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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교직과목 수강생들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교육과정의 관점을 중심
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논하였다. 교육과정의 관점은 학생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관점을 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관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K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목 수강생 39명이며, 설
문은 교육과정의 관점 네 가지를 토대로 교직수행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빈도분석과 텍스트의 해석이다. 연구 결과, 설문대상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관점은 네 가지 관점 모두를 혼합하겠다는 의견으로 28.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지원적 관점은
20.5%, 해방적 관점은 15.4%의 선택 비율을 보였다. 예비교사로서 사범대학생들은 교육에 대하여 관
리를 위한 체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주로 학생 지원과 사회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
향을 보였다. 교직과목 교수자들은 수강생들이 균형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교육관, 교육과정의 관점, 지원적 관점, 해방적 관점, 교직과목

Abstract
In this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rough examining the
educational view of the teacher’s college students from the view of curriculum. In this study, such view of
curriculum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 view of liberal education, view of support, view of
management and view of liberation. In this study, a survey targeting 39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e
Teacher’s College of K University and taking the teaching profession subjects was conduct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and text interpretation were used as th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the view
most frequently selected by the respondents was an opinion to integrate all four views, which indicated a
select rate of 28.1%. The view second most frequently selected by the respondents was a view of support,
which indicated a select rate of 20.5%, and the view third most frequently selected by the respondents was
a view of liberation, which indicated a select rate of 15.4%.
Keywords : view of education, views of curriculum, view of support, view of liberation, teaching
professio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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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급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사회 각 분야는 지능정보사회라
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고 선도해나가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교육 또한 융
합, 스마트, 소프트웨어, 코딩, 드론 등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용 도구와 함께 교육 내용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교사 또한 급변의 시대에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
져 가고 있다. 교사를 학생의 관리자로서 바라보았던 과거의 교직관은 성직관, 전문직관, 공직관,
노동직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교직관은 교사를 학생의 관리자라기보다는 학생
을 가르치는 수업 전문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르치는가
를 의미하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교육관은 교사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
또한 학생들은 수업, 상담, 그리고 다양한 학급활동 등의 이름으로 교사를 만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2]. 즉, 교사의 교육관은 학생
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교육관은 실제 교직을 수행하면서도 길러지지만, 그보다 앞서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서 교직과목을 통해 형성된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교직과목을 수강하며 나름대로 교사로서의 청
사진을 설계한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교육관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직과목 교수자들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직과
목 교수자들은 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직과목에서 학생들
이 올바르고 균형있는 교육관을 갖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학
교직과목 수강생들이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교육과정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
을 논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전통적 교직관
교직에 대한 관점은 교원 직무의 성격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
지 각도로 논의될 수 있다[3]. 전통적으로 교직관은 성직관, 노동직관, 공직관, 전문직관으로 분류
되었다.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직업과 달리, 승려 목사직과 같이 보는 견해이고, 노동직관은
교육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은 비록 정신적 노동이라고 하여도 교육노동자임을 분명히 한다
고 보는 견해이다[4]. 공직관은 교직을 공직으로 보는 견해이다. 국민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는 일부 계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공적 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5]. 한국의 교직은 국가공무원 제도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기반으로 강력한 공적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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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전문직관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으로, 교직의 전문성, 전문지식, 기술 등을 특성으로
본다[6].

2.2 교육과정의 관점
교육과정의 관점은 학생들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험이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는 관점에서는 교과내용과 학생들이 교육받는 체제(system)가 중시된다. 반면 학생들의 환경과 특
성에 따라서 학생 각자의 교육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자아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는 학생들
의 흥미와 경험이 중시된다. 학생들의 교육 경험이 사회를 개혁하는 동인(動因)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학생들의 경험으로 사회의 직간접적 문제들을 다루려한다. 교사마다 다양한 교육과정
의 관점들 중에 중요하게 인식하는 관점이 다르고, 이는 수업에 그대로 드러나 학생들에게 큰 영
향을 미친다.
교과의 필수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교사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보다는 교육과정의 필
수 교수요목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반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교사는 수업 시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에 대한 조력에 사용한다.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을 중요시
하는 교사는 교과서를 벗어나 현재 사회의 문제를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논의를 통해
수업을 전개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교사들이 가진 교육과정의 관점들은 수업에서 그대로 드러난
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학문적 결실과 합의, 사회적 요구 등이 응축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다
양한 교육과정의 관점들 중 어떤 한 가지 관점에 치우쳐서 수업하기보다는 상황과 교과 특성에 따
라 적절한 조화를 꾀하며 수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조화로운 적용
능력은 대학 교직과목의 수강을 통해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 교육과정의 관점은 학자들마다 다양
한 형태로 분류되어 왔다. [표 1]은 교육과정의 관점을 분류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교육과정의 관점 분류 사례
[Table. 1] cases of curriculum views

연구자

관점 분류

구범두,
김범준(2007)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7]

박휴용(2012)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사회중심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 통합 교육과정, 중핵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육과정[8]

홍후조(2011)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9]

한혜정,
조덕주(2012)

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과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점[10]

McNeil(2006)

인본주의 교육과정,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 체제적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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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구병두, 김범준(2007)은 교육과정의 관점을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네 가지 관
점으로 분류한다[7]. 박휴용(2012)은 교육과정학 분야의 전통적인 관점들과 최근에 대두된 관점들로
세분하고 있다[8].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 구성주의 교육과정까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어
온 순서이기도 하다. 홍후조(2011)는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온 교육과정의 관점들을 교과,
학습자, 사회라는 주제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9]. McNeil(2006)은 인본주의 교육과정과
사회재건주의 교육과정 등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교육과정의 관점들과, 등장한지 오래되었으나 현
재까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체제적 교육과정 및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11].
한혜정, 조덕주(2012)는 전통적인 교육과정 관점의 분류를 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관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점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10]. 자유교육적 관점에서 자유
교육은 이성의 힘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자유교육적 관점은 교과중심 및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을 포함하
고 있으며 교육내용이 중시된다. 지원적 관점에서 교육은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10]. 지원적 관점은 존 듀이에서 비롯된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재
개념주의 교육과정 운동을 의미한다. 지원적 관점에서는 학생의 발달심리적 특성과 흥미 같은 학
습자에 초점을 맞춘 요소들이 중시된다.
관리적 관점에서 말하는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
거에 의거하여 정해진 교육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것
을 의미한다[10]. 관리적 관점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기능론적 사회학이 중시된다. 관리적 관점
은 체제적 관점과 같이 교육목표와 기준(standards)에 따른 교육의 실천을 강조한다. 해방적 관점
은 개인, 교육 및 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능론적 설명에 대한 부정과 비판에서 시작된 관점이다

[10]. 해방적 관점에서는 교육을 억압과 사회적 계층 재생산의 도구라 보며, 교육의 의무는 이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방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방법은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교
육이다. 문제제기식 교육에서 학생은 교사와 동등한 비판적인 탐구자로 참여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2016학년도 2학기 K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목 중 교육과정 과목의 수강
생 39명이다. 설문대상 학생들은 1학년 22명, 2학년 14명, 3학년 2명, 4학년 1명으로,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었으며, 이미 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하여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분류 유형 중 한혜정, 조덕주

(2012)의 분류 방법을 인용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에서 연구대상인 사범대학생들은 한혜정, 조덕주
(2012)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관점 네 가지(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관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
점) 중 자신이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교직을 수행할지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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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문의 분석 및 결과 도출 방법은 빈도분석과 학생들이 기술한 텍스트의 해석이다.
우선 설문결과는 교육과정의 관점 네 가지를 기준으로 빈도분석 하였으며, 중복 선택(예를 들어,
자유교육적 관점과 관리적 관점을 선택한 경우)은 별도의 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텍스트 해석을 위해 학생들이 기술한 문장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주는 문장을 발췌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대상인 사범대학생들이 선택한 교육과정의 관점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설문결과1
[Table. 2] result of survey1

관점
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관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점
자유교육, 지원적 관점
지원, 관리적 관점
지원, 해방적 관점
관리, 해방적 관점
자유, 지원, 해방적 관점
지원, 관리, 해방적 관점
자유, 지원, 관리, 해방적 관점
계

인원(명)
3
8
1
6
2
1
4
1
1
1
11
39

빈도(%)
7.7
20.5
2.6
15.4
5.1
2.6
10.2
2.6
2.6
2.6
28.1
100

[표 2]는 설문결과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을 선택한 학생 그룹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
도의 항목으로 설정한 빈도분석표이다. [표 2]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응답은 네 가지 관점
모두를 선택한 학생들로 28.1%이다. 다음으로 지원적 관점은 20.5%, 해방적 관점은 15.4%의 비율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원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을 함께 선택한 학생들은 10.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중 특정 관점 선택의 이유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교육
을 비판한 학생은 지원적 관점 선택 학생 1명, 해방적 관점 선택 학생 3명, 지원 및 해방적 관점
선택 학생 1명으로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학창 시절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방적 관점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표 3]은 [표 2]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설문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표 3]은 한명이
다수의 관점을 선택하더라도, 특정 관점을 선택한 학생 모두를 전체 응답 학생 수 39명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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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나타낸 자료이다.
[표 3] 설문결과2
[Table. 3] result of survey2

관점
자유교육적 관점
지원적 관점
관리적 관점
해방적 관점

인원(명)
17
23
14
24

빈도(%)
43.6
59.0
36.0
61.5

[표 3]에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는 관점은 해방적 관점으로 61.5%이다. 지원적 관점 또한
59.0%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가장 적은 비율을 보이는 관점은 관리적 관점으로
36.0%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관리적 관점을 15명(38.5%)이 선택한 반면, 지원적 관점
또는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응답수가 35명(89.7%)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예비교사로서 대부분의 사
범대학생들은 교육에 대하여 관리를 위한 체제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학생 지원과 사회 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비교사로서 사범대학생들은 각 관점 선택의 이유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텍스트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교육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의 텍스트 : 자유교과의 내용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다. 자유교

과에서 배우는 역사, 철학, 수학, 문학 등은 더 나은 인간,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만
들어준다.
* 지원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의 텍스트 : 학생들은 학교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위주로

학습하며, 그로 인해 학문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생들 각각의 경험
과 가치관이 중시되어야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모든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
한다.
* 관리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의 텍스트 : 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을 교육시켜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깨닫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학생
이란 엘리트가 아닌 본인의 능력을 모두 발현하여 사회인이 될 준비를 마친 학생이다.
*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의 텍스트 : 나는 은행저금식 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

을 받았다. 물론 덕분에 수능에 나올 것을 잘 외우고 암기해서 대학에 왔다. 하지만 사회로 나와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취약한 학생
과 능숙한 학생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지식이 공유되고, 취약한 쪽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능숙한 쪽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어른을 통해 배우거나 해결하는 것
보다는 또래 집단의 문제점 공유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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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선택한 학생 : 네 가지 관점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조화시킨다면 학생을 교육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미래에 멋진
학생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네 가지 관점의 장점들을 적절히 통합하여 학생들이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동시에 사회가 요
구하는 지식들을 가르쳐 사회의 유능한 인재가 되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도록 하고 싶다.
자유교육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교과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원적 관점을 선
택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였다. 관리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의 사회
적 역할을 중시하였고,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은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교
사 주도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네 가지 관점을
모두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에서 균형있는 교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
이유를 기술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로서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직관을 분석하여 어떠한 교육과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지원적 관점과 해방적 관점을 자신들의 미래
교직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학창시절 교육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선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해방적 관점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국의 교
육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 현장의 입시위주 운영과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폐해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관점을 혼합하여 선택한 학생
들은 21명(53.8%)이었으며, 혼합 선택의 이유로 교육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기술
하였다.
예비 교사로서 사범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았던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자연스레 전통적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된 것을 보인다. 반면, 이를 통해 지나치게 비판적 관점으로 치우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에 대한 사범대학생들의 균형잡힌
시각은 네 가지 교육과정의 관점을 혼합하여 선택하고 있는 현상에서 알 수 있었다. 특히, 사범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접하는 계기가 교직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들은 예비교사로서 학생들이 교육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활용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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