정치 세력과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 검증

같은 외부적 힘으로부터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결과(Scheffe), 교사의 단체행동을 염두에 둔 행

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교원

위(문항 번호 27번)에 관하여 사회과 교사는 시

의 정치적 중립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민 보다 평균값 .184(유의확률 .015) 낮았으며,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타 교과 교사는 시민 보다 평균값 .150(유의확률

수 있다. 또한, 사회변화나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043)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 집단

따라 변해온 상대적 개념이며 유연한 개념이라

이 시민 보다 교원 단체를 통한 참여를 교원의 정

할 수 있다.‘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에 대한

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는 행위로, 즉 좀더 허용

사회구성원의 인식 격차를 이해하는 것은 교육문

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출

이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발점이 될 것이다.

교사가 시민보다 사립학교 교원이든 공립학교 교

한국의‘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과 관련된 법규

원이든지 교원이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을 허용적

범은 헌법, 교육기본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그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는 교사

리고 공무원복무규정에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

들이 시민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판례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하여 엄격하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교원의 정치적 중립
<표 12> 단체 행동에 관한 인식 비교

설문번호 설문내용
설 문사례수
내 용 평균
설문번호

집 단 F
표준편차
사회과 교사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재단 비리의 척결을 위해 수
업을 거부하는 것

타 교과 교사

교원단체에 속한 국· 공립
학교 교사가 학교 비리의 척
결을 위해 수업을 거부하는
것 비판하는 것

사회과 교사

7

8

27

34

교원단체에 속한 교사가 집
회 참가를 위해 연차휴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것

교원단체에 속한 교사가 퇴
근 후에 교원단체가 주최하
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

사례수
유의확률

(* p< .05)

평균

표준편차

66

.455

.502

78

.500

.503

시

민

292

.411

.492

합

계

436

.533

.496

66

591

.495

타 교과 교사

78

.564

.499

시

민

292

.459

.499

합

계

436

.498

.501

사회과 교사

67

.537

.502

타 교과 교사

77

.571

.498

.722

.449

시

민

291

합

계

435

.667

.472

사회과 교사

67

.209

.410

타 교과 교사

77

.221

.417

시

민

292

.414

.493

합

계

436

.349

.477

F

유의확률

1.062

.9347

2.729

.066

6.205

.002*

8.70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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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은 각국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

적인 입장으로서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게 인식되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넷째,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 교육 정책이나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최근 교원의

교육과정 개정 문제와 같은 교육 문제와 관련있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

는 단체를 결성하는데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또한,‘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대

있으며 더 나아가 이미 결성된 교원단체를 통한

한 이론적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 활동에 대하여 시민보다 허용적인 인식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동할 수 있는 개
념임을 알 수 있다.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 교원단체
의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허용적인 입장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한 사회구성원들

가지고 있으나 수업 거부 등의 교육활동에 관련

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이해할 필요가

된 단체행동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주시에

사들이 정치 단체에 가입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

거주하는 시민과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

거나 학교 밖에서 정치적 견해를 언어적 방법에

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는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허용적이나 1인 시위

그 결과,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교원의 정

혹은 집회 참여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정치적 견

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다른 집단과 다른 인식을

해를 표출하는 것에는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다

나타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청주시 사회

고 보기 어려웠다. 교사들은 시위와 거부 등의 내

과 교사의 인식 특성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용이 교육 정책 등과 관련된 교육 문제일지라도

같다.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 시민에 비하여

청주시 소재의 사회과 교사의 인식 특성을 분

정치적 국면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교수 방법

석한 결과, 사회과 교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나 교재 선정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개인적 활동이나

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학습자

교육 문제와 관련된 단체를 결성하는 활동, 또는

들에게 시위 현장을 견학시키는 등의 일부 교수

교원단체 통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교원

방법에서는 제한적이고 수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의 정치적 중립성’
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있었다. 대부분의 교수 방법과 자료 선정에 시민

서 허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청주시

보다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보였던 사회과

사회과 교사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다양한 교원

교사가 일부의 교수 방법에 있어서는 시민보다

의 활동이‘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훼손하지

정치적 중립성을 제한적으로 인식하였다.

않는다고 인식함으로써, 교원의 정치활동에 허용

둘째,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 수업 시간뿐만

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의 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수 방법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행동화하는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시민보다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견해를

허용적이며 개방적인 경향성을 나타낸다. 교사들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사회과 교사들이‘교원의

은 시민 보다 대부분의 매체를 통하여 교사 자신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하여 적극적 교수 방법이나

의 정치적 견해 표출을 허용적인 입장이었다. 이

입장 표명을 위한 활동을 유보하는 이중적 인식

는 교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명료

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게 내면화한 집단일 개연성을 보여준다.
셋째, 청주시의 사회과 교사는 정당과 같은 정
치적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출에 허용적이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유보

주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27조(정치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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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
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것
② 제 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
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계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
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
나 문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
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
는 착용을 반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
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2)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투표하는 행위
② 정치적 문제와 후보자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특정소수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는 것 ③ 정치적 표찰, 스티
커, 뱃지, 단추를 제시·착용하는 것, ④ 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멤버가 되고 법령위반이 아닌 한 그 활동에 참가하
는 것 ⑤정치적 집회, 대회, 자금모집 또는 기타 정치적 집
회에 출석하는 것 ⑥정치적 청원에 개인적으로 서명하는 것
⑦ 정당 또는 정치적 조직에 대하여 기부하는 것 ⑧ 헌법 개
정, 레랜덤, 조례의 지지 기타 유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부하
는 것 ⑨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능률성
혹은 청결성 또는 소속기관의 중립성, 능률성 혹은 청결성
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한, 공공의 관심사에 참가하는
것 등이다(임채홍, 2006: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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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다음의 각 상황에서 보이는 교원이나 교원단체의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면 정치적 중립성에, 지나친 활동으
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각각 V표시 하여 주십시오.
상황
상

황

1. 교사가 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제 정치인들을 모델로 하여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
2. 해임된 교사들의 복직을 위한 현직 교사 모임을 만드는 것
3.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신문 사설을 읽도록 권장하는 것
4.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
5.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에 부동산 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
6. 교원단체가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는 것
7.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재단 비리의 척결을 위해 수업을 거부하는 것
8. 교원단체에 속한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 비리의 척결을 위해 수업을 거부하는 것
9. 교사가 자신의 교육 신념에 따라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
10. 교사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
11. 교사가 교원평가제나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등 교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것
12. 교사가 수업 중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정당의 변천사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
13. 교사가 학생들에게 여러 시위 현장을 견학시키는 것
14. 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
15.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의 지지 선언을 하는 것
16. 교장이 교사들에게 어떤 정치적 이념을 지향하는 교과서의 구입을 권유하거나 금지하는 것
17. 교사가 신문에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글을 기고하는 것
18. 교사가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정치인의 자서전을 읽고 학생들에게 독후감 쓰기 과제를 내주는 것
19.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떤 정당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
20. 교사가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는 것
21. 교사가 학부모들과의 사적인 모임에서 어떤 정당의 활동을 비판하는 것
22. 교사가 수업 중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하는 것
23. 교사들이 신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등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
24. 교사가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
25. 교원단체가 정부에 수업환경 개선 등과 같은 어떤 요구를 하는 것
26.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일반 출판물(예; 시, 소설, 수필)로 내는 것
27. 교원단체에 속한 교사가 집회 참가를 위해 연차휴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것
28. 교사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교원단체의 홍보포스터를 교실에 붙이는 것
29. 교사가 사회문제에 관한 수업 중 소외 계층의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가 발행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
30. 교사가 학부모 행사(예; 어버이날)의 일환으로 정치인 학부모를 일일교사로 초청하는 것
31. 교사가 교육정책에 관해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
32. 해직된 교사가 자신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여 학교 밖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33. 교사가 퇴근 후에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띤 집회(예; 촛불시위)에 참여 하는 것
34. 교원단체에 속한 교사가 퇴근 후에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
35. 교사들끼리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모임을 만드는 것
36. 교사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동료들과 모임을 만드는 것
37. 교사가 사회문제에 대한 시사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것
38. 교원단체가 다른 산업계의 노동조합(예; 철강노조, 화물연대)의 활동에 지지선언을 하는 것
39.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 시기에 특정 교육정책의 공약을 가진 후보를 홍보하는 것
40.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교육감 선거 시기에 특정 교육정책의 공약을 가진 후보를 홍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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