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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및 보육교사로 이원화되어있는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
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정비를 위한 모형구안을 위해 선행연구들이 제시
한 양성체제 개선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통합적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모
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영유아교사 교육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영유아교원 정책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olic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OECD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호에 전례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주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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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평한 접근 기회가 모든 유아들에게 평생학습
에 대한 기초를 강화해주고, 유아를 둔 가족의 교육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OECD, 1999;OECD, 2001).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호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체제의 구축과 재원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양성과 훈련체제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질 높은 교사의 확충이며 유아기는
발달특성상 교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기라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
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같은 연령의 유아들을 가르침
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여성부 2개의 부처에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분리되어
양성되고 있다. 또한 교사 양성기관과 양성과정도 1년의 훈련과정부터 4년제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산만하고 편차가 크다. 그로 인해 이들 교사들의 학력기준, 양성기
관 및 기간, 자격부여조건, 자격 명칭 등이 혼재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간의 양성과정을 마치고도 같은 연령의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자
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사들의 학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학력 저하는 동일 연령의 유아가 서로 다른 양성체제하에서 서로 다른 자격
을 가진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영
유아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이 있다. Katz(1988,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2001, 재인용)에 의하면 전문화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
분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영유아교사들의 학력저하는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의 약화는 초․중등교사와 비교하여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또한 낳게 된다(한지혜, 2002). 이러한 측면에서 이
원화된 영유아교사 양성 및 자격관리체제, 초중등교사에 비해 낮은 영유아교사의 학력
기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영유아교사양성체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짚어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
에 발맞추어 전문적인 영유아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양성체제의 확립 방안을 논하
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전제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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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교사직은 0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전문
직이다.
영유아교사는 그 대상만 다를 뿐 초, 중등 교사와 같은 교사이다. 그러므로 초, 중등
교사와 동일한 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교사로서의 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교육과 보호는 실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유치원의 종일반 확대와 어린이 집의
교육기능 강화, 보육시설 종사자 중 유치원 정교사자격증 소지자가 34.9%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제적인 기능이 유사해지고 있으며, 양 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모든 유아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적 양육에 대한 책임 증가와 저 출산으로 인해 0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질적
교육 및 보육체제의 확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아는 유치원과 보육시
설 어디를 가든 접근 가능한 곳에서 누구나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기본 전제하에 현 교사양성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영유아교사양성체제의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의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의 장․단
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를 어떻게 정비해
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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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를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
한 양성체제모형을 구안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과 방법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보육교사 양성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1월 8
일 공포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하고 관련행정부서에서 제시한 현
황자료와 관련문헌을 검토하여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현황을 분석, 정리하였다.
둘째,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유치원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가 이원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영유아교사양성체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선행연구물 22개를
분석하여 주요쟁점을 유목화하고 각각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사 양성현황의 장단점 고찰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을 위한 모형을 구안하였다.

Ⅱ.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현황
1. 유치원 교사 양성체제 현황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고조되었던
1980년대부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
어나고 이에 부응하여 많은 대학들이 보육과를 유아교육과로 개칭하거나 유아교육과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유치원 교사란 유치원 교육을 위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말한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제의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야 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격과 기준은 유아교육법 제 22조에 명시되
어 있다. 유치원 교사양성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부여되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요건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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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기준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초등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
출처：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또는 4년제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아동학과, 아
동가족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의 아동학 관련학과에서 소정의 교직을 이수해야 한다. 특
히, 아동학 관련학과에서는 그동안 정원의 30%이내에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수
여하였으나 1998년에 개설된 학과는 10%만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
정되었다. 4년제 대학 중에서 방송통신대학은 타 대학들과는 다르게 졸업과 자격이 분
리되어 있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양성과정 외에도 유아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총 21학점을 4년에 걸쳐 이수한 졸업자에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밖에 4년제 대학교는 유아교육 복수전공자(재학중 42학점이상 이수)
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22조 별표 2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유아교
육관련 전공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교사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전공 42학점, 교직 1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최근 유치원 교사 양성체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3년으로 연장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도에 ｢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현재 전체 84개의 전문대학 중에서 73개 전문대
학(87%) 유아교육과가 3년제로 편제되었다. 그리하여 유치원 교사는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3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4년제 대학교의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의
유아교육과와 아동학 관련학과 등에서 배출하게 되었다. 4년제 대학교에 있는 아동학
관련학과로는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보육학과,
보육과, 영유아보육학과, 아동문학과 등 15개의 학과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유치원 교사는 80개 전문대학과 37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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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제 대학(대학교, 방송대, 산업대 포함)의 유아교육과, 그리고 10개 전문대학과 29개 4
년제 대학의 아동학 관련학과에서 양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양성현황은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표 2> 유치원 교사 양성대학 현황(2002년)
(단위：교)
2, 3년제 전문대학
구 분

총 계

국․공립

4년제 대학
아동학계열
유아교육(
(아동학과․
학)과
보육과)

계

유아
교육과

아동복지과
․보육과

계

13

3

3



10

6

사립

143

87

77

10

56

소계

156

90

80

10

66

방송
대학

산업
대학

3

1



26

26



4

32

29

1

4

주：방송대학에는 유아교육과가 있고, 산업대학에는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과가 있음.
출처：교육인적자원부 교원양성연수과, 재인용：교육개발원(2003)

<표 2>에 의하면,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은 국립보다는 사립대학, 그리고 2,3년제 전
문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교사 양성 체제 현황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기독교 태화 사회관에서 빈민 아동과 전쟁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요보호시설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1년 아동 복리법에
의해 보호자의 취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보호가 어려운 경우 그 아동들을
보호하는 법정 시설을 규정하였으며, 1991년 여성 경제활동의 빠른 증가에 발맞추어
보육사업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영유
아보육법 제정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보육시설의 증가와 보육아동의 규모 확대에 따
른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적 토대의 마련
을 위해 2004년 1월 8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개정안이 갖는 의미가 크므로 이 내용을 다음에서 검토해보고
자 한다. <표 3>은 2004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안)에 규정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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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육교사 자격기준(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
등 급

자격 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 장관
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
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자

보육교사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
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대학원 또는 대
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과목 및 학점을 12
과목 이상,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다
3.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와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등급이 과거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학력에 따른 차이를 두어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보육교
사교육원 졸업자를 보육교사 2급에서 3급으로 하향화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종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절차에서 여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제
로 바뀌었다.
그런데, 종전의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보육교사 양성을 전공학과 중심에서 이수 과목
중심으로 바꾸어 학과에 상관없이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이
상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지
도교사의 지도하에 종일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실습을 받도록 하였다.
취득요구 교과목 및 학점에 있어서는 보육기초 5개 과목(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
동발달론, 보육과정, 보육실습)을 필수로 지정한 점이 주요 변화라 하겠다. 이러한 인정
교과목 지정에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에서 지정한 과목 외에 과목명이 유사할
경우 인정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정 가능한 교과목명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관련 양성기관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과 같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현 개정안을 토대로 보면, 보육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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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보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 3급 소지자가 추가적인 학력 변동 없이 1년의 경력 후 승급교육만을
통해 2급으로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공 중심에서 과목중심으로 개정을 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남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규정이 전혀 없어 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교육원의 양산으로 우려되었던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교사 확보문제가 또 다른 점에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Ⅲ.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는 동일한 연령과 학습자로서의 요구를 지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상이함과 주무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정책제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써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질적으로 우
수한 영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에서는 보다 발전적
인 영유아교사 양성체제의 정비를 위한 기초로서 선행연구자들의 영유아교사양성에 관
련된 정책제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최저 학력
교사의 전문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학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사의 최저학력기준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낮다. 유치원 교사는 전
문대 이상의 학력을, 보육교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양성체제로 인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평균 학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2003년도 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유치원의 경우 전체 교원의 67.8%가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보육교사
의 경우는 41%가 전문대학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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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유아교사의 낮은 학력이 유아교육의 전문성에 걸림돌이 되고있음을 지속적
으로 문제제기하였고 이에따라, 합의 하에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2002년부터 수업연한
을 3년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학제의 교사들과의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안을 보면 학력별 차등 자격증을 부여하여 보
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 보육의 질적 개선 노력을 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보육교사 3급 소지자가 추가적인 학력 변동 없이 1년의 경력 후 승급교
육만을 통해 2급으로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적 개선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연구자들(나정, 2001; 양옥승, 2002b; 윤길근, 2002; 윤정일, 2002)이 제안한
최저학력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최저학력을 4년제로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전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 의해 제안된 방안들을 정리해 보면 ① 전
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연한을 4년 이상으로 연장, ②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 증
설, ③ 전문대학 졸업자는 보육교사, 4년제 졸업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부여 등이다.
먼저,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연한을 4년 이상으로 연장 안이다.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도 대상만 다를 뿐 초․중등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며 오히려 유
아기의 특성상 교육 뿐 아니라 보호 기능까지도 통합해서 제공해야 함을 고려 할 때 영
유아교사도 최소한 초․중등 교사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함에는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 교사의 67.8%가 전문대학 출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3 방안은 서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보육교사로 하고 4년제 졸
업자에게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유치원의 부족한 교사수급을 위해 4년제
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증설한다는 것이다. 전문대 유아교육과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을 위한 노력으로 3년제로 전환한 이 시점에 보육교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더 큰 혼란
을 가져올 것이며 보육계의 반발 또한 클 것이다. 게다가 4년제 대학에 유아교육과를
증설하는 것은 유아교육 전체로 보면 또 다른 교사공급 과잉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신설 및 증설하기 보다는 윤길근(2002)의 제
안처럼 3년제 대학 졸업자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갖도록 하
는 것이 교사재교육과 교육연한 연장의 의미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다른 학제의 교사들과의 학력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양옥승(2002b)
이 제안한 3년제 전문대학의 교육연한을 1년 연장하는 3+1제도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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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는 동시에 1년을 더 연장하여 4
년제 대학의 졸업이수학점 만큼을 취득하는 연계학점 및 그에 상응하는 학력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도입해 볼 만하다.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이면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보
육교사의 학력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2001)은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학력을 2년제 전문대학 수준으로 고양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획은 먼저 법을 개정하고 양성 교육원의 기능 자체를 전환해야 하는 등 사전 해결과
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새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안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학력에 따라 차등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육교사양성원 등 1년 과정을 마
친 자에게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 전체적인 교사의 학력저하는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이 점점 유사해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도 유치원 교사의 학력과 동등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자격증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 자격 제도는 교육연한에 관계없이 모두 유치원 2급 정교사 자
격증 부여, 서류심사를 통한 무시험 자격검정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2급 보육교사 자격제도도 이러한 틀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교사교육 기간이 짧다는 것과 동시에 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
여 국가 수준에서의 질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2002년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양성은 초․중등 교사 양성과 다르게 3년제 사립 전문대학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4년인가에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해 서류심사방법으로 교
직과정의 과목과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무
시험 검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여성부가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
택할 전망이다. 그리하여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신력 부재는 물론 유아 교사에 대한 자격 시비는 앞으
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양옥승, 2002b).
자격증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여러 연구자들(김주건, 2000; 나정, 2001; 문기정, 2000,
양옥승, 2002b; 윤길근, 2002; 윤정일, 2002)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① 자격증의
차등화, ② 졸업과 자격의 분리, ③ 동일자격증 부여 후 승진 연한 차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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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격증의 차등화이다. 4년제 대학은 2급 정교사, 2년제 대학은 3급 정교사, 보
육교사 교육원은 보조교사 양성 등으로 교육기간에 따라서 교사들의 직급을 다르게 하
고 장기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만 교사를 양성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급진적인 수업연
한에 따른 다양한 자격증 부여는 양성기관 간의 갈등이나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
한 조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4년제 학력 수준의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점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문기정(2000), 김주건(2000), 윤길근(2002)이 제안한 동일자격증 부여 후 승진 연한 차등
이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모든 초임교사의 자격은 그대로 2급으로 한정하되, 교
육연한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기준 도달 연한을 차등화하여 2,3년제 출신자의 자질을
높이고 학사학위 취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 전제인 4년제 학력 수준의 교
사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졸업과 자격의 분리이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모두 무시험 검정 방
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졸업 후 일정의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
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졸업 후 자격시험을 통해 양질의 교사에게만 자격증
을 부여하는 것도 교사의 질을 관리하는 방안이지만 그보다는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제 등을 통해 기관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결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양성과정 중 교육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교사의 질도 향상할 수 있으며 교육기
관의 질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유아교육과 보육행정체제의 이원화
영유아 교사 양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행정체제의 이원화에서 비롯됨을 많은 연
구들(나정, 2001; 정미라 1993; 황정규, 1995)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행정체제는 일본과 더불어 중복평형체제를 이루고 있다. 중복
평형체제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행정체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육시설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법
체계로 되어 있어 행정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전반적인 유아교육의 질을 관
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개발원, 2003).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이원화하여 양성하는 것은 유아교육 기능을 교육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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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구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교육과 보호를 별개로 보고 유치원은 유
아를 교육하는 기관이고 보육시설은 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므로, 유아를 교육하는 교
사와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별도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교육은 보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육 또한 교육적 요
소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
육과 보호가 반드시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UNESCO나 OECD와 같은 국제기
구의 유아교육에 대한 입장, 세계적 수준의 유아교육 정책 관련 학자들의 관점이 바로
그렇다(나정, 2001; Kamermann, 1998; OECD, 1999, 2000, 2001).
실제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 보호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배우창(1998)
의 연구에 의하면 유치원의 절반 이상(51.7%)이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
성부 보육지원과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중
유치원 교사 자격소지자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보육과 교
육이 분리되어 있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과 보육이 통합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합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의견을 정
리해보면 ① 자격증의 일원화 ② 관리부처의 일원화이다.
먼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2000)와 나정(2001) 등이 제안한 자격증의 일원화이다.
이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포괄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개념을 동일 선상에서 보
는 것으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일원화하고 영유아교사 양성 및 관리
부처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2000)는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종사자의 자격증 체제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리부처의 일원화 제안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교육부로의 일원화이
고 다른 하나는 연령별 일원화이다. 나정(2001)은 교육부로의 일원화를, 양옥승(1996)은
연령별 일원화를 제안하고 있다. 즉, 0～2세는 여성부에서, 3～5세는 교육부에서 관할
하는 것이다. 여러 연구들(이민영, 2002; 이희숙, 1997; 장필희, 1999)에 의하면 교사와
학부모들은 연령별 일원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윤길근, 2002; 이일주, 1999; 정윤정, 2002)이 일원화를 할 경우
점진적으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점진적인 일원화와 관련하여 이일주(1999)는 유아교
육의 일원화 체계 모형으로 2단계를 제안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유아교육법상 유아교
육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영유아보육법상의 영유아보육시설의 교사는 보육교사가 담당
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 연령 구분형 일원화 체계로 전환되는 교사 양성제도의 일원화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방안

231



를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부로의 일원화와 0～2세를 여성부가 관할하는 연령별 일원화는 유치원 중심의
통합이나 보육대상이 0～5세에서 0～2세로 좁혀지는 것에 대한 보육쪽의 큰 반발이 우
려된다.
이미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갑자기 일원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
제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장․단기적인 계획수립 및 실
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부처간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도
록 현행 제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점진적 개선방향으로 관리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초등과의 통합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교직 발전 종합방안
을 마련하여 교사 양성체제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유치원～초등2학년,
초등3～6학년, 초등5학년～고등1학년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연계자격증제도를 마련하
는 것이며, 기존의 교, 사대가 종합 교사양성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개혁안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다(정태범, 2000).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강환국, 2000;나정, 2001;윤정일, 2002;나정,장명림,
박은실, 1998;정윤정, 2002)도 동의하고 있다. 유․초․중등 교원 양성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분리․수행함으로써 학교급간 교육의 연계성 부족,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각
양성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 부족 등을 문제점을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고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인 교사양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교
사 양성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의 연계교육측면에서 연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일리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영유아교사의 학력이 초등교사의 학력과 동등한 수준에 도
달된 후에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의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출신은 유치원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교사를 배출하면서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던 전문대학에 어떤 기
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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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짧은 시
간 안에 유아들을 교육․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빠
른 성장을 위해 교육연한을 짧게 하여 교사를 배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아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제는 유아교육의 질적
인 성장에 집중 투자할 때이며 그 핵심에는 전문성을 지닌 양질의 교사양성이 있다.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공교육․공보육개념의 실현을 앞두고 지금
까지의 교사양성체제를 재정비하여 영유아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므로써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사양성체제를 기반으로 좀 더 발전적인 양성체제개선
방안으로 통합적 영유아교사 양성체제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안하였다.

유아교사양성기관
유아교육학과 및 관련학과, 보육학과 및 관련학과
자격 기준

자격 필수 요건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필수
․교육, 보육 관련 전공과목
과 교직과목 이수(교육부에
서 이수과목 지정)

4년기준
(학사)

교육부 자격증 부여
(0～5세 영유아교사 자격증)

관리의 이원화

유치원

보육시설

교육부

여성부

[그림 1]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모형

목표：4년 학사 자격을 기준으
로함
1단계현 체제 유지 및 보완
① 3년제 이상 졸업 시 2급 정
교사 자격증 부여
② 1정 연수를 받기 전까지
140학점 이수(3년제 졸업
후 추가학점 이수가 없을
시 1정 연수 자격 제한)
2단계3+1제도 도입
4년제 졸업：2급 교사 자격증
3년제 졸업：3급 교사 자격증
졸업 후 추가 학점 이수와 동
시에 4년제 학사증과 2급 교사
자격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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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사의 학력이다. 궁극적으로 영유아교사의 학력은 다른 학제의 교사들과 같이
4년제로 하여야 한다.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근무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시행은 어려우며 초등교사양성체제의 변환과 같
은 방법은 곤란하다.
지난날 초등교사 양성체제가 2년에서 4년으로 무리없이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양성기관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대학이라는 단일성이 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유아교육과의 경우 국립보다 사립이 많으며 4년제보다 3년제가 많은
다양한 양성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변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차원에서 볼 때 교육기간이 4년 정도가
적당하나 영유아교사 양성기간이 현재 최하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갑자기 모두 4
년제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현 체제를 한꺼번에
뒤흔들지 않는 연착륙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륙 방안으로 2단계를 제안한다. 1단계는 현 교사양성체제를 유지․보완하는 것
으로 3년이상 졸업 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1정 연수를 받기 전까지 학점은
행제 등을 통해 20학점을 더 취득하여 140학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3년제 졸업 후
추가학점 이수가 없을 시 1정 연수 자격은 제한된다. 이것은 현 교사양성체제를 유지
하면서도 2년제 전문대학의 3년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단계에서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년간의
교육을 통해 영유아교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며 보육교사양성원은 교사양성기관
에서 교사재교육기관으로의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2단계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3+1제도의 도입이다. 1단계 보다는 좀 더 강화된 것으로
3년제와 4년제 졸업 시 자격증을 차등화하고 3년제 졸업 후 연계학점제를 통해 20학점
을 더 취득하여 140학점이 되면 4년제 학사증을 부여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동시
에 전환해준다. 이는 교사의 최저학력을 높여 타 학제와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도 전
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교사 입장에서도 3년제 졸업
후 나머지 1년을 학업과 함께 부담임 등을 통해 현장경험을 쌓는다면 이 기간은 정교
사가 되기 전 1년간의 인턴과정(인턴제도 도입의 의미는 아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자격기준 강화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타 학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근무여건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증의 통합과 관리체제의 정비이다. 관리는 현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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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유치원은 교육부가, 보육시설은 여성부가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0～5세를 가르
치는 모든 교사 자격증을 영유아교사 자격증으로 통합하여 다른 학제와 동일하게 자격
증 부여는 교육부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이다.
자격증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통합되어 유아교육과와 보육과 모두 교육실
습과 보육실습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교육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제시해주어
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내용상
의 차이 문제를 해결해줌과 동시에 전체적인 영유아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치원이
나 보육시설에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어떤 기관을 다니든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을 보장받게 할 것이다.
현 관리체제를 무시하고 어느 한 부처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교육부로 통합될 경우 나정, 서문희, 유희정, 박기백(2003)의 주장처럼 유치원 중
심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육쪽의 반발이 우려되며 여성부로 통합될 경우 학교의
범주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또한 연령별 이원화 방안도 지금까지 0～5세의 유아들
을 보육하던 보육기관에서 자신들의 보육대상을 줄이는 것이므로 쉽게 동의하기 어려
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을 통
합하여 영유아교사 자격증으로 교육부가 부여하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시점에서 유아교육
과 보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교사양
성체제는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그리고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개
선을 위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개혁
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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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System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Improv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Hyung-Sook Cho (Professor, Chung Ang University)
Kyung-Min Lee (Professor, Kyongi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system for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preparation. Few educational professions are as complex as early childhood education.
Individuals enter early childhood field from various higher education levels and background.
Improving system for professional prepara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se challenges are
addressed and resolved.
Current issues and status regarding early childhood professional preparation system were
investigated by reviewing statistical data from public reports and research literature. 22 research
literature were critically reviewed in order to construct a new model of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system.
The new model stated following three key ideas.
1. Teacher certificate for working with from birth through five in either child care or
preschool and kindergarten should be integrated. The teacher certificate should be issued
by Department of Education.
2. Four-year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program should be driven by teacher
certification requirement. A make up model for one year preparation for three-yea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was suggested.
3.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can be funded and regulated by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as 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