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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최근들어학교교육의문제점들이교육학자들과일반인들에의해강도높게제기되
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시도중의하나가 교사에게초점을두는것으로 교사교육의문제점을분석하고이에
대한대안을마련하려는것이다.
교사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 온 점은 교직은 타 직종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전문직이기때문에, 이에합당한체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 교직의전문성에관한논의는크게두
가지차원에서거론된다(이홍우, 1997). 하나는사회인들에게교직에대한응당한인식과대우를촉
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 전문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교직에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
해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전문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준들을 열
거하고교직도그기준에맞는다는것을입증한다. 또하나의논의는교사의자질과관련되는것
이다. 이러한논의는대체로교직은전문직인가? 그렇다면교사를어떻게양성해야하며현재교직
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가? 등이다.
첫번째논의가교직의전문성을일반인들에게알리고이에합당한대우를촉진한다는뜻에서 ‘밖
으로향한논의’라고한다면두번째논의는교직에종사하는사람들스스로의자질을검토한다는
뜻에서 ‘안으로향한논의’라고할수있다.
교직의 전문성을 거론한 기존의 많은 논의는 밖으로 향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교사에대한대우가사회적으로열악한점이문제시되고있는시점에서당연한것이었는지
도모른다. 그러나우리가관심을가져야할부분은교직자내부에서전문성에합당한자세를갖추
도록노력해야 하며이러한 안으로향한 노력이선행될 때밖으로 향한호소도그 효력을발휘 할
수있을것이다. 이러한노력은여러가지각도에서이루어져야한다. 교사의전문성이어느단기간
의훈련이나몇가지의단순한방법으로길러지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교직에입문하기전의직
전교육, 교직입문후의여러현직연수와현장경험, 그리고개인의끊임없는반성과성찰․재시도,
교사개인의인생경험까지도전문성을갖추는데중요한요소가된다.
이 중에서도 교직에입문하기 전에받게 되는교육, 즉 교사양성 교육이갖는 의의는크다. 교사
양성 교육의 과정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경험을

교사교육의반성과대안탐색

247

제공하게되고이러한경험은이후에교사로서의인식과행위에영향을미치게된다(이윤식, 1994).
교사양성체제가갖는중요성과학교교육에대한끊임없는문제점제기로인하여그동안교사양성
에관한수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이러한연구들중의많은연구들은교사양성교육내용의부
적합성에대한 비판과대안을다루고있다. 즉교육의내용이 교사의전문성을기르는데는부적합
하고 교육의 전개과정 역시 교육전문가 육성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수있는대안들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교사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가?
즉교사교육의목적을어디에두어야하는가? 이다. 교사교육의목적에따라서내용과방법은달라
지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김영우, 1994; 정태범, 1994; 최용섭, 1984; 한명희,
1997)에서는 교사교육의 목적을 교과교육의 전문가와 학교교육 전문가 측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더구체적으로말하면교사의역할을교과내용전문가, 학생을잘지도하는학생지도전문가, 학급
을잘조직하고이끄는학급경영의전문가등으로세분하고있다.
이러한논의들이부분적으로는합당하지만, 교사의역할가운데핵심적인측면을간과하고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문제점으로 첫째, 교사의역할을 교과내용의전문가로만 규정하고 있는점이
다. 이러한주장에따르면교사는 자신에게맡겨진교과의내용을 잘조직하여학생들에게이해시
키면 된다. 그러나 교과는 명시된 차원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명시되지 않는 묵시적
차원이있다. 우리가누군가에게무엇인가를 가르친다고할때명시된 차원의내용만이아니라말
하여지지 않는 것의 의미까지도 가르쳐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Polanyi가 말한 인격적 앎
에도달할수가있다. 인격적앎을가르치는하나의방법이교과를가르치는데있어서명시되지않
은차원의교과의배경적지식까지도재체험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교사교육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학생지도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볼 때 논의의 초점이 실천
적인전문성을 요구하고있다. 시대적으로 학생들의생활및인성지도에 교사의많은노력이투입
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동의한다그러나많은교사들은학생지도와관련하여이론적공백상
태에있다. 물론부분적으로생활지도나 상담에관한것을습득하기는 하지만이것은부분적인단
편적인수준에불과한것이다. 근본적으로학생들의생활이란어떤것인가? 인성이란무엇이고교
사가 관여 할 수 있는 인성지도의 범위는? 이때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교과를 통해서 인성지도를
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등에관한이론적전문성을가져야한다.
셋째, 교사는가르치고배우는것을본업으로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 이들에게일차적으로필
요한것은가르침과배움에대한이론적이해와이를행할수있는실천력이다. 따라서교사들에게
는가르치고배운다는것은무엇이며이것을어떻게실천할수있는가에대한끊임없는사색이요
구된다. 이러한것들이교사에게요구되는가장중요하며기본적인것이라는점을생각해볼때, 기

248

한국교원교육연구제19권제1호

존의논의는 교사의역할가운데부분적인 것에만초점을맞추어왔으며, 비본질적인논의에시간
과노력을허비했다고할수있다.
물론일부논의들은교직의전문성을보장하는근거의하나로교사에게는가르치고배우는현상
에 대한이해가 필요함을강조하고 있기는하다(신재철, 1991; 한명희, 1997; 정진곤, 1997). 그러나
교사교육의 내용에 이러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는 논리적 구조는 무엇이며, 교육현상이 구체적
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본격적인탐색이시도되지않았다.
넷째, 기존의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교사교육의 목적으로 메타교육의 전문성을 추가한다. 이
는 세 번째 목적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이다. 메타교육은 그 정의상 ‘교육의 교육’
에해당되는것으로, 다양한형태의교육적상황에적용될수있지만, 특히교사교육의문제에유용
한시사를줄수있다(장상호, 1997). ‘가르치는것을가르치고배우며’, ‘배우는것을가르치고배우
는’ 현상을이해하고실천하는것은교사들의삶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그러나지금까지
의교사양성교육과정에는이러한요소가결여되어왔음을쉽게발견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중등학교교사양성교육의문제점을진단하고대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
있는데 특히 교사양성교육의 내용 즉 교육과정 탐색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교사양성교육의목적상의문제점은무엇인가?
둘째, 교사양성교육과정의문제점은무엇인가?
셋째, 교사양성교육의대안적목적은 ?
넷째, 교사양성교육의대안적교육과정은?
2. 연구방법

본연구는교사교육에관한문헌과선행연구결과를기초로하고교사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
실시하고교사들이제출한자기보고서를분석하였다.
가. 설문 조사

교사들을대상으로한설문지는본연구자들에의해개발되었는데교사양성교육을담당하고있
는사범대학교수 3명과 2명의장학사의자문을받아작성되었다. 조사대상은현재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있는 교사들 총 226명이었으며 설문 문항은 대학시절에 이수한 교과가 현재 교직생활에
도움이된정도, 대학에서이수한교직과목이교직생활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교육실습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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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교직생활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 교사양성교육에서강조되어야할내용을묻는것이었다. 결
과처리는 SPSSWIN 10.0 Program Package를이용하여빈도분석을하였다.
나. 보고서 분석

교사들에게 대학시절에 이수했던 교직과목이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주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기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은 총 80명이었는데
불성실한보고서를제출한 20명을제외하고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은대상자는 5년이하경
력교사가 20명, 6년이상 - 10년이하교사가 20명, 11년이상경력교사가 20명으로총 60명이었다.

Ⅱ 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반성
1. 문헌분석을 통한 반성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교사양성 교육의 내용에 있으나 내용에 대한 반성에 앞서 교사양성교육
의목적에 대한기존의논의내용을간략히 언급하고자한다. 교사교육의 목적이무엇인가하는문
제는지금까지의 교사교육논의들에빠지지않고 등장하고있다. 일부 글들은교사양성교육의목
적이라는주제하에논의를전개하진않았지만교사의역할이무엇이어야하는가에대해서도많은
대안을 제시하고있다(김영수 외, 1998; 안창선․남경헌․이욱범, 2000). 학자에 따라서다양한 교
사교육의목적들을 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 다양한의견중대부분 공통적으로제시한목적이교
직에 대한 사명감과 신념,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능력,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 능력, 학급경영
의전문적능력들을들고있다.
교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교육의 내용, 즉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교육과정을크게네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한명희, 1997). 그네가지란교양과목, 현재교육학으
로 통용되는교직과목, 교과교육학 영역, 교과내용학영역으로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의내용
을그림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차원에따라서기존에논의된내
용을분석하고마지막으로이러한논의의문제점이무엇인가를밝힌다. 논의에서는교사양성교육
의 내용과직접 관련되는교양교과, 교직교과, 그리고 교과교육학에대한 논의를 전개하고교과내
용학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교과내용학은 각 과의 전공교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논의는별개의영역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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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학

교직
교과
교양교과

교과
내용학

〔그림 1〕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
가. 교양교과에 대한 논의

사범대학의교육과정에있어서가장심각한문제점의하나로제기되는것은사범대학의교육과
정이 일반대학의 그것과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특색 있는 교사양성 교육내용의
미비(백명희, 1990), 중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학의 특성결여(김명한, 1988), 사범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정재철외, 1983), 사범계 대학의 전문성, 특수성 취약(이돈희,
1990), 함량미달의무정형의교육(노종희, 1994)등의표현으로사범대교육과정의문제점이제시되
어있다.
이러한문제점은교양과목에도그대로해당된다. 교직이수대상자들의교양교육과정은일반학
생들에게 과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교양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
제이다. 실제로사범대에다니는학생들이나일반학과에다니는학생들이이수한교양과목을비교
분석해보면이는분명히드러난다.
또한일반계학과에다니는학생들중교직과정이수자는 2학년이되어서 1학년때전과목의평
균학점에의해서선발이되기때문에교양과목의차별성은기대할수가없다. 게다가최근들어학
생들의취업의문이좁아지면서안정적인직업의한분야로교직을선택하는경향성이증대하면서
학점을높게받아교직과목을이수하기위해서교양과목중학점받기가용이한과목위주로이수
하는경향성이있다.
김영우(1994)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범대학의 현행 교양교육과정은 사범대학으로서의 특수성을
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 결국, 교사양성에있어서교양과목의내용과구성상의문제점을정
리하면, 일반대학과교양과목이동일하고그과목이교직의전문성이라는측면과의연계성이고려
되고있지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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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직교과에 대한 논의

교사양성과정에서교직의전문성확보를위해이수하게되는과목이교직교과다. 이러한교직교
과는우리가흔히교육학이라고말하는영역들로구성되어있다. 교사양성을위한교직교과에서가
르쳐야할 교육학의성격에대해서는실제적인 측면과이론적인측면을강조하는 입장이있다. 전
자의입장즉교사양성과정에서가르쳐지는교육학은예비교사들이대학을졸업한후학교현장에
서 아동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들과 내용으로 구성되
어야한다는 주장은그동안학교 현장에서근무하는많은교원들로부터 끊임없이제기되었다. 사
범대학에서배우고익히게되는교육학관련교과목은예비교사들이대학을졸업한후학교현장
에진출하여학생들을가르치고지도하는데에실제적인도움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학교현장과유리된교육학의무용성에대하여많은교육학자들이여러가지측면에서그러한주
장을반박하였다. 그가운데비교적체계적이고설득력있는논의는김안중의글(정진곤, 1997 재인
용)에서찾아볼수있는데그는교육학의학문적지식이반드시교사들이 학생들을가르치는데직
접적인도움을 주어야되는것이아니며, 이러한입장을주장하고 있는사람들은교육학의학문적
성격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사람들이라고주장한다.
또한김안중은비록교육학이교사들에게학교현장에서학생들에게자신이담당하게될교과를
가르치는것이나학생들을지도하는데에도움을주지않는다고할지라도, 교사양성과정에서예비
교사들에게 “교육현상의이해”를주된목적으로하는교육학이라는학문을가르쳐야만하는데에
는충분히 그럴만한이유가있다고설명하고 있다. 교육학을예비교사들이 배우고익혀야되는이
유는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여주며, 이러한 깨달음을 통
하여자신의존재에대한의의와보람을가질수있도록하여주며, 이는교직에의헌신과사명감을
불어넣어주게된다라고하였다. 김안중에의하면교육학자는교육현상에대한이해를도모하고자
하며, 이러한 이론은 본질적으로 ‘극도로 추상적’이며, 그 정도만큼이나 실제와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없다. 이러한점에서교육학 이론이교육실제에적용할 수없다거나학교현장에서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는 교육학의 학
문적성격과교육학자들의본질적인과업을제도로이해하지못하는무지의소산이다라는것이다.
이와같은김안중의논의에서교육학성격의다음과같은가정들을발견할수있는데, 그것은교
육학이론이 ‘교육현상에대한이해’를추구하는학문으로써교육실제와는구분되며, 그러한교육
학의학문적성격은비교적시대와사회를초월하여교육학이론의본질적인특성이라는것이다.
다른한편, 일부학자들은교사양성과정에서가르쳐지는교육학은학교현장에서학생들을지도
하고 가르치는 데에실질적이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두 가지 입장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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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성과정에서교육학이 지녀야할성격에대하여 대조되는입장을취하고있다. 즉김안중과같
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학의 이론적 성격을, 교과교육전문가들은 교육학의 실제적 측면을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두가지입장을고려해보건대, 교사양성과정에서의교육학의이론또는실제에대한강
조점은 시대와사회적상황에따라 달라져야한다. 즉 어느시대적상황에서는교사양성과정에서
의교육이론이강조되는데비하여, 다른시대에서는교육학의학교현장과의연관성이강조되어진
다는 것이다. 동시에 양성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학의 성격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
성이있다.
요약하건대, 교육학 과목과 관련된 논의의 쟁점은 교육학 과목이 이론중심 이어야하는가? 아니
면 실제적 측면이어야 하는가? 에 모아졌었다. 실제로 교사들의 입을 통해 가장 흔하게 듣는 교사
양성교육과정의문제점은교육현장에필요한실제적인기술과방법을제공해주지못한다는것이
다. 이에대해일부교육학자들은 그러한생각은교육학과목자체에 대한이해의결여에서나온다
는것이다.
다. 교과교육학에 대한 논의

최근 들어 교사교육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교과교육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사교육과관련한교과교육학에대한대부분의논의의초점은교과교육학은교사가자신의
전문성을발휘하는데필수적인영역이라는점이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한국의교과교육
학은독립적인 학문으로인정받을만큼체계적인 정체성이정립되어있지못한 상태다. 그래서향
후과제는교과교육학에대한전문적인연구가진행되어야하고대학에서교과교육학을제대로가
르칠 수 있는 교수가 필요하며 또한 교사양성교육과정에 교과교육학 관련 과목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곽병선외(1988)에 의하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알맞은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이 내용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하는 이른바 교과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생명이며
교과교육의전문성 여부는곧교사의전문성 기준이된다는것이다. 그런데이처럼중요한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교과교육학이 홀대를 받은 이유는 교사양성 기관의 교과 교육에 대한 관심 결여
등제요인과함께, 교육학자들의피상적인관심과해당교과학자들의학문중시적태도때문이다.
김용숙(1988)은 한국에서 교과교육 연구가 부진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교
육학 전공자나 교과에 관한 해당분야의 학문전공자들은 교과교육학이 학문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를외면하거나연구를기피해온것에원인이있다. 둘째, 사범대학의교육과정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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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일반대학과거의비슷하여, 사범대학의특성을살리지못함으로써교과교육전문가를양
성치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교과 교육 자체의 문제로서 교과 교육학의 학문적인 애매성
과 연구상의곤란성에도 있다. 넷째, 교육현장인초등학교에서는 전인교육에 대한 잘못된이해로
교과의전문성이환영받지못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입시위주의교육으로인한학원식교육역
시교육풍토가교과교육연구를부진하게만드는중요한요인이라고볼수있다.
한국교육학회는 1983년 “한국교육학이론체계의모색”이라는주제로학회창립 30주년기념학
술대회를개최하였는바교과교육학분과토의에서교과교육발전을위해다음과같은제안이있었
다(강환국, 1983).
첫째, 교육대학이나사범대학에서일반교육학자가교과교육전문가가담당해야할과목을담당
함으로써교과교육학이발전할기회가없었다. 특히교직과정중교육방법학영역인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는 학습지도법등으로 바뀌었듯이각과 교육과정, 각과교육평가 등으로 바꾸고, 이들과
목들을교육학과 교수가아닌각과교수가 담당하도록하여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교과교육학
개발은물론교과교육전문가를배출할수있게될것이다.
둘째, 교육대학이나사범대학에서각과교육론, 각과교재연구, 각과지도법등교과교육학영역
의과목을담당할교수를채용하려해도이를전공한전문가가없다. 이러한교과교육전문가가양
성될수있도록교육대학원이그고유한기능을수행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교과교육학의개발
과 발전은 일반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주도될 일은 아니다. 교과교육학자들에 의하여 주체적이며
창의적으로 연구될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각과교육전공은 이 전공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교육과정이계획, 운영되어야할것이다.
라. 논의에 대한 반성

① 목적논의에 대한반성
교사양성교육과정에대한논의에대한문제점을제시하기에앞서교사양성교육의목적에대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한다. 첫째, 교사교육의 목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사명감과 신념이 투철한 교사양성이 교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강환국,
1989; 김영우, 1994; 정태범, 1994; 한명희, 1997; 최용섭, 1984).
물론 교사교육의 목표에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연구자들도 동의한다. 그러
나 이러한 관점으로만 교육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교사들의 주요 임무는 자기의 학생들을 맞이하여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배움을
본위로하기 때문에, 교사들이가르침과 배움에대해서이해하고이를 실천하는능력을기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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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장중요하다.
기존의논의들은사범대학의신입생선발과정에서교직에대한사명과신념이평가되어야한다
고주장한다(이윤식, 1994; 이종재, 1990; 강환국, 1989). 그렇다면 무엇을기준으로평가할 것인가?
예비교사 선발과정에서 교사의 자질이 평가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이들이제시하는기준에는이에대한언급을찾아볼수없다.
둘째, 교사교육 목적에 관한 논의들은 담당교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주된 임무
이기 때문에, 교사교육을 통해 교과에 관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강환국, 1989; 김영
우, 1994; 정태범, 1994; 조규향, 1984; 허종갑, 1985; 홍은선, 1983). 그런데문제는이러한논의들이
단순히교과내용에 관한전문가측면만을강조하고 있다는것이다. 다시 말하면주어진교과의내
용을잘이해하고이를잘전달할수있는방법론적측면을강조하고있다는것이다.
교육적활동이현재의수준을넘어끊임없이더높은수준의것을추구하는활동임을감안할때,
교과의발생과정을거슬러올라가재체험하는것은가르침과배움의활동을추구하는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교육의 목표로 교과교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논의에는 이러한
측면이언급되지않고있다.
셋째, 교사교육에관한대부분의논의들은학생지도와학급경영에대한전문적식견을교사교육
의 목적 중의 하나로 주장한다. 학교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동의하나, 그내용면에는논의의여지가있다. 학생은하나의인간으로서대단히다양한
문제사태에부딪힐수있다. 그렇다면교사가지도해야하고, 지도할수있는영역은어디까지인가?
도대체한인간을지도하는것은어느선까지허용될수있는가? 학급경영은학교가하나의제도이
기때문에 교사에게요구되는자질이다. 그러나이것이가르치고배우는 활동과무슨관계가있는
가?
따라서학생지도나학급경영이교사교육의목표에포함되기위해서는이상의문제들에대한깊
이있는재검토가뒤따라야할것이다. 그리고이러한활동이교육본위의활동과관련되어행해질
수있는방법도모색되어야한다
② 내용논의에 대한반성
앞서 제시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한다. 첫째, 기존의논의들은교과만을교사양성교육의내용으로생각한다는점이다. 교과가교
사교육의주된내용으로등장한것은교사교육의목표와도관련이있다. 즉, 이것은교과를잘가르
치고학생을잘지도감독하는사람이교사라고보는관점과상통한다. 그러나교사와학생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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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명히 하나의 교육적 관계임을 감안한다면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만 있다면 교과 이외
의수많은영역이교육의소재가될수있다. 인간의성장을도모하는것이교육의본질이라는것을
생각한다면, 역사적으로드러난수많은것들이교육의소재로선택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논자
의입장을지원해줄수있는주장으로한명희(1997)의글을들수있다.
… 지식, 기술전문성개념은교육행위의여러측면을간과하는점이있다. 인간은생물적, 역사적, 사
회적, 이성적, 인격적측면의중층적구조로성립된존재이고교육적행위는그때그때의특유의구조에
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 어떤교사가어떤상황에서학생을접하게될때가르치는교과와관계없이
이 같은 중층적 차원의 고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랑거가 말했듯이 교육이란 단순히 기술적인 것,
혹은비기술적인것, 예술적인것으로보지않고과학적지각과기술적규칙과예술가적천재와의그어
느것과도 비교할수없는독특한혼합이기때문이다(한명희, 1997, P. 6: 6-12 ).

이처럼그무엇과도비교할수없는독특한형태가교육이라면, 이러한활동을진행하는데반드
시교과만있어야하는것인가? 교사양성교육의내용에는교과가분명히포함되어야하지만, 교과
외에도인간의위대성을증명하려고노력한수많은소재가교육의내용으로포함되어야한다.
둘째, 교과를교사교육의내용으로포함하는데있어서명시화된교과의내용만을강조하고있다
는 것이다. 즉, 명시화되지 않은 교과의 배경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를 폭넓
게이해하기위해서는교과의내용과더불어그이면의역사적․철학적․사회과학적맥락들을동
시에이해해야한다. 물론명시적인교과의내용에대한이해가없이는그것에관한배경을이해한
다는것이불가능하다. 그런점에서볼때명시화되지않는교과의배경에관한이해가가능하기위
해서는우선적으로 교과의내용에대한철저한 이해가있어야한다. 그러나교사는학생들에게교
과의 내용적 이해만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명시화되지 않는 교과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
에게 재 체험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적인 측면만을 지나치
게강조하는경향이있다.
셋째, 현재교사교육의 내용인교육학(교직과목)의 문제점을지적하고자한다. 현재의교직과목
은 타학문을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다. 예를 들
면 교육심리학은 심리학적 배경을 가진 교과이고, 교육철학은 철학을, 교육행정학은 행정학을, 교
육사회학은사회학을각각모태로한교과들이다. 한예로교육학과학생들은 3, 4학년이되면서자
신들이배우고있는교육학이교양과목으로배웠던철학, 심리학, 사회학등과매우유사하다는것
을알게 되면서혼돈을경험하는경우가 많다. 이러한교직과목들이 과연가르침과배움을세계를
이해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가?
그런데 교사교육의 내용에 관한 논의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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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교직과목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에의견일치를보인다. 교직과목이교사의전문성을기르는
데 필요하다는 점은 기본 가정으로 한다면 어떤 성격의 과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논
의의초점이모아진다. 즉, 교직과목의실제적측면이더중요한가? 이론적측면이더중요한가? 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신재철, 1991; 정진곤, 1997; Carr, 1990).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
는이론적측면이라는것도현재의교직과목내에서이론적성격이강한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
육심리학을지칭하는것이다.
현재의 교직과목들이 앞서 열거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데
는별로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교사가전문가라면당연히가르치고배우는세계를이해하는안
목을갖고있어야한다. 이러한점에대해서입장을표명한김안중의글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교육현상의 이론적이해는교사가 하는 일의 의미와중요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준다. 교사가자신
이하는일의의미와중요성을명확하게인식하는것은교과교육학이교사에게줄수있는것 -교과교육
의체계적인방법과기술 - 에못지않게아니면그보다도더중요한교사의자질이다. 자신이가르치고
있는교과가인간의삶에서어떤의의를갖는지를정확히인식할때비로소교사는자신의존재의의를
느낄수있다. 이점에서교직과목을통하여교사가획득하게되는교육현상의이해는교사의자질로서
언제나강조되고있는교직에의사명감의가장근본적인원천이된다. 교직과목에의사명감은교직과목
중의어느특정과목을통하여심어줄수있는것이아니라여러교직과목이통합적으로제공하는교육
현상의총체적이해를통하여체득될수있다(정진곤, 1997 p. 51에서재인용).

위글의필자는교사에게중요한자질중의하나는교육현상에대한바른이해라는점을강조하
고있는데이점에대해나는매우반가운마음으로동의한다. 그러나이를위해다양한교직과목이
필요하다는점에 대해서는입장을달리한다. 위의인용문은기존의교직과목들이 이역할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직과목은 교육현상을 밝혀주는 교과가 아니라
타학문들의 조합체이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현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현재의 교직과목은교양과목영역에포함시키고, 교육현상을제대로설명해 줄수있는대
안적교육학이그자리를대신해야한다고생각한다.
2. 설문조사결과에 의한 반성

교사들에게 교사양성 과정에서 자신이 이수했던 교과목들이 교사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되었는지? 도움이되지않았다면그이유가무엇인지? 그리고특별히교사들이관심을갖는
교육실습이도움이되지않았다고응답한사람들에게그이유가무엇인지? 를조사하였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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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양성교육과정의문제점을교사들의시각에서바라보고자한것이다.
다음 표〔표Ⅱ-1〕은 교과영역을 교양, 전공, 교직관련과목, 교육실습으로 나누었을 때 대학시
절에이수한 교과들이현재의교직생활에어느 정도도움이되었는가를분석한 결과이다. 이결과
에 의하면 전공과목이 평균 3.60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교육실습
3.60, 교직관련과목 2.94, 교양과목 2.92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교사들이교사로서의자신의역할을전공교과를가르치는데역점을두기때문에
전공교과의이수가 교직생활에많은도움이되었다고 응답한것으로도해석할수 있다. 그리고교
직과목이상대적으로점수가낮게나온것은교직과목의개편필요성을시사하는것으로도생각해
볼수있다.
<표 1> 이수교과들이 교직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내 용
평균(M)
교양과목
2.92
전공과목
3.62
교직관련과목
2.94
교육실습
3.60

표준편차(SD)
.87
.90
.88
.87

다음 <표 2>는교직관련과목이수가도움이되지않았다고응답한사람들을대상으로그이유
가무엇인가를질문한결과이다. 이응답중 56.7%의응답자가 ‘너무이론에치우쳤기때문’이라고
하였고 31.7%가 ‘가르침과배움에대한내용이결여되었기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추 할 수 있는 설명으로는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교직과목은 실천 지향적
인 학문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교직과목이 이론 중심이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교직과정에가르침과배움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
<표 2> 교직과목이수가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내 용
빈도(N)
너무이론에치우치기때문에
68
교과의내용이너무빈약해서
2
교수들이학교현실을너무모르고가르치기때문
10
자신이열심히수강하지않았기때문에
2
가르침과배움자체에대한내용이결여되었기때문
38
기 타
0

비율(%)
56.7
1.7
8.3
1.7
3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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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3>은교육실습이교직생활에도움이되지않았다고응답한사람을대상으로그이유
를분석한것이다. 응답자중 41.2%가기간이너무짧은점을지적하였고실습지도교사의지도부실
은 29.4%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기간을 현재의 4주보다 더길게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이러한점은교사들이제출한보고서분석에서도나타났다.
<표 3> 교육실습이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내 용
빈도(N)
기간이너무짧아서
14
실습지도교사의지도부실
10
자신의무성의
2
실습대상학교의행정적지원의부족
5
1기 타
3

비율(%)
41.2
29.4
5.9
14.7
8.8

한국의교사교육제도에서항상문제가되어왔던것은실질적인학교현장체험의기회가적다
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실습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기간도 너무 짧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체적인자료를통해각국의교육실습기간및내용, 평가적측면을한국의경우와비
교해보면다음과같다.
<표 4>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교육실습현황

국가
독일
내용
재학중교육실습 10주(점차로증
기간
가추세로보임)
교육부장관에
교육실습지도자 의해임명된
전문지도교사
교육실습담당
평가담당자
전문교사
학부과정외의
18개월간의
교육실습
수습교사생활

미국

일본
최근 4주로개편
18주～1학기
(대학마다차이)
일선 학교의 교사 학교교사와교육
와 교육실습 담당 실습지도교수
교사
교사와 실습 담당 실습학교의전
교사, 교육실습
교수
위원회
5년째 프로그램 5 대학마다 차이를
년프로그램
두고시행중

한국
4학년재학시
4주(4-5월에집중)
실습학교의교사
실습 학교의 교사
나연구주임
수습교사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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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교육실습은다른국가에비해그기간이짧아학교업무능력숙지에불충분하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을 한정된 학교에서 받아들이다 보니 최하 3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한 학교로 실습
을나가기도한다. 또독일이나일본, 미국에서는다각화되어있는평가방식이실습학교내에서의
실습지도교사와연구주임의평가적측면에만국한되어있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따
라서차후의교육실습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3. 교사들의 자기보고에 의한 반성

다음은 교사들에게 대학시절에 이수했던 교직과목이 교직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 에 대해서
보고서를쓰게한결과를분석한것이다. 60명의보고서를분석한결과대체적으로다음과같은공
통점이있었다
가. 이론과 학교현장과의 괴리감

보고서중약 50%이상이교직과목이너무이론에치우쳐서자신들이교직생활을하는데는크게
도움을받지 못했다고보고하고있다. 이러한이야기는우리가흔히 접하는것으로교직과목은실
천적인기술을가르쳐주어야한다는기대감에서오는문제인것같다. 이러한심정을털어놓은대
표적인사례한가지를소개한다.
교직 생활 13연차인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전 대학시절에 수강했던 과목들을 찾아보았다. 교육
원리,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사회 그리고 각과 교육론. 언제 공부했었나 싶게 까마득하다.
수업내용이나 교육의 원리나 따질 것도 없이 기억이 나는 것이 별로 없다. 아마 학부 때는 이런 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다만 수업에 참여
하고학점만따는것을중요하게생각했을것같다. 교사가되기위해서교육학을배웠음에도그것이이
론에치우쳐있었기때문에교직생활에는도움이되지않은것같다.(여교사/경력 13년/ 수학담당)
나. 교육실습의 중요성

보고서 제출자 중 상당수가 교육실습이 자신의 교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실습기간을더연장하고내실있게운영할것을강조하고있다.
… 하지만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였나 하는 질문에 나는 답할 길이 없다.
현장에서실제로도움이된것이있다면아마도실습일것이다. 지금도그렇겠지만교과서가어떻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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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는지도모른체어떤과정인지교육과정이니평가방법이니이론으로만배운상태에서현장에나간
다는것은내게는너무무리였었다. 많은시행착오를거쳐새로이배워나간다는마음으로모든것을새
로운시각으로시작하여야한다. 교육학은실습을통해서배워야하는과목인것같다. 현장에서직접느
끼며적용을하면훨씬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습기간은 1달이좀 넘는다. 실제적으로 학생들과접하며
교사의길이무엇인지를깨닫게해주는아주짧은시간인것이다. 교육에대한이념과과정을이해하고
현장에서 방법과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시간을할애하여보다실질적인습득이더효과적일것같다 (남교사/ 경력 14년/ 물리담당 ).
다. 교직과목의 변화 필요성

교사들은 교직과목의 내용이 교사들의 욕구와 시대적 요청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
존의교직과목으로는교사의역할수행을잘해낼수가없기때문에교사들의요구와시대적요청
에맞는내용으로교직과목이변해야한다고말하고있다.
‘학교붕괴’니 ‘교실붕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가 않은 상투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는
단어가되었다. 교사들이배워서알고 있는교육학으로는설명할수 없는일들이학교현장에서너
무많이일어나고있다. 아이들을이해하려고하면할수록절망감만깊어지고만다. 교육을바라보
는관점, 학교를재구성하는상상력, 새로운인류에대한성찰이어느때보다절실하게필요한시점
이다. 교사의역할을잘수행할 수있는새로운교육학 과목들이교사양성과정에도입되어야한다
고생각한다. (남교사/ 사회담당/ 경력5년)

Ⅲ. 교사양성 교육의 대안 탐색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양성교육의 목적이 확립되어
야한다.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제시되고 있는 교사양성교육의 목
적은 학교교육의 전문가(교과내용의 전문가, 학생지도와 학급경영의 전문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교사는물론학교교육전문가로서의역할도수행해야하지만더불어교육전문가로서의역할
도수행해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교사교육의목적을다음과같이제안한다. 이그림에의하
면교사교육의목적은크게는 3차원으로나누어지며구체적으로는 8개의차원으로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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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전문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

실천적 전문성
교과내용 대한 전문성

교사
교육
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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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에 대한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성

전문성
교과배경에 대한
학생지도 전문성

전문성

학급경영 전문성

메타교육에 대한

이론적 전문성

전문성
실천적 전문성

[그림 2] 대안적 교사교육의 목적

교사양성교육과정에어떤내용이포함되고강조되어야할것인가는교사교육의목적을무엇으
로삼느냐에따라서달라지게된다. 따라서교사교육과정에대한대안제시는기존의교사교육과정
에대한 반성과위에서제시한교사교육 목적을토대로한다. 앞서교사양성교육의목적을교육전
문성, 학교교육 전문성, 메타교육전문성으로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당연히 교사교육의 내용은 이
러한목적을달성할수있는내용으로선정조직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교사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교사양성교육과정의내용으로
강조되어야할 것으로다음과같은것들을 들고있다. 결과에서보여 주듯이교사들은교사양성교
육에서강조되어야할내용으로가르침과배움의과정과방법을익힐수있는내용에대해서 1
순위로 답한 사람이 45.1%, 2순위로 답한 사람이 23%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1순위로 답한 사람이 30.5%, 2순위로 답한 사람이 36.3%, 그리고 전공교과를
잘가르치는데필요한내용에대해서는 1순위로답한사람이 32.3%, 2순위로답한사람이 16.4%
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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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사양성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
1순위
2순위
내 용
N(%)
N(%)
가르침과배움의과정과방법을익힐수있는내용
102(45.1)
52(23.0)
전공교과를잘가르치는데필요한내용
73(32.3)
37(16.4)
학생들의인성교육에필요한내용
69(30.5)
82(36.3)
학교행정업무를잘처리하는데필요한내용
5(2.2)
14(6.2)
동료교사들과인간관계를잘처리할수있는능력
3(1.3)
7(3.1)
기 타
0(0.0)
0(0.0)

무응답
N(%)

72(31.9)
116(51.3)
75(33.2)
207(91.6)
216(95.6)
226(100.0)

본 연구에서는교사양성교육에필요한 교육과정을다음 <그림 3 >과 같이제안한다. 교사양성
교육과정은크게교양교과, 교과교육학, 대안적교육학, 교육실습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이대안
은 현재의 교사양성 교육과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교양과목은 일반교양과 교직교양으로,
교과교육학은 명시적 영역과 암묵적 영역으로, 대안적 교육학은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으로,
교육실습은수업, 학생지도, 학급경영으로구분해볼수있다.
교과

대안적

교육학

교육학

명
시
적
영
역

암
묵
적
영
역

이
론
적
영
역

실
천
적
영
역

교육실습

수업
학생지도
학급경영

일반교양

교직교양
교 양 교 과

[그림 3] 대안적 교사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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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과목

앞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에서 논의되었듯이 교사교육 대상자들의 교양교육과정은
일반 학생들에게 과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교양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가장 심
각한 문제이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중등교사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
력 즉, 담당교과에 대한 수업능력, 학급경영과 생활지도 능력, 수업전개능력, 현장연구 능력 등의
전문적능력을배양할수있는교육과정을마련되어야한다(서정화, 1982). 그러므로사범대학의교
양과목의 구성은 교양과목이 갖는 본래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반성과 교사양성대학으로서의 특수
성을동시에 반영되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 몇가지교육과정의구성원리를
충족시킬수있어야한다.
첫째, 교양교육의일반적성격에부합해야한다. 앞서교양교육의의미에서살펴본바와같이교
양교육의본래의성격, 즉 ‘이성의계발’과전문직으로 인한편협성을극복하기위한 ‘폭넓은지식
의 배양’이라고 하는 교양교육의 일반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양으로서의 성격을 고려
하여 현대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 적응해 가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도록 설정되어야 한
다.
둘째, 교육활동과관련성이고려되어야한다. 교사양성에서교양과목은교육활동에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사의 가치관, 교직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양교육
의내용은교육활동의핵심적인구성인으로서교육활동을충실하게수행할수있는능력을함양할
수있어야한다. 학문성에못지않게직업성에관심을두어야하기때문이다.
교사직의교양을기를수있는과목을필수로부과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일찍이이러한견지
에서교양으로서필요한교육학적지식을습득하기위한과목을골라교양과정에포함시켜사범대
학의교양과목을 확대할것을주장한 김순택(1983)의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사범대학의
교양과목은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 예컨대, 교직 소양론 (김영우, 1994), 교직윤리의
식, 교사와철학, 교직과인생등의과목과언어훈련에관련된분야(화법, 발음학등)에서필수로과
해야한다는제안(정재철, 1994)은충분히고려해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 사범대학의 교양과목을 사범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현행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을구성하고있는과목중일부의교과목을교직교양과목으로전환하거나, 새로운과목을
신설하여이들을교양필수과목으로부과하는방법도고려될수있다. 교직과목에서교양과정에포
함시킬 과목들은 교직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교직교양과목은 교육에 관한 포괄적
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교직에 대한 올바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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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함양시켜줄수있다는점에서사범대학의교양과정을특성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현행의사범대학교양과목가운데개론식의명칭을가진과목들은교사교육과관련시켜
다루도록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구체적으로정치학개론은교육과정치, 경제학개론
은 교육과 경제, 법학개론은 교육과 법학, 사회학개론은 교육과 사회, 윤리학개론은 교육과 윤리,
철학개론은교육과 철학등의과목으로 바꾸어교양과목으로설정하자는 제안(김영우, 1994)도하
나의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자는많은학자들의제안과본연구에서논의해온결과를중심으로다음과같은
제안을하고자 한다. 즉사범대학 또는교직과정이수학생들을위한 교양교육과정의영역을두가
지 차원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일반교양과목으로 일반적인 교양교육의 목표에 충실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 하나는 교직교양과목으로 기존에 교직과목으로 지칭되었던 과목 중
교육학 개론을 제외한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
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6 과목을교직교양으로개설할것을제안한다. 따라서교사가
될사람들에게는이러한교직교양과목을의무적으로받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현재일부사범대학에서개설하고있는계열공통교양과목은그특성을보면전공교과의
내용에가까우므로이것은전공영역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2. 교과교육학

교사는교과전문가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전문성을가져야하기때문에이러한목적을달성할
수 있는내용이 선정되어야한다. 교과교육학은 교재연구및 지도법과 교과교육론을의미한다. 교
과교육학이교사양성교육과정의내용으로선정될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야할것이다
첫째,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교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음미가 선행되어야한다.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란 무엇인가’하는문제는 기실 해묵은 문제라고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교과의 본질적인 성격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
단에서이다.
교과를넓은의미에서규정하자면, 가르치고배우는모든경험내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종
래교과내용을 지식으로만국한시키는경향이있어 왔는데, 이런주장에는 다소무리가있어보인
다. 음악, 미술, 체육, 등의교과에서는지식뿐만아니라비지적영역의내용을더욱중요하게다루
고있으며, 심지어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등의교과에서조차지적인내용에못지않게정의적
측면이나신체적영역에속한내용들을의미있게다루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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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점에서교육내용의범위를지식으로한정시키기보다는경험이라는좀더포괄적인범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교육학을 교사양성교육의 내용으로 선정 할 때
는그 내용차원의것만아니라 ‘교과교육에관련된다양한 경험들’을교과로삼아야 할것이다. 교
과의내용차원의것은교과교육학보다는교과내용학즉전공교과에서더심도깊게다루어질것
이다.
둘째, 교과의명시적차원뿐만아니라암묵적차원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앞서서강
조하였지만 교과에는 명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암묵적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과
교육영역에서는교과의발생과정을학생들에게재체험시킬수있는소재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
한다. 지식의차원에서흔히인격적 지식이존재하는데교육을통해 우리가가고자하는목표지점
이바로인격적지식의획득이아닌가? 교육의본질이가르침과배움의과정을통해자기변신을꾀
하여 자신의 체험구조 더 나아가서는 삶의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인격적 지식이
야말로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이다.
교사들이인격적지식을가르치기위해서는교과의명시적차원에만주목해서는안되고교과의
암묵적 차원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한다. 인격적인 앎이란, 말로 직접 전달될 수는 없으나, 정보
와 더불어 학습자의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앎이며, 학습자의 성향과 스타일과
판단을반영하는앎을가리킨다. 인격적앎을가르치는일은무엇보다도죽은지식, 삶에적용되지
도 않고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는일이다. 그생명이살아나도록하는교육을해야한다 (홍은숙, 1999).
이러한의미를가진인격적지식은교사들에게있어서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이기때
문에 교과교육학 과정에서 이러한 차원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교사양
성교육에서다루어진교과교육론에서는인격적지식의차원이등한시되었던것이사실이다. 앞으
로의교과교육학은이런방향으로구성되어야할것이다.
3. 대안적 교육학

본연구자들은교사교육의목적으로교육에대한전문성과메타교육전문성을제안하였다. 이러
한 차원의 전문성은 학교교육에 국한되는 전문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할수있는전문성을말하는것이다. 이러한전문성을기르는데있어서기존의교육학과목들
은 그 한계성이 있다는 지적을 앞서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Ⅲ-1〕에서와 같이
대안적 교육학 영역을 제시한다. 기존의 교육학은 교육과 메타교육의의 전문성을 기르는데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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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지못했다. 따라서 새로운차원의 교육학이소재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가르침
과배움의 구조와원리를포함한이론적 차원의소재와, 교육활동을 행하는데필요한실천적영역
이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대안적 교육학의 영역으로는 장상호(1997)가 새로운 교육학의 탐구영역으로 제시한 것
중 8개의영역을제안한다. 즉교육의구조, 교육의가치, 교육의소재, 교육과인간, 교육활동, 교육
공간, 교육평가, 교육적인식론을제안한다.
4. 교육실습

본연구자들은교사양성교육과정의하나로교육실습을별도의영역으로상정하였다. 사실교사
교육에있어서 실습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앞서 교사들을대상으로한설
문조사결과나 자기보고서의 분석결과에서도 교사들은 교육실습이 자신의 교직생활에 가장 큰 도
움이되었다고 말하고있다. 그래서 앞으로의교직과정에이러한실습기간의 연장과더내실있는
지도가이루어지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을 3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즉 수업실습, 학생
지도및상담실습, 학급경영실습으로나누어서교육실습이행해져야한다. 그이유는교사의학교
교육전문성에 해당되는것중중요한 것이교과전문성, 학생지도 전문성그리고학급경영전문성
이고교사들은초임교사시절이러한문제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기존의 교육실습은 다분히 교과전문성과 특히 교과내용전문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래
서 교육실습은 교과를 가르치는 역할과 관련하여 행해져왔다. 실제로 실습을 준비하고 실습에 임
하는학생들을 보면수업지도안을작성하고시범수업을 하는것을가장중시하는 것같다. 그러나
앞서교사들의당면과제에서도언급되었듯이교사들이겪는중요한문제중의하나가학생지도및
학급경영의역할이었다. 차후의교육실습은상담을포함한학생지도와학급경영의역할을소화할
수있도록구성되어야할것이다.
특히최근 들어교사들에게절실히필요한것중의하나가학생들의상담과관련되는역할이다.
한사람의교사가되는것은매우인성적인일(personal thing)이기에직전교육에서의상담교육은일
반적으로강의나지도교수에게서받는것과는달리의도적이고개인적인강력한지도를필요로하
고있다. 따라서교사가되려는 학생들에게다양한상담실습을권장하는 것은매우중요하다고생
각한다. 가르치는일에서도충족되고건강한인성을필요로하고있다. 이목적을달성하는것이직
전교육의책임이다(Lorti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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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교사양성교육과정을제안하였는데이를그림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교양과목

일반교양과목
교직교양과목

교과교육학
교사양성
교육과정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의구조
교육의가치
교육의소재
대안적교육학
교육과인간
교육활동
교육공간
교육평가
교육적인식론
수업실습
교육실습
학생지도및상담실습
학급경영실습
〔그림 4〕 교사양성을 위한 대안적 교육과정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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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교사양성 교육의 목적과 교
육과정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교사들의 자기보고
서분석을시도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을수있었다.
첫째, 교사란 학교교육 담당자임과 동시에 교육자체를 이해하고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
는사람이다. 인간은누구나이교육적이해력과실천력이필요하지만특히교육활동자체를생업
으로 하는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된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
는 메타교육적 전문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교사교육의 목적에 포
함시킴으로서기존의 시각과는다른입장을취하였다. 다르다는것자체가 가치를갖는것이아니
고교사교육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고교사들의당면과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이기때문에가
치를갖는다.
둘째, 본연구에서는교사양성교육의대안을제시하는과정에서교사들을대상으로교사교육의
문제점과개선점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자신들의당면문제를기록하게한보고서를
받아분석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서교사교육의대안이제시되었기때문에연구결과는교사양
성교육개선에활용될가능성이크며교사들의질적성장을기대할수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교사들에게교육과메타교육에대한전문성을길러주기위한교과내용으로
대안적 교육학을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교사교육 논의에있어서 처음 시도되는것이다. 지금
까지 교직교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교육학 자체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본연구는이러한논의에새로운대한새로운시각을갖게하는계기가될것이다.
넷째, 본연구는교사양성교육즉직전교사교육에초점을두고이루어졌으나이러한결과는현
직교사교육 즉교원들의연수내용과방법 개선에도기여할것이다. 그리고교육과메타교육에대
한 탐색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각 사회교육 분야에도 많은 시사를 할 것이다.
이러한연구과정은연구자들의협의과정을거쳐그타당성과가치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
으나몇가지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 본연구를마무리하면서차후연구에제언하고자하는내용
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교사양성교육에대한대안제시에있어서다분히그내용적차원즉교육과
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교사양성은 교육정책, 제도, 재정적 지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추후연구는이에대한구체적대안제시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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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양성교육과정의대안제시에있어서각교과가왜교사교육에필요한지? 그교과의특
성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교과목을 제안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있어야한다. 즉 각 과목을몇 학년에서 몇 학점으로개설 할 것인지에 대한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본연구자들은교사양성교육의목적으로학교교육전문성과는다른차원으로교육및메
타교육 전문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제시도 있었다. 이러한
제안은처음시도되는제안으로상당한논의거리가될수있을것이다. 이렇게많은대안적교육학
영역이필요한지? 각교과의구체적내용은무엇인지? 대안적교육학은누가가르쳐야하며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등이그주제가될것이다. 차후의연구에서는이러한문제에대한답을줄수있
어야할것이다.
넷째, 본연구는교사양성교육의대안을제시하는것에초점을두었기때문에그러한대안의실
현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지못한한계점이있다. 그리고지금까지제안한교사양성교육과정이교
사의 역할 수행에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한 검증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후속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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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considerr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investigation for
alternative plan
-Centered on training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

Park Go Hun
Bak Bu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ed and suggested to alternative plan teacher's training education
program thar have problem with curriculum. This study included that research studying, data collecting
question report and self-report from teacher.
This study was limited on expert of school education is divided with into expert of text content, expert of
student guide, expert of class management. However these are not to have enough content to bring up
specialty of understanding and specialty of practicing which is very important role of teacher.
This reflection is based on teacher's training education program that i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and
suggested to subordinate eight fields. Basically, teacher's training education program includes learners
understand teaching and learning of itself, practice them fully, have text specializing as well as management
specializing and meta-education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curriculum of alternative proposal of teacher's training education program;

① liberal subjects (teaching cultural subjects and general cultural subjects), ② subject
education (teaching material study and teaching method) ③ alternative education(structure of education,
we suggest that

value of education, material of education, education and person, activity of education, space of education,
educational evaluation and educational epistemology)
and counseling practice, practice of class management)
key word : teacher's training education

④ practice of education (class practice, student guide

․ alternative education ․ secondary school tea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