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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적정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원수급정책을 발전
적으로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원수급정책의 점검과 분석에서는 교원의
수급조절의 문제,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와 교원인력 충원의 문제, 교원인력의 효과적 활용 문
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진단에 따른 교원수급정책 과제 개선 방안으로, 1)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 설정 2) 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배정산식 개선 및 교원
수급계획 수립 필요 3)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 조정권한 부여 4) 담당교과 전환의 유연성
확보 5)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부여 6) 계약제 교원
채용 등 학교장 임용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
분담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원정책수급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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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원은 학생의 성취도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학교교육의 변화를 실질적으
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
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급속한 출산율 저하 등 교원의 수급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우수한 교사의 확보 및 관리를 더욱 절실하게 요
청하고 있다(김이경, 박상완, 이태상, 2005). 적정규모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정원관리는 학교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면서 미래의 생존과 지속발전을 보장한다(천세영, 2006; 2009a; 2009b). 공교육
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정적 교원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는 과거 수행하지 않았던 다양한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교육외적, 내
적변화는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킴으로써 우수교원의 중장기적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한다(김
이경, 2006).
교원수급은 학교현장의 자율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제로서 교원정책의 가장 핵
심이다(Fidler, 1993). 학교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육과정 편제, ‘학급당 학생 수’, 교
사의 주당 수업시수 등에 기초하여(박덕규, 이종재, 노종희, 이윤식, 1993) 학교에서 교육과
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원의 수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적·인구 변화, 교육
정책의 변화, 단위학교의 개별적 요구 등 매우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요인들이 교원의 수요
에 영향을 미친다(김병윤, 2011). 그러나 그동안 연구되어 온 교원수급 정책 관련 연구들은
현재 우리는 교원이 부족한가, 앞으로 더 충원해야 하는가, 정규교원 외에 다른 입직 경로
탐색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직 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
인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연구가 없었다(김이경, 2007). 정책의 장점이나 강점보다는 약점과 문제점을 부각시키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원수급 정책을 객관
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수급 정책
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이슈들에 대한 쟁점을 종합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함과 동시에 규
범적이고 실천 지향적 패러다임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
공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원수급의 적정화 논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교원수급의 문제를 제시하고 적정한 수의 교원 확보․배치 및 현직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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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현재 우리의 교원수급은 적
정한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고, 다음 둘째는 적정한 수의 교원을 확보․배
치하고 현직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원수급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
한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다.

Ⅱ. 교원수급정책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 분석 틀
1. 교원수급의 개념과 관리
교원수급의 핵심은 교원정원이다. 교원정원이라 함은 법규에 의해서 확정된 한 기관이나
부서별 인력 배치의 상한선(personel ceiling) 혹은 조직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공식
적으로 정해진 인력의 총량규모를 말한다(이은국, 1996). 정부조직의 인력 규모가 팽창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영균(1993)은 사회경제적인 측면(Wagner
의 법칙), 정치적인 측면, 관료적인 측면, 국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은국(1995)
은 과잉인원 이론으로서 월리암스의 관리자 자유재량이론, 드알레시-파킨스 모형 등을 소
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팽창이론을 종합하면 인력규모의 증가를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과 공무원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현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파킨슨의 법칙(Parkinson, 1957)은 공공부문 인력규모의
팽창을 부정적으로 보며, 공공선택 이론가는 예산 규모의 극대화의 행동원리로 인력규모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인식한다(Niskanen, 1971). 그럼에도 교원정원의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 관리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직의 업무
량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적정한 규모의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다. 교원정원의 목적은 조
직 및 단위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계획-통제-조정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이를 적절히 배
치하여 조직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하는 데 있고, 무조건적인 정원을 통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문별 혹은 조직체의 운영 단위별로 체계적으로 인력을 산
정․배치하여 조직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이상호, 1996).
교원수급은 공교육이 필요로 하는 적정 수의 우수 교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단에
의해서 교원 적정인력을 계획 산정하여 균형 있게 배치하고 공급해줌으로써 공교육을 정
상화시킨다는 의미이지만(김이경 2006; 이일권, 2006), 인력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적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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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넘어서거나 또는 밑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김성열, 2000). 적정
한 교원수급은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 팽창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가 심한 오늘날에는 자율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김병국,
1992). 교원인력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교원상호간의 사기와 직무성과를 제고시켜 결
과적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첫째, 교원수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대적 변
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시켜 나가고, 둘째, 교원수급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수
오, 2001)

2. 교원수급정책 관련 요인
공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력 확보를 위해 정확하게 교원 수요를 산출하고 이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의 교원을 배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박남기, 2004). 그러나 교원수요를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 교원의 수요는 사회적·인구 변화, 교육정책의 변화, 단위학교의 개
별적 요구 등 매우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원수요의 요인
을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교원수요 요인은 교육내적 요인과 교육외적 요인, 자연요인과 정책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동섭(2003)은 교원 수요요인을 교육내적 요인과 교육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교육내적 요인은 취학률, 진급 및 진학률, 학생의 주당 수업시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 및
업무량, 교과목 구성, 교사의 담당 학생 수, 교원의 법정정원 충족률, 교원의 이직 및 퇴직
률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외적 요인은 인구의 변화, 출생률, 교육예산, 타 직종의 취업 상
황 및 봉급수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원의 수요는 취학생수, 교육과정의
변화, 교원의 퇴직률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 요인은 또한 인구의 변화, 학교체제
및 제도의 변화, 학급활동의 변화, 수업방법의 변화, 학교 교원의 조직구조 변화, 경기전망,
타 직종의 상대적 처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윤
식, 최상근, 허병기, 1994).
박남기(2004)는 교원 수요요인을 자연요인과 정책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요인은 단기
적인 정책을 통해 직접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을 말하고 정책요인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을 말한다. 자연요인도 정책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정책을 통해 직
접 통제하는 어렵다. 자연요인으로는 취학연령 아동수, 정년퇴직자 수 등을 들 수 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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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요예측의 경우에는 자연요인이나 정책 요인 모두 실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장
기 수요예측의 경우에는 두 요인 모두 실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정치를 사용하게
된다. 정책요인은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국가의 정책과 관련이 되는 요인을
의미한다. 정책요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장․단기 정책목표
가 확립되어 있으면 교원 수요 예측 시 정책 목표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국가의 장․단
기 정책 목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하
나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표를 토대로 희망적인 지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에 따라 수요
예측을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변화에 대한 과거 추세분석을 토대로 수요 예측
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김병주 2002a; 김병주 2002b; 김병주, 오영수, 2002;
김이경, 한유경, 김현철, 2006; 김현철, 1998; 김현철, 1999; 김현철 2000a; 김현철 2000b; 박
덕규, 2003; 정택희, 심숙영, 김현철, 1998; 차양은, 서지영, 이병렬, 2003)가 진행되어 왔으
나 그 어느 연구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 수요 예측은 용이하나 공급
예측이 어렵다고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소규모 학교정책 등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가 급변하고 있고(이숙재, 2003),
이에 따라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어서 정책요인변화에서 예측에 도움을 주는 추세를 찾기
어렵다(박남기, 2004). 교원정원 결정권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권이 있
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해마다 채용인원이 임용고사 한 달 전인 11월이 다 되어야
결정된다(박남기, 2006). 더욱이 교사인력의 규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교사의 공급이나
수요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도 학교 프로그램의 유지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
을 끼친다(김형만, 2003). 학교와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
는 변화의 잠재적인 의미를 점검해야 하며, 교사의 공급과 수요의 추세를 끊임없이 관찰해
야 할 필요가 있다(김형만, 2003). 이러한 작업은 교사의 충원과 임용에 대한 권한이 지역
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고도로 분권화된 학교 체제의 경우에 특히 도전으로 다가온다(김이
경, 2006).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
기 때문에 인적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와 영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김형만, 2003). 이
들 요인 중 일부는 여타 요인들(예를 들어 인구 규모와 분포)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정
책(예를 들어 평균 학급 규모와 교육과정 구조)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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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수급정책의 분석틀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력 확보를 위해 적정한
교원수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교원수급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교원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정책을 진단하고 과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자율화 정책, 미래형교육과정의 추진,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복지강화형
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탄력적 교원임용 등 교원수급 정책이 바뀌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국가수준에서만 해결하려고 한다. 교육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 적
정한 수의 교원을 확보․배치하고 현직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간의 역할과 책무성 분담이 적절히 이루
어져야 한다. ‘총 교원 수요’가 국가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계층화된 교원 수요’는
개별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기타 변수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의 효율
적인 총 정원 결정 및 관리이다.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유도하는 등 교원인력 전체적인 시
각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장래 교원수급의 예측정보를 시․도교육청으로 제공하
여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별 교원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이다. 현재 시․도교육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수급관리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교원정원을 학교에 어떻
게 배치하느냐 하는 정도이다. 시․도교육청이 합리적 교원 운용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변
화, 새로운 교육정책,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여건 조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여건에 맞는 교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교원인력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단위학교의 임용권 확대이다. 교육과정편성․운영권 확대, 교
과 외 활동 활성화, 수업선택권 확대 등 교원수급과 관련된 경직된 제도와 규제가 완화되
어야 한다.
사회전반에 걸친 융복합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도 미래 융복합형 인재육
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될 것이며, 융복합 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교원수급정책의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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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교원수급정책의 분석틀

Ⅲ. 교원수급정책의 점검 및 분석
교원의 수급조절의 문제,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와 교원인력 충원의 문제, 교원인력의 효
과적 활용 문제로 나누어 교원수급정책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교원
인력 관리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원 수급 조절의 문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경우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수는 학생수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최지희, 2009). 1998-2007년 기간 동안 OECD 주요 17개국의 학
생수 및 교원수 증감 추이를 보면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등은 1999-2008년 기
간 중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증가하였고 특히 핀란드,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학생수의 감소 속도보다 교사의 증가 속도가 높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
영(2011)은 2010년의 주민등록기록상 인구수와 2011년 0세 인구부터는 통계청의 2005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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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인구추계 값을 이용하여 전국 학생수를 예측하였는데, 2010년과 대비하여 2020년에 초등
학교 학생수는 약 20%,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수는 약 30% 감소한다고 추정결과를 제시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전망치는 초등학교 16.4명, 중
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으로 2008년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보다 낮았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
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6단계 상승한 29위로 일본
(34위)과 중국(43위)보다 높게,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학업성취도, 중등학교 취
학률 지표는 59개 평가 대상국 중 5위권 내외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
가되었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영어 숙달도 지표는 여전히 50위권 내외
에 머물러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는 교육공무원 정원관리 정
책의 부재 속에서 교육여건이나 교육행정 수요와는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공공인력 정책
차원에서 교원정원이 통제된 채 정원이 증가되어 왔다(김이경, 2006). 장래 교원정책을 결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 사안은 교사1인당 학생수로 표현되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있다. 그간 학령인구 증가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개선에 따라
교원수요가 증가하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늘리는 등 교원자격자 확대정책을 유지해 왔
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추세의 심화에 따라 교원의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사범대학 졸
업자 등 교원자격자는 교원수요가 증가할 때의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어 교원임용시험 경쟁
률은 치솟고 많은 교원자격자가 수년간 임용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등 국가인적자원이 비효
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감사원, 2011.4)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경우 양성경로가 다소 상이하며, 중등교원의 경우 양성경로가 더
다양하다.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
서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교대 입학정원은 2011년 현재 4,380명으로 5년간 총 1,885명 감
축됐으나, 사범대학 수는 2005년에 41개에서 46개로 증가하였고 입학정원은 2005년에
10,950명에서 11,126명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현재 일반대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포함
시 중등교원 양성과정 총 정원은 50,000명 수준이다.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크게 사범계와
비사범계로 구분되는데, 사범계에는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가 있으며, 비사범계로는 일
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 사범대학(정원)의 경우 유아, 특수, 비교과(사서, 영양,
보건, 전문상담) 등의 학과를 제외한 중등 교과정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은 11,139명
인데 비해 2011년은 11,126명으로 정원이 감소하였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에는 2006년
은 785명인데 비해 2011년은 790명으로 별 변화가 없다. 일반대학 교직과는 2008학년도부
터 승인정원을 학과별 전체정원의 30%에서 10%로 낮추어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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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그 규모가 2006년 24,139명에 비해 2011년은 15,228명으로 크게 감
소하였다. 문제는 교육대학원인데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재교육 기능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양성기능과 재교육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양성인원은 법에 의하
여 정원이 관리되고 있지만 교육대학원 양성기능의 정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이후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경우 재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후 승인된 전
공 중 영양, 미용, 연극․영화 교육전공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모두 재교육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육대학원 정원에서 재교육 기능만 담당하는 곳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2011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은 19,960명이고 교육대학의 교육대
학원과 재교육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의 정원 5,432명을 제외하면 교육대학원 중등 양성
인원은 14,528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규모가 과다하여 교원 임용시험 경쟁율은 해마
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2005년에 5,941명 선발에 8,167명이 지원하여
1.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4,757명 선발에 11,910명이 지원하여 2.5:1의 경쟁률
로 교육대학이 교원선발목적형 대학임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초등보다 중등은
더 심각하다. 2005년에는 3,985명 선발에 55,851명이 지원하여 14.0: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2,403명 선발에 51,429명이 지원하여 2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러한 공급과
잉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원양성규모
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표 Ⅲ-1> 연도별 초등 및 중등 교원 임용시험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교육대학수
13
13
13
13
입학정원
6,225
6,224
5,718
5,408
응시자
8,167
9,004
8,463
11,204
초등
채용인원
5,941
6,585
4,433
6,147
(합격율)
(72.7%)
(73.1%)
(72.7%)
(52.4%)
경쟁률
1.37
1.37
1.91
1.82
탈락자
2,226
2,419
4,030
5,057
사범대학 수
41
42
42
42
입학정원
10,950
11,139
10,986
10,970
응시자
55,851
54,493
59,012
59,760
중등
채용인원
3,985
4,489
3,787
3,665
(합격율)
(7.14%)
(8.24%)
(6.42%)
(6.13%)
경쟁률
14.02
12.14
15.58
16.31
탈락자
51,866
50,004
55,225
56,095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기관 현황 자료(2005-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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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3
5,209
11,562
6,062
(52.4%)
1.91
5,500
42
10,948
62,878
3,884
(6.18%)
16.19
58,994

2010년
13
4,795
11,156
4,529
(40.6%)
2.46
6,627
46
11,048
58,706
2,533
(4.31%)
23.18
56,173

2011년
13
4,380
11,910
4,757
(39.9%)
2.50
7,153
46
11,126
51,429
2,403
(4.67%)
21.40
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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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에 따른 인력충원 문제
교육정책의 다양화로 교원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요만큼 충원되고 있지 않다. 교육과
정의 다양한 운영으로 교과교실제가 확대 및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체계적 진로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으로 교과교실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등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진로진학상
담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
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
해 수석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인력이 추가적으로 증원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지닌
우수교원의 확보야말로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의 핵심관건이다.
교과교실제 전면시행을 위해서 학교당 3.2명(현재 총 806개교에 2,616명의 기간제 및 강
사 활용 중)의 교사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총 3,385개 중‧고교로 교과교실제가
전면 확대될 경우 10,832명의 추가적인 교원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과학기술
부b, 2011)
<표 Ⅲ-2> 유형별 교과교실제 도입 학교수
교과교실제 유형
학교급

선진형(A형)

수준별
계
수업형(C형)
214
352
179
454
393
806
위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내부자료).

과목중점형(B형)

중학교
40
98
고등학교
65
210
계
105
3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b). 창의적 교실수업 구현을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신설에 따라 학교의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
기 위하여 ’11. 3. 2.에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중학교
의 공통 교육과정을 거쳐 다양한 고교입시(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에 따른 학생
의 소질 및 적성중심의 진로지도를 한다. 특히 고1학년부터 입학사정관제에 부응하도록 체
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고3학생에게는 집중적인 지도가 더욱 중요하다. 학생의 희망
과 미래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진학설계를 통하여 동일계 진학 및
취업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배치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 1,500명 배치에 이어 2012
년에도 1,500명 선발(’11.9월)하였다. 다양한 고교입시제도 전형에 따른 진로설계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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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도 배치 확대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 증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Ⅲ-3>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중등, ’11～’14년)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사립
합계
공립
사립
’11년
1,000
500
’12년
712
32
744
288
468
’13년
1,000
500
1,500
’14년
760
123
883
총 배치인원 2,472
655
3,127
1,288
96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1c)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구 분

합계
1,500
756
2,256

공립
1,000
1,000
1,000
760
3,760

(단위: 명)
계
사립
500
500
500
123
1,623

합계
1,500
1,500
1,500
883
5,383

수석교사제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1만여 초중고 개별학교별로 최소 1인을 배정하기 위하
여 2016년까지 1만 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의 50%가 경감
되므로 수석교사 1명당 0.5명을 가정할 경우 최소 5,000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178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모든 교과의 수석교사가 최소 1인 이상 배치되도록 하되, ‘중학교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명시된 10개 국민공통 기본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
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최소한 1명 이상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
다(황준성, 201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수 및 학생수 규모를 고려하여 배치하되, 교감
을 두지 않는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인 소규모인 경우 우선 배치하되
몇 개 학교를 묶어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모 외에도 교과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Ⅲ-4> 연도별 수석교사 선발인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선발인원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10,000명

소요인원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1,000명

5,000명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내부자료(2011d)

3. 교원인력 활용의 효과성 문제
시대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태가 다양화되고 특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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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교과와 기능을 지도하고 가르칠 교사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어려움이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 일정한 자격의 취득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자격의 취득
은 교사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
사양성 체제가 갖는 유연성 부족으로 특정분야의 소수 교사양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내용
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교과의 개설이 불가
능하거나 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허숙, 2006). 교과와 교사의 전공교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상치교사는 현직교사의 운
영이 부적절할 경우에 발생한다. 상치교사는 현직교사를 행정적 편의에 따라 비전공 교과
에 배치함으로써 발생하지만, 교사가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게 됨으로써 교수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 <표 Ⅲ-5>는 중등학교의 상치교사 현황
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교 규모별로는 소규모 학
교일수록 상치교사 비율이 높으며, 교과별로는 일반교과가 상치교사 비율이 높다. 교사가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과는 질적으
로 다른 문제이다. 수업준비에서 실제수업까지 교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학생들에
게 가르치게 되므로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림
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전유미, 2000).
<표 Ⅲ-5> 공립 중등학교 교과별 상치교사 현황
구

분

(단위 : 명)

일반교과

예체능교과

외국어

합계

전체

752

90

158

1000

중학교

346

38

103

487

고등학교
406
52
55
주: 기준일 2011. 4. 1. 기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e). 2011 공립학교 상치교사 현황 (내부자료).

513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선택교과의 확대로 인한 과목별 교사 수급에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의 교육 관련 활동으로까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개별지도 혹은 수준별 지도방
법 운영은 기초반, 심화반 등을 교과별 및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활동, 체
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학교 재량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그러나 교육 효과성 향상은
단순히 교원들의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교원 등 입직경로의 다양화가 필

- 478 -

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요하다. 교원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임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임용 형태가
개발되어야 한다(이수일, 1998).

Ⅳ. 교원수급정책의 대안적 프레임
학교현장에 대한 정보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교과부>행안부)순이나 인력운
용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중앙정부(행안부>교과부)>시․도교육청>단위학교 순으로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 발생한다. ‘총 교원 수요'가 국가 수준에서 고려되
어야 한다면, ‘계층화된 교원 수요'는 개별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 맞은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함
으로써 이런 정보비대칭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한다.

1. 국가수준에서의 학생당 교원배치 원칙
교원수급은 단지 필요한 교원을 확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원수급 정책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수단을 통하여 교원 적정 인력을 산정하여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교원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교원의 사기와 직무성과를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교육
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 교육정책 변화, 사회적·인구 변화 등 다양
한 변수들에 대응하며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향후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도 교육
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감소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가.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원수급계획 수립
현재 국가수준에서 총괄 관리되고 있는 교원정원관리․운용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시도
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개별학교 수준에서 역할 재분담을 통해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
다. 국가수준의 교원정원관리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간의 교육여건은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알리미 교육정보공시서비스
(http://www. schoolinfo.go.kr /index. jsp)에서 2009학년도 초등학교 5,803개교(99.6%)를

- 479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검색․수집하여 16개 시․도교육청, 180개 교육지원청별로 분류하였다. 교육여건을 고려한
결정요인으로 180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군집이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 가능한 적은 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현철, 2008). 지역군 분류의 논리의 이론적 배경과 Ward의 방법(Ward's
minimriance method)의한 덴드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 5개를 확인하였으며 통
계분석에는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Ⅲ-7> 교육지원청별 교육여건 현황
군집
(수)

제1군
광역
도시형
(8)

제2군
대도시형
(11)

제3군
중도시형
(28)

제4군
소도시형
(28)

지역교육청

결정요인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교육지원청 내 학생밀도
교육지원청 내 교사 1인당학생수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교비율
서울(강동, 강서, 북부, 서부)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생비율
광주(서부)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교비율
경기(고양, 수원, 용인)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생비율
교육지원청 내 중도탈락률
교육지원청 내 전입률
교육지원청 내 전출률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교육지원청 내 학생밀도
서울(남부)
교육지원청 내 교사 1인당 학생수
대구(남부, 동부)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교비율
인천(동부, 서부)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생비율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교비율
대전(서부)
경기(부천, 성남, 안산,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생비율
교육지원청 내 중도탈락률
전북(전주)
교육지원청 내 전입률
교육지원청 내 전출률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서울(강남, 동부, 동작, 성동, 성북) 교육지원청 내 학생밀도
부산(남부, 동래, 북부, 서부, 해운대) 교육지원청 내 교사 1인당 학생수
대구(서부), 인천(남부, 북부), 광주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교비율
(동부), 대전(동부), 울산(강남, 강북),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생비율
경기(시흥, 안양․과천, 의정부, 평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교비율
택), 충북(청주), 충남(천안), 경북(구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생비율
마, 포항), 경남(김해, 창원), 제주(제 교육지원청 내 중도탈락률
교육지원청 내 전입률
주)
교육지원청 내 전출률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서울(중부), 대구(달성), 경기(광명, 교육지원청 내 학생밀도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 교육지원청 내 교사 1인당 학생수
의왕, 김포, 동두천․양주, 이천, 파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교비율
주), 강원(강릉, 원주, 춘천), 충북(충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생비율
주), 충남(아산), 전북(군산, 익산), 전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교비율
남(광양, 목포, 순천, 여수), 경북(경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생비율
산, 경주), 경남(거제, 마산, 양산, 진 교육지원청 내 중도탈락률
교육지원청 내 전입률
주, 진해)
교육지원청 내 전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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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73799.75
745.54
26.19
4.83
0.17
2.88
1.39
0.46
10.27
9.24
58670.55
484.83
26.32
6.39
0.32
3.03
0.82
0.27
13.93
10.08
42632.96
393.44
24.93
7.61
0.75
8.37
3.05
0.24
8.11
8.59
21015.46
105.57
24.61
23.46
2.73
32.04
12.35
0.18
9.44
9.28

표준
편차
5259.32
475.91
1.96
8.04
0.24
6.70
2.77
0.22
1.64
0.89
3572.33
359.34
1.93
10.92
0.44
7.87
2.50
0.17
9.58
1.34
5638.74
383.82
2.02
9.25
1.00
13.00
7.05
0.32
2.03
1.67
4975.89
156.91
2.02
15.01
2.00
20.67
13.74
0.13
2.28
1.37

최소값 최대값
69960.00
123.11
24.00
0.00
0.00
0.00
0.00
0.16
8.70
7.78
53396.00
75.45
23.40
0.00
0.00
0.00
0.00
0.10
8.18
7.72
33009.00
31.89
20.70
0.00
0.00
0.00
0.00
0.00
1.90
2.12
13159.00
13.68
21.80
0.00
0.00
0.00
0.00
0.04
5.58
6.48

84933.00
1244.90
29.30
23.08
0.56
19.10
7.51
0.79
13.87
10.30
64218.00
1145.38
29.40
37.50
1.48
26.19
8.35
0.70
41.32
12.63
52325.00
1375.40
29.40
29.51
4.22
50.94
34.15
1.74
11.63
11.01
30554.00
585.87
28.80
49.25
7.07
75.51
56.78
0.48
14.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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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수)

지역교육청

결정요인

평균값

표준 최소값 최대값
편차
2925.41 447.00 12795.00
7.05
0.94
40.26
3.42
8.50
24.00
15.85
11.11
90.00
10.77
2.32
56.71
15.90
0.00 100.00
21.64
0.00 100.00
0.19
0.00
1.75
2.22
2.74
19.20

인천(강화), 경기(가평, 안성, 양평, 교육지원청 내 학생 수
4161.11
7.27
여주, 연천, 포천), 강원(고성, 동해, 교육지원청 내 학생밀도
16.76
삼척, 속초․양양, 양구, 영월, 인제, 교육지원청 내 교사 1인당 학생수
59.96
정선, 철원, 태백, 평창, 홍천, 화천,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교비율
18.90
횡성), 충북(괴산․증평, 단양, 보은, 교육지원청 내 100명 이하 학생비율
74.11
영동, 옥천, 음성, 제천, 진천, 청원),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교비율
42.56
충남(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교육지원청 내 면 이하 학생비율
0.15
부여, 서산, 서천, 연기, 예산, 청양, 교육지원청 내 중도탈락률
7.01
제5군 태안, 홍성), 전북(고창, 김제, 남원, 교육지원청 내 전입률
농산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어촌형 정읍, 진안), 전남(강진 , 고흥, 곡성,
(105)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경북(고령, 군위,
8.35
2.18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교육지원청 내 전출률
영덕, 영양, 영주, 영천, 예천,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칠곡), 경남
(거창, 고성, 남해, 밀양, 사천, 산청,
의령, 창녕, 통영, 하동, 함안, 함양,
합천), 제주(서귀포)
출처 : 교원정원 결정을 위한 지역군집모형 개발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4.75

15.07

군집분석 후 초등교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군집별 교육여건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었
다. 제1군집의 교육지원청은 8개로 분석되었다. 5개 군집중 교육지원청 숫자는 가장 적지만
교육지원청 내 평균 학생 수는 73,799명으로 가장 많다. 학생밀도 또한 745.54명으로 가장 높
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6.19명이다. 100명 이하 학생 및 학교 비율, 면 이하 소재 학생
및 학교 비율은 2%이하로 5개 군집중 가장 낮다.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된다.
제2군집의 교육지원청은 11개로 분석되었다. 교육지원청 내 평균 학생수는 58,670명 정도의
규모이고, ㎢당 학생 수 즉 학생밀도는 484.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6.32명으로 다섯 개 군집 중 가장 높았다. 100명 이하 학생 및 학교 비율, 면 이하 소재 학생
및 학교 비율은 6% 이내로 낮았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전입률은 가장 높아 성장도시형으로
보인다.
제3군집의 교육지원청은 28개로 분석되었다. 교육지원청 내 평균 학생수는 42,632명 정
도의 규모이고, ㎢당 학생 수 즉 학생밀도는 393.44명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93명
이다. 100명 이하 학생 및 학교 비율, 면 이하 소재 학생 및 학교 비율은 8%로 제2군집보
다 약간 높다. 전입과 전출은 다른 도시형보다 낮은 편이다. 제3군집 소재 교육지원청은 제
2군집 소재 교육지원청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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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집의 교육지원청은 28개로 분석되었다. 교육지원청 내 평균 학생수는 21,015명 정
도의 규모이고, ㎢당 학생 수 즉 학생밀도가 105.57명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61명
이다. 100명 이하 학생 및 학교 비율, 면 이하 소재 학생 및 학교 비율은 32%이하로 제5군
집 다음으로 높다. 중도탈락비율 또한 제5군집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며, 전입과 전출은
대도시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제5군집의 교육지원청은 105개로 분석되었다. 5개 군집중 교육지원청 숫자는 가장 많지
만 교육지원청 내 평균 학생 수는 4,161명으로 가장 적다. 학생밀도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또한 7.27명, 16.76명으로 가장 낮다. 반면 면 이하 소재 학교 비율이 70%이상 차지해 교육
지원청 소재 지역이 농산어촌임을 알 수 있다. 중도탈락비율은 가장 낮은데 이는 조기유학
비율이 타 교육지원청보다 낮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교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군집분석의 기술통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학생규모가
클수록 학생밀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올라가는 반면에 소규모학교, 면 이하 지역 소재
학교 및 학생 비율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교사 수요의 지역 간 격차는 교사1인당 학생
수 격차로 나타난다. 교원수급의 지역적 불평등은 교원의 업무부담 격차 및 학생의 학습권
을 침해할 수 있다. 수업의 질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거
주지에 관계없이 적정수의 교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
중 현상, 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인구이동 등은 학생인구의 이동을 초래하여 교사수급의 불
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 하는 학교가 많아 소규모학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교육지원청은 전체 교육청의 58.3%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별/광역시와 도
는 학생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평균 교사1인당
학생수를 목표로 지역간 편차를 줄여야 한다.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보정이
필요하고 정밀해야 한다. 정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교사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원정원 확보기준 설정 및 배분방식 개선
지역별로 학교급별, 자격별 교원수가 달라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
원 근무조건 및 학생의 학습여건에 격차가 발생하고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 현실에서 학습여건 격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에 학생수 감소, 지역별 학습여건 격차,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사 1인당 학생수로 교원정원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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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교원정원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2015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7명, 고등학교 16명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신규채용 및 교원정원 증원 규모
조정하는 등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에
는 2008년 OECD국가 교사1인당 학생수 평균을 2020년까지 달성 목표로 설정하고 연차적
으로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2012-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
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학교수, 학생
수, 학생밀도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군을 설정하였고 보정지수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를 보정하여 산정방법 및 기준을 정하였다. 2009년도 시․도별 학생밀도에서 서울은
1,002.5명으로 가장 높고 강원은 6.5명으로 학생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교
육청은 학생밀도가 89명으로 특별/광역시에서는 가장 적게 나타났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도교육청보다는 높다. 특별/광역시와 도의 학생밀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밀도 편차는 시․도의 지역여건의 편차로 볼 수 있다. 교원정원 산정 시 보정을 하였
으며 보정을 통하여 지역 간 여건을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④에서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며”라고 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남아있는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 관한 조
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 제39조)은 정비가 되지 않았다. 시․
도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을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시․도 여
건에 맞는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시․도 여건
에 맞게 교원정원을 국가단위에서 배정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교원인력의 차이를 고려
하는 보정지수는 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원의 경우 현행 보정지
수로 교원정원을 산정하면 시․도교육청 배분 후 잔여정원은 1,495명이다. 이렇게 많은 잔
여정원은 보정지수의 적확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이런 보정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정지수를 지역1인 경기는 2.2에서 2.9로, 지역2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
산은 0.7에서 0.1로, 지역3인 경남, 제주는 -0.3 그대로, 지역4인 충북, 충남, 세종, 전북은
-1.0에서 -1.7로, 지역5인 강원, 전남, 경북은 -3.5 그대로 하면 299명의 잔여정원이 발생한
다. 보정지수 조정으로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약간의 편차는 학교신설 등에 따른 직
위조정에 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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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중등교원의 보정지수 보정
현행
구분
지역1
경기
지역1(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지역2
광주
대전
울산
지역2(소계)
경남
지역3
제주
지역3(소계)
충북
충남
지역4
세종
전북
지역4(소계)
강원
지역5
전남
경북
지역5(소계)
전 국(합계)

교원
정원

학생수

34,615 741,623
34,615 741,623
18,885 356,026
8,109 148,090
6,171 117,958
9,077 175,502
3,464
69,291
4,596
90,423
4,314
83,195
54,616 1,040,485
9,489 176,343
1,711
32,002
11,200 208,345
5,060
90,657
6,117 111,259
342
5,621
4,911
79,840
16,430 287,377
5,863
91,368
6,311
98,039
6,742 104,317
18,916 293,724
135,777 2,571,554

보정후 교원
보정 교사1인당
지수 학생수 정원
산정
2.20
21.14 35,082
2.20
21.14 35,082
0.70
19.64 18,128
0.70
19.64 7,540
0.70
19.64 6,006
0.70
19.64 8,936
0.70
19.64 3,528
0.70
19.64 4,604
0.70
19.64 4,236
0.70
19.64 52,979
△0.30
18.64 9,461
△0.30
18.64 1,717
△0.30
18.64 11,178
△1.00
17.94 5,053
△1.00
17.94 6,202
△1.00
17.94
313
△1.00
17.94 4,451
△1.00
17.94 16,019
△3.50
15.44 5,918
△3.50
15.44 6,350
△3.50
15.44 6,756
△3.50
15.44 19,024
0.00
18.94 134,282

변경후
보정후 교원 산정후
산정후 보정 교사1인당
편차 지수 학생수 정원
편차
산정
467
2.90
21.84 33,958
△657
467
2.90
21.84 33,958
△657
△757
0.10
19.04 18,699
△186
△569
0.10
19.04 7,778
△331
△165
0.10
19.04 6,195
24
△141
0.10
19.04 9,218
141
64
0.10
19.04 3,639
175
8
0.10
19.04 4,749
153
△78
0.10
19.04 4,370
56
△1,637
0.70
19.64 54,649
33
△28 △0.30
18.64 9,461
△28
6 △0.30
18.64 1,717
6
△22 △0.30
18.64 11,178
△22
△7 △1.70
17.24 5,259
199
85 △1.70
17.24 6,454
337
△29 △1.70
17.24
326
△16
△460 △1.70
17.24 4,631
△280
△411 △1.70
17.24 16,670
240
55 △3.50
15.44 5,918
55
39 △3.50
15.44 6,350
39
14 △3.50
15.44 6,756
14
108 △3.50
15.44 19,024
108
△1,495
0.00
18.94 135,478
△299

다. 교원의 공급체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교원임용규모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정원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공급과잉 현상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원은 임용시험 경쟁
률은 2:1 수준으로 중등교원은 10:1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양성규모를 43% 감
축(중등 2010년, 50,000명→2012년, 28,064명)이 필요하며 양적 감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맞게 미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고하여야 한다.

- 484 -

교원수급정책의 진단과 과제

<표 Ⅲ-9> 연도별 교원 양성규모 감축 규모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초 등

6,224

5,718

5,408

5,209

4,795

4,380

3,880

중 등

59,117

48,495

50,828

50,099

50,000

49,594

43,731

2. 교육청수준에서의 교원수급관리 권한 확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정원의 관리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배정
한 정원을 학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정도이다. 배정 정원 내에서 합법적인 인력운용에만
주된 관심을 기울일 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원을 운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과 같이 특별한 경
우에 별도로 채용하여 일정 기간 임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없는 등 시·도의 여건에 맞는
교원 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도별로 학생 수
감소 등 여건 변화, 새로운 교육정책,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여건 조성 등에 대응하기 위
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원정원 통합관리권 부여
시․도교육청의 지역요구 충족과 학교급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원수
급 체제가 탄력적이어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부터 탈피하여 단위학교의 자율
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정원을 확보하여 단위학교로 교원인력을 충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분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교사에 대한 학교급간 교원정원
의 조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배정받은 정
원의 범위내에서 유․초․중․특수․비교과 자격별 교원수를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한

결

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초․중학교 통합교사 자격증 문제이다. 이미 초․중․고등학교 통합운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초․중학교 교사자격은 별도로 주어지고 있어서 상호교류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기는 중학교 업무와 상업계, 공업계, 농업계, 가사계, 일반고교 등 다양
한 선택교과 중심으로 계열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등학교 현장의 교육과정의 운영의 다
양화와 교사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교사자격의 복수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교사자격증
의 표시과목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 485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채용예정직(교과목)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
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취득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과
정의 범위와 난이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복수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
려 교사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
수전공․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위헌판결 사유로 복수․부전공자의 경우, 교육실습은 복
수의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임용시험도 한 과목으로만 치기 때문
에 가산점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
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다(2001헌마882, 2004). 교육
과정개편에 따른 고교 선택과목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등에 따라 교원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복수전공자로 한정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변화하는 교
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
등교원 양성 시 복수전공 이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양성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복수
전공자 양성 확대 기반을 조성한 이후에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과원교원의 재교육 및 재배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추가 교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과 수요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의 활용,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과원교원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대응전략이 차별화될 필요
가 있다. 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학교별로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교사제를 개
선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그 동안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학급담임
전교과지도제를 근간으로 하되, 일부 실기나 실험․실습 비중이 높은 교과에 한해 교과별
특성을 살리는 한편, 보다 심화된 수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전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즉, 초등 10개 교과 가운데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일부 교과를 교과전
담제로 운영해 왔고, 해당 교과 전담교사는 현 초등교사 중에서 관련 분야 대학원과정 이
수, 수업연구대회 수상자, 전담교사 경력자 등으로 충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교과전담제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전담 교사의 양성과 배치를 초등
교사 양성제도와 연계하면 교과전담제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다.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상치교사 해소를 위한 대책이,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과정 개정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으로 인한 교과 수요 감소에 따른 과원 교사 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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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과목 수요 감소로 인한 과원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과정 이수, 또
는 재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 교과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욱 심
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30학점 이수로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비
해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20학점이 부족하여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에 문제가 있어 통합
과목 및 선택교과 통합지도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곤란하다. 따라서 현직교원의 경우 교육
대학원을 통한 부전공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복수전공을 도입하여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신
장할 수 있고 과원교사가 해소될 수 있다.

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 확보권 부여
농산어촌학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산어촌에 많은 학교가 있지만 이미 폐교
되었거나 폐교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여
러 나라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농산어촌 학교의 미래는 어둡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도 급격히 늘어나고 농산어촌 학교 교사는 농산어촌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적절한 교원양성이나 임용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임연기, 2007). 교사의 신규채용 시 근무예정 지역 및 학교
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또는 학교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여 임용된 사
람에 대하여 전보 제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의 교
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공립교사의 신규채용은 시․
도교육감이 시․도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하
여 3～5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에는 순환전
보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가 많아,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을 필요로 하는 학
교(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
감이 학교 또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 신규채용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더 확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이 가능한데 이
를 지역에 필요한 인재 확보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학교단위 교원인사자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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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급계획은 교육행정기관 업무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단위학교의 교원인력
운영에 대해 진지한 고민하지 않게 만들고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원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학교장의 임용권한 확대
단위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도록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과 개인이 연결된 주요 프로세스를 찾아 진단하고,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선진화된 접근방
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학교 단위에서 학교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다양
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장의 임용권한
의 확대는 국가수준에서 관리․운용 범위로 규정된 수업 및 비교과교사를 제외한 교사에
대한 채용 권한 부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재
정, 인사, 교원성과, 학교장 권한에 대한 단위학교 권한 강화를 위한 법령이 정비되어야 하
며 단위학교 책임운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비정규직 교원 활용을 통한 교원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 전반에 거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단위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구안․실현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교원인력 운영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편 및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 등을 수용․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교조직의 교원인
력 구조는 여전히 소극적인 위치에 머물러 새로운 변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
위학교에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
고 자율적인 학교 운영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 학교의 인력운영 제도는 중앙집권적인 표
준화된 형태로 머물러 있는데 이를 탈피하여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
적인 체제로 변환되어야 한다(김병윤, 2011). 즉, 단위학교에서 적정한 교원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직 교원 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전제상, 2010).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사회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에 대한 개방형 임용방식으로 다양한
전문 인력이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단기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을 학교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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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중등교육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동원한다. 네덜란드는 미자격임시교사법
(Unqualified Teaching Interim Act)을 마련하여 고학력의 전문인들이 교직을 선택할 수 있
도록 유인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학교의 교원인력 채용의 유연성 확보는 교육공동체
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학교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
(OECD, 2001).

Ⅴ.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교원수급현황을 점검하고 교원정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교원 수급정책을
제시하고, 안정적 교원정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에 맞은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교원 정책의 주요 쟁점, 적용 가능성
과 한계,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초등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전담교사제 개선이, 중등은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으로 인한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과원교사 해소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
(원)과정 이수 및 재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담당 교과를 전환할 수 있는 있도록 방안
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융복합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도 미래 융복합형 인재육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될 것이며, 융복합 인
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총 교원 수요'가 국가 수준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 ‘계층화된 교원 수요'는 개별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
청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 맞은 역할을 부여
하고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원수급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수준에서는 우수한 교원자원 확보가 교원수급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미래사회 변동추세를 이해하고 교육을 사회전체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기
적이고 거시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조타수 역할을 해야 하며, 관료적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일률적인 하향식 제도 대신 미래사회 건설에 바탕을 둔 다양한 상호작용 양식의 새로
운 제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교원정원 관리의 초점을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
영과 교육을 질 확보를 위한 적정 교원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교과교사의 학교급간 배정정원이 고정되어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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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원내에서도 수급이 탄력적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학교급간 교원정원의 조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부여해야 한다. 독일은 각 주의 교사교육법에 따라 교사를 양성하는
데 신규채용 규모는 ‘특별관리교과교사규정’에 의하여 매년 특별히 신규임용 규모를 제한
해야 하는 교과를 예고한다(정미경, 2011).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여건에 따른 학생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
는 역량과 사명감이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선택교과의 확대로 인한 과목별 교사 수
급에서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수석교사가 인턴 및 임시교사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전제상,2010;김혜숙․백승관․김희규, 2006; 박
영숙․전제상․김병찬, 2009; 이윤식, 2006). 교원수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원공급을 탄
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장의 임용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결부하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는 전체 교사의 반 이상이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0세 이상으로 향후 10년이내에 ｢교사 정년퇴임 쓰나미｣로 인한 교사 부족을 우려
하고 있다.(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and America's Future, USA TODAY, 2007).
더불어, 유네스코 통계국과 세계노동기구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아시아와 아
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1,800만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선진국과 개도국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주호,
2011).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교류에만 급급할 필요는 없다.
‘다국가 대상 양방향 교류’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교육 나눔의 변화를 모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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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gnosis and Task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in Korea

Chun, Se-Yeou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Byeong-Yun (Daejeon Metropolitan Offices of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discuss policy of diagnosis and tasks for efficient use of the Number
of Teachers.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and problems of effective reassignment.
The diagnosis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were pointed out as follows; 1) to
make a new criterion for security of teachers 2) to improve reassignment formula of teachers
for exactitude 3) to authoriz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the
adjustment of the number of teachers. 4) to ensure against flexibility of teachers changing
subjects 5) to authoriz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selection right of
local talent. 6) to empower the principal to employ rights about teachers
For task of the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the study suggested that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chools giving appropriate
roles and performance improve inefficiency about allocation of resources
Key words : supply-demand policy of teachers, the number of teachers, re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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