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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론

초등학교와 공동체의 가치
허병기
한국교원대학교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는‘교육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가끔씩 말하는‘교육력’은 바로 그‘교육하는 힘’이다. 좋은 학교를 말한다면 그
것은 당연히 좋은 교육력을 가진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들이 서로 경
쟁을 한다면 그 경쟁의 척도는 바로‘교육력’이 될 것이다.
그 교육력이 단지 측정된 학력만으로 대변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은 인간을 의
미있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인간의 그러한 변화는 그것이 갖는 의미와 실제의 깊이
와 넓이, 그리고 그 성질이 매우 깊고 넓고 복잡한 것이어서 쉽게 설명하거나 확인
하기가 어렵다. 측정된 학력은 교육이 의도하여 이루어낸 인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작은 일부 혹은 단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교육력은 넓
고 깊은 안목을 가지고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서 다 그렇듯이, 교
육력에 대해 편협하고 부실한 안목을 갖게 될 경우, 교육력을 두고 행해지는 일들
은 진정한 교육력을 갖추는 데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인간을 의미있게 변화시키는 일은‘좋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학교의 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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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그‘좋은 사람’을 말한다면, 그것은‘잘 교육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잘
교육된 사람과 그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가치롭다는 것은 분명하다.‘잘
교육된 사람’의 삶의 면면과 그것이 갖는 우월함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자면 이
렇게 서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앎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 희열을 느낄 줄 아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보다 좋지 않은가? 자유와 자존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역시 그렇지 못한 삶보다 좋지 않은가?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을 추구하는 사람, 한 송의 들꽃에서 설레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는 해를 바라보
면서 상념에 잠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연민의 정을 가질 줄 알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
고자 하는 열성을 가진 사람, 국가와 사회의 대의를 위해 투신하는 감투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 여유로운 유머와 인간적 향기를 지닌 사람은 어떠한가? 주어진 여건
과 자신이 처한 한계 속에서 자신의 생을 현명하게 구가해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허병기, 1998: 271-272)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온다. 그 아이들은 아주 어리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여백’이 더 많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에 의한 영향에 더 여리다. 우
리는 그것을 가소성(可塑性)이 크다고 말한다. 초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그렇다
는 것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초등교육만의 특별한 도전을 가져다준
다.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장차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
은 것들의 기초를 갖춰가야 할 사람들이고, 환경의 영향력에 여린 가소성이 큰 사
람들이기에 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들에게는 앞에서 말한‘잘 교
육된 사람’의 기초를 잘 형성해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여린 존재가 제대
로‘조형’될 수 있는 바른 힘이 적절히 가해져야 한다. 이런 일을 해내는 역량의 총
체가 초등학교의 교육력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전생활적(全生活的) 경험을 통해 변화한다. 아이들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전과 다른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의
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학교에서 이어가는 모든
생의 계기를 통해 변화해간다. 이를테면, 아침에 학교에 들어설 때마다 마주하는
학교 건물의 형태와 그 구조물의 소재와 색깔과 질감은 아이들을 자신도 모르게 변
화시킨다. 교실과 운동장과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아이들과의 관
계의 양과 질은 아이들을 변화시킨다. 선생님들의 일상적인 행동방식이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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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다. 선생님의 뒷모습에서도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 담장 밑에 자
라는 풀들과 그 꽃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어제의 그들과 다른 오늘의 아이들이 된
다.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 그들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말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말은
아니다. 학교 교육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확대된 시
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지 않다. 확대된 시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
이고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의 요인들이 갖는‘교육적 힘’에 대해서는 크게 과소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전생활적 경험’이 갖는 교육적 가치
를 간과할 경우 앞에서 말한‘잘 교육될 사람’은 길러지기 어렵다.‘전생활적 경
험’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크게 보면서 그런 안목으로 학교의 모든 요소들을 개선
해갈 때,‘잘 교육된 사람’은 훨씬 효과적, 성공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기초가 균형 있고 내실 있게 만들어져야 하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고, 환경
의 영향을 쉽게 받아들여 쉽게‘변형’되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기에, 초등학교에서
는 학교의 교육력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적 접근방법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고 봐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육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세세하게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을 것
이다. 인적, 물적 요소들과 유형, 무형의 요소들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다. 인간이 도모하는 대
부분의 일에서 그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 점이 더욱 특별하게 부각된다. 교육은 이 세상의 다른 일들에 비해 지극히 인간
지향적이고 인간의존적이다. 교육의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목적시된다. 학
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 그 자신들의 삶
의 형식 혹은 존재방식을 더 나은 상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목적 중
에 소위 외재적 목적 혹은 비본질적 기능이 있고 그것 역시 중시되어야 할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나 기능은 어디까지나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들 각각
의 인격적 존재 그 자체의 바람직한 변화에 있다. 그 점에서 교육은 보다 순수한 인
간지향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은 인간의존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은 기본적으로‘사람
에 의한 사람의 변화’이다. 교육은 보다 잘 교육된 사람의 존재방식을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도
덕능력이 되었든, 혹은 미적 감각이 되었든, 그것들은 인간의 존재 내에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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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들이 갖는 기능이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학교에서 학생들이 특정 지식을 배우고 행동 규범을 익히고 예능적 역량을 숙달하
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인격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
재방식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받아야 한다.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자료’를
가지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자료’를 이미 인격화한‘더
잘 교육된 사람’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서‘배움’은 온전히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
육이 사람이 사람을 배우는 과정이라면, 달리 말해서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는 과
정이라면, 거기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
강한 인간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배워지는 사람
혹은 가르쳐지는 사람은 곧 교육자이다. 훌륭한 교육자, 교사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금 말한 내용은 학교의 교육력을 결정하는 요소들 중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의 한 단면을, 그러나 매우 중요한 단면을 언급한 것이다.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조건과 그 힘은 매우 특별하다. 다
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강한 힘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에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수년 전 작고한 미국의 저명한 교육행정학자 T. Sergiovanni는 여러 저술들을 통
해서 학교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신조를 강하게 보여왔던 사람이다. 그는 학교는 단
순한‘조직’이 아닌‘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래서 학교를 공동체로 만드
는 일이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학교를 그저‘조직’으로 이해하고 펼
쳐진 그동안의 교육행정과 학교리더십은 큰 한계를 갖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행정과 학교리더십으로 이루어놓은 것은 진정한 학교의 개선과 거리가 먼 것
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공동체에는 정서와 의미의 공유가 있고, 진실한 상호이
해와 협동이 있고, 가족적인 친밀성이 있는데, 학교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
다. 학교가 공식적 역할과 직위에 의한 상하관계와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보상 시
스템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때 그것은 한낱 조직일 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가 조직에서 공동체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해내야 할
일, 즉 사람을 제대로 교육해내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Sergiovanni, 1994; 2007).
Sergiovanni가 피력한 여러 가지 생각과 개념들에 의존하여 학교의 바람직한 모
습을‘서약의 공동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서약의 공동체는
학교의 사람들이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여 그것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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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약속으로 결속된 공동체다. 그들을 묶어주는 가치와 의지는 교육적 이상이고,
그 이상의 실현과 관련된 규범들이며, 그것들을 지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
가치와 다짐에 기초하여 학교의 사람들이 우애의 감정과 친밀성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힘을 합쳐가는 모습, 그리고 그 신념화된 가치가 내적 동력이
되어 자발적으로‘좋은 것’과‘옳은 것’을 행해가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
이다. 학교 안의 그러한 모습에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담겨있다.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상적인 학교를 말할 때
흔히 그곳 사람들의 행복과 인간적 분위기와 전인적 성장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데,
조직에서 공동체로 전환된 학교에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들이 풍부
하다. 공동체는 학생들의‘전생활(全生活)’에 걸쳐 교육적으로 풍요로운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준다.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학교 안의 모든 순간의 일상
이‘양질의 교육적 환경’안에서 펼쳐지게 된다.
교육적으로 공동체가 갖는 가치는 다른 모든 학교에 있어서도 크겠지만, 초등학
교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남다를 것이다. 가족적인 친밀성, 따뜻한 사랑과 배려, 그
리고 공식화된 체계의 질서보다는 일상적 생활양식의 자연스러운 질서가 초등학교
의 아이들에게는 더 크게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인문적 환경과 질서 속에서 초등학
교 아이들은 더 잘 배우면서 더 잘 발달할 것이다. 그런 공동체적 성질의 조건들이
더 많은 여백과 여림을 가진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초등학교를 그런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학교가 어떤 곳이어
야 하는가를 진솔하게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의‘도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초등학교를 그러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장의 리더십일 것이다. 학교장의 리더십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
라도 학교의 리더로서 학교장이 갖는 역량은 이 일에 있어서 막중하기에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가 우선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합당한 리더십
이 많은 초등학교에 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리더십
이 예사로운 리더십이 아니라는 점이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
교를 공동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고차원적인 리더십이다. 학교를 공동체
화하는 일은 학교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와 행동방식을‘진정으로’바꾸는 일인데
그것이 쉬울 리가 없다. 그렇더라도 그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초등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묻고 답
한다면, 그곳이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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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의 교원 보호의 필요성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1.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A씨는 수업 종료 후 학교 내에서 타
학급의 학생의 위험행위를 말리는 상황에서 학교를 방문한 학생 학부모와 다
툼이 생겼다. 교사 A가 학생에게 한 행동(물건을 뺏고 그것을 던진 행동)은 폭
력이라고 주장한 학부모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에 A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정신적 폭력을 했다고
신고하였다. 이후 A 교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자로 참
석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대구지역 초등생 버스 용변사건(체험학습 도중 아동을 휴게소에 홀로 남
겨둔 사건)이 언론에 보도(한경진, 2017.6.16.)된 이후 교원들 사이에서는 아동 학
대 중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정신
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유죄로 된 경우(벌금 5만원이라도) 10
년간 학교취업이 금지(실제로는 교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음)된다는 사실이 충
격적으로 인식되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당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 집행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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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
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고 규정하
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헌확인 등(2017헌마
130·405·989(병합)) 결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여 판결로 취업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
러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간접적으로 들은 사안에 대해 필자가 현실적으로 각색한 위의 사례는 다소 극단
적인 경우일 수 있지만 교원들이 학교현장에서 부딪치고 있는 학부모와의 갈등과
그로 인한 교권 침해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A교사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분석해보았다. 우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상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봄으로써 근무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자치위)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근무학교에서 자치위에 참여하
여 동료교원과 학부모가 포함된 자치위원 앞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다투는 불상사
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교육청 변호사와의 상담 및 자치위 유사사례
검토 이후 이러한 자치위 개최 무산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
다음으로 경찰에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
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을 제
기함으로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왜 굳이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하시는지요?”,“그 문제는 A 교사의 잘못도 있는 것 아닌지
요?”“경찰
,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지요.”라는 대답을 해주었다. 아마도 경찰에
서 무협의가 나고 그로인해 자치위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이 나게 된다면 명
예훼손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교육행정기
관인 학교나 교육청도 경찰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고 교사와 학부모 개
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변호사 지원 등)을 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만약 모든 것이 잘 풀려 아무런 조치도 없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A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다. 몇 달에
걸친 경찰조사와 이에 대한 법적대응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매일매일의 수업
을 진행하는 A교사의 마음과 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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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대해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
지만 최근 교원의 정당한 행동 혹은 교육적 필요성에 의해 진행한 행위들에 대해
학부모 측에서 교원의 판단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를 학교
밖 기관들에 문제제기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업 중 현장교사로부터
사례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성역이라고 인정되던 수업방식, 수업내용 및 숙제를 내
주는 방식에 대한 항의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차원에서 학생에게 한 행동에 대한 문
제제기, 짝이나 자리에 대한 요구까지 소위 민원의 범위와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타인의 과도한 문제제기로 인해 교원의 정
상적인 수업, 학생지도 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로인해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교
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
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사의 업무용 휴대폰 지급이나 교원의 휴대전화 번
호 비공개 등의 개별적인 방안이 아닌 보다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1.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간 학교폭력이 발생하였고 교사 B는 가
해학생과 피해학생간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교무실에서 다른 교
사의 지도 아래 상황조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며칠 후 가해학생 학부모
는 B교사의 행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B교사의 행위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2. 초등학교 6학년 교사 C씨는 수업 중 자신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지속
적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고 떠드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어떻게
지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아동에게만 지
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한이 과거보다
줄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특히, 학생이 교사의 행동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폭언이나 부당한 행동을 당했음)를 전달한다면
학부모의 항의로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 때론 해당 학생의 행동을 그대로 내
버려둔다고 했다. 이는 수업을 잘하는 문제를 떠나 문제를 회피하는 게 때론
교사에게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는 2016년 8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
행령을 개정하였고, 2019년 4월 개정법률(시행 2019.10.17.)을 통과시킴으로써 교
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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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등 포함)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따라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시도교
권보호위원회와 교원치유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본고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은 교육활동(수
업이나 생활지도 등)을 교직의 전문성에 기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부족한 부
분이 많다. 교직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의미는 곧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영역에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이는 교권을 첫 정의한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
장 운영 조례(2011.10.17.)에서 정의한 교권의 정의인‘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
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
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
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
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고전, 2012)
과 일맥상통한다.
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③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④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
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교육공무원법」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
(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교원활동에 대한 침해행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권침해 사례는 이러한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교
권보호체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교육부가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 차원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접근에서 벗어나 보
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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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안조사가 진행되
는 경우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관차원의 지원(변호사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는 교사존중 문화에 대
한 교육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 그리고 교원의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책무적
차원에서 교사의 인권 존중(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조(책무) 제3항: 학생은 인권
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식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역량을 기름으로써 공동체 구성
원에 대한 자발적 존중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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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미래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 변화

유미라

“공부는 됐고요, 그냥 우리 애 잘 보살펴만 주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최근 상담주간에 흔히 들을 수 있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하는 부탁의 말이다.
학습은 사교육을 통해 충분히 받고 있으니, 당신의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에서는 그저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 달라는 요구이다. 교사에
게‘교육’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보살핌’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수행해온 나의 역할을 떠올려 본
다. 엄마 보고 싶다며 펑펑 우는 아이 달래주기, 냉장 보관해서 시간 맞춰 해열제
먹이기, 오줌 싸고 토하는 아이 씻겨주고 옷 갈아입히기, 하교 후 교문 혹은 학원 차
에 데려다주기, 주야를 불문하고 주말까지도 울리는 학부모님들의 SNS와 전화에
응대하며 각종 민원 처리는 물론 한 시간씩 하소연 들어주기. 교육비 및 교육급여
대상자 심사하기, 각종 문화예술공연 홍보해주기,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하고 결
과 통보하기, 의무 예방접종 여부 확인하고 독려하기, 소변검사 및 피검사 등 건강
검진 돕기와 같은 무수한 돌봄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교과 수업 외의 역할을
하고 있자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교사의 역할
은 과연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과거 교사의 역할
전통적으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로 여겨져 왔다. 공교육의 시작과 함께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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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이래, 지식과 정보의 권위자로서‘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교사에게 기대되
어 왔으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이러한 기대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현재까
지도 교사의 직무를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행정업무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도 단연 교과지도가 교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도서관조차 흔치 않았던 내 학창시절의 교사 역시 마찬가지었다.
그 때의 교사는 호랑이처럼 엄하고 무서웠지만, 지식의 원천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었다. 내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에서는 대체로 지식은 학교 교사로부터
얻었고, 보살핌은 마을과 가정의 몫이었다.
과거 교사에게 기대되었던 역할은 교사양성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
사양성기관 설립 당시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사회적으로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이 교사의 역할로서 중
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
지금의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는 학창시절의 교사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며, 그런 교사가 되고
자 노력한 끝에 마침내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교사가 되고 나니 나에게 요구
되는 역할은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나에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똑똑한 교사이기보다는 친절한 교사이기를 바랐다. 교과 지식,
교과 전문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나에게 그런 것을 기
대하지 않는 것 같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이전의 학부모와는 달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졌
으며, 지능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도처에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제 더이상 교과 지식의 전달은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 교과
학습은 학부모가 할 수도 있게 되었고, 학원 등 사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공유가치의 확산으로 학생들은 MOOCs, TED,
Khan Academy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최고 강사를 선택하
여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유투브(YouTube)를 통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가정에서 양육을 전담했던 과거의 학부모들과 달리 지금의 학부모들은
대체로 사회에 나가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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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이혼율의 증가로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 개인주의화 등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가
심화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를 잃어버린 가정은 전통적으로 가정
에서 수행해오던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 관련 정책적 이슈를 살펴보면 교사의 교육력이나 전문성에 관한 내용
보다는 돌봄, 놀이, 학교폭력, 안전 등‘보육’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도, 교육에 대한 기대도,
교사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한 연구(오희정·김갑성,
2017)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사회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학교폭력예방,
상담 및 치유의 역할, 소통전문가, 촉진자, 보호자(돌보미), 지식 교육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정 붕괴 및 가정의 제 기능 상실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학교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에게 교과지
도 외 다양한 역할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곧 교사의 교과전문성, 교수전문성이 무시
되는 것 같이 느껴져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은 부
정할 수 없다.
변화하는 역할
그러다 문득 '역할(role)' 이라는 것이 항구불변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역
할은 어떤 사회적 단위에서 그 집단구성원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양식으로 정
의된다(황규대 외, 2002). 즉, 역할은 사회적 기대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기대
가 달라지면 역할도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역할의 개념이 외부에서 인식하는 역할
기대(role expectation)를 의미한다고 볼 때,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역할 파지(role
perception)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역할 파지란 역할 담당자의 자
기 역할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역할 기대와 역할 파지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역할
갈등(role conflict)도 심화 되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유발하게 된
다.
비교적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전문직의 경우일지라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표적인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병리 슬라
이드 판독에서 구글의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의 정확도(92%)가 인간 의사의 정확도
(73%)를 앞섰다고 한다(The Science Times, 2019.6.21.). 환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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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인공지능에게 판독이나 수술을 받기 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는 인
공지능 의사(AI)를 거부하기보다는 사회의 변화와 변화하는 역할 기대를 적극적으
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 파지를 이에 맞추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스
로의 역할 파지를 수술 전 혹은 병을 이겨내기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한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두고 환자와의 상호작용, 소통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사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 교사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교사들이 인식하는 역할 파지만이 여전히 과거
에 머무르며 제자리인 것은 아닐까. 교사의 역할 기대와 역할 파지 간의 간극이 벌
어져 교사들이 역할 갈등을 느끼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교사의 역할은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필요
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 변화
로봇과 인공지능(AI)은 머지않아 학교 교육에도 진입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교사보다 똑똑한 티칭머신(teaching machine)은 개별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과거 학습 이력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분석하여 개개
인에게 필요한 1:1 맞춤형 강의를 선별하여 제공해 줄 것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해
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활용한 지식 등을 모니터링하여 교사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것이다. 굳이 미래가 아닌 현재만 보더라도 이미 클릭 한 번으
로 전 세계의 일류 강의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직에 지식 전달자라는
역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초등의 경우, 전조작기와 형식적조작기의 6
개 학년을 넘나들며, 10개 남짓의 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행정업
무까지 해야 하는 교사를 지식 전달의 역할에만 한정하여 인공지능과 비교한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실이 되었다.
작금의 상황에서 교사 역할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어쩌면 4차 산업 사회에서 교
사가 생존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사회에서 사라지
지 않을 직업 순위(Frey, & Osborne, 2013) 중 초등교사(20위)와 중등교사(41위)가
같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이들의 역할에서‘보살핌’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 때문은 아닐까? 지식(knowledge)이나 기술(skill)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해서는 결코 승리하기 어렵다. 알고리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만이 가진 특성인 직관과 감정을 다루는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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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지식 전달자의 의미가 강한 교사(teacher)라는 용
어 대신 사람을 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교육자(educator)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Gordon et al., 2009).
교사의 역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자명하다. 무엇이 진정 학
생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교사
를 필요로 하는가. 교사 입장에서 역할 파지만을 생각하기보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의 역할 기대에 귀를 기울여 본다. 과거 지식 독점의 권위에
서 내려와 허리를 숙여 학생과 학부모와 눈높이를 맞춘다면 교사에 대한 새로운 형
태의 존경과 신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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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동향

War on Teachers:
미국의 교원노동조합 개혁 정책

양민석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학교
교육리더십
및 정책전공

지난 1월,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교육구1)가 있는 로스엔젤레스에서 교원
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약 3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2). 다행히 교원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교원들의 파업은 로스엔젤레스, 덴버, 조지아, 버
지니아 등 미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그들의 주
된 요구사항은 교원들의 임금 인상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으며 임금 또한 다른 대
졸취업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정부들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동결함으로써 교원들의 임금상승률은 다른 직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3).
이러한 교직에 대한 낮은 유인은 교원 부족, 교원 질 관리의 어려움, 교원 이직 문제
등을 야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교
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개혁의 움직임은 교원의 정년보장 기준 강화,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 등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원을 대변하는 교원노동
조합(Teacher Union)에 대한 개혁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교원노동조합은 그 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직군의 노동조합
에 비해 상당히 크다. 미국의 교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NEA)와 American Federation Teachers(AFT)의 회원 수는 각각 약 3백
만 명과 170만 명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교원의 약 34%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
는데 이는 모든 직군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써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
평균이 약 10.5%, 민간부문으로 한정할 경우 약 6.4%인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4). 한편, 미국의 교원노동조합의 정치기부금(로비 포함)은 2018년 기준 약
3천만 달러로 다른 이익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민주당에 약 95%, 공화당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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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교원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에서 교원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교원노동조합은 임금 협상, 근무 여건 개선, 교원 복지 제도, 교육과정 운영 등 교
육구 및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 주
의 경우 교육구 별로 교원들을 대표하는 교원노동조합과 교육구의 행정가들이 모
여 앞서 언급한 항목들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Collective Bargaining(단체
교섭)이라 하며 교원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5). 단체교섭
권의 유무와 범위는 주 별로 굉장히 다르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등의 서부지역,
위스콘신 등의 중서부지역에서 교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텍사스 등의
남부지역에서 교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가장 약하다고 인식된다(Winkler, Scull, &
Zeehandelaar, 2012)6).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원노동조합이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임금인상, 정년보장 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입직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복지와 근무 만족도를 증진하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에
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West & Mykerezi, 2011; Han, 2016)7). 하
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교원노동조합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발달보다는 교원들
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Hoxby, 1996; Lovenheim, 2009)8). 전반적으로 교원들과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
닌 사람들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노동경제학자나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교원과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곱지 않은 시
선을 보내고 있다9).
이러한 힘의 균형은 경제적·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교원들에게 불리해지기 시작
했다. 2008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일반 대중들이 세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커져
갔고,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자신들의 세금이 자녀교육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는 인식을 키우며 비난의 화살을 교원들에게 돌리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여겨진 2010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공공부
분에 대한 개혁정책과 더불어 교원들을 향한 날선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교
원노동조합에 대한 개혁 정책 또한 그 중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특히 그전까지 민주
당 주지사들이 대부분이던 중서부지역(예: 위스콘신, 미시간, 아이오와, 캔자스, 오
하이오)에서 공화당 주지사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이들 지역에 교원노동조합을 겨
냥한 개혁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법안 혹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1년부터 시행된 위스콘신의 예
산삭감법(Budget Repair Bill)인데 보통 Wisconsin Act 10으로 불린다. 이 법은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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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
해 주정부에서 교육구로 지원되는 교육예산의 규모가 감소하였음은 물론 지방정
부(교육구)가 교육예산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비율 또한 제한시켜버렸다. 또한
Act 10은 교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체교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었다. 임
금 협상의 경우 기본급만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이 또한 물가상승
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명시하였다) 그 외의 임금 결정 요소들은 각 교육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였다. 따라서 해당 법안 시행 이전에는 주로 교원들의 교육경
력과 석·박사 학위소지 여부에 의해서만 임금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 법으로 인
해 교원들의 성과(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혹은 교장의 정성·정량 평가에 근거), 교육
구에 우선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과목 여부10) 등이 교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
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교육구를 대표하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매년 재신임 투
표를 시행하게 하고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였다11). 셋째, 교원노동
조합에 속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던 것을 금지시켰다12). 이러한
일련의 조항들은 교원노동조합의 권한과 영향력을 굉장히 약화시켰다. Act 10의 시
행으로 인해 많은 교육구들이 기존의 연공서열기반의 임금구조를 성과 혹은 전문성
개발에 초점을 맞춘 임금 구조로 바꿔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의 424개 교
육구 중 하나인‘Pewaukee School District’의 경우 기존의 연공서열기반 임금체계
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수업 평가 결과와 여러 평가지표를 토대로 등급을 나눈 뒤 임
금 상승의 폭을 차별화하는 성과기반의 임금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원노동조합 개혁의 움직임은 위스콘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서부 지역 주
들에서도 나타났다. 미시간(Michigan)의 경우 2011년 성과기반 교사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교원들의 전직과 배치, 성과기반 임금, 수업 참관 등을 단체교
섭 항목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교사들의 성과
측정과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교육구의 재량 정도를 높였다. 아이오와(Iowa)의 경우
2017년 연공서열 기반 임금체계, 수당, 연금, 전직, 해고, 교사 평가 등의 항목을 단
체교섭의 항목에서 배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 외의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
혁 법안들이 제출되어 시행(캔자스, 인디애나)되거나 주민들의 반발과 그에 따른 주
민소환투표(Referendum)로 무효화 된 사례도 있다(오하이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교원노동조합 개혁 정책들이 교원과 학생들에 미친 영향들
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위스콘신의 교원노동조
합 개혁정책으로 인해 교원들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직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55
세 이상의 고경력 교사들의 이탈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책 내용 중 연금개혁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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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재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예상할 수 있
다(Litten, 2016; Roth, 2017)13). 한편, 해당 정책으로 인해 Value-Added Score14)가 낮
은 교사들이 더 많이 이직하거나 학교를 떠남으로써 평균적인 교사의 질은 높아졌
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Biasi, 2018)15).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의 경우 똑같은 위스콘신
의 사례를 두고 성취도가 높아졌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Roth, 2017), 학업성취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저학력 학생들에게 그러한 하락효과가 컸다는 연구도 있다(Baron,
2018)16). 미시간의 경우 이러한 개혁정책이 교사들의 이직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동조합 개혁정책이 초등교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는 주목할 만하다17). 미국에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시카고교육구(Chicago Public
Schools)의 경우 대부분의 Urban School District들과 마찬가지로 인종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 교원들의 높은 이직, 교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임시교원들
의 질 관리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가들은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조항 때문에 질 낮은 교원들을 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2005년부터 단체교섭을 통해 교장이 행정시스템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교

18)

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인사관리에 있어 행정가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높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Jacob, 2013)를 보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와 여교사들의 무단결근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초등교
원에게서 그러한 효과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 또한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효과 또한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계량경제학 기반의 엄밀한 연구방법들이
활용되었지만 정작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연구의 한계점이며 앞으로 교육정책학자들에 의해 보다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원노동조합의 존재에 대한 당위성과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은 교원들과
연구자, 일반 대중들 모두에게 높은 반면 아직 이를 규명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는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법안·정책들이 2000년대 후반에 실시되어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필요한 데이터 구축의 시
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원노동조합 개혁 정책이 주(State) 내에
서 동시에 시행, 비교집단을 찾기 힘들어 효과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
러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의 경우에도 개혁 정책이 교원(임금, 이직, 수업노력, 입
직교사의 질) 혹은 학생(학업성취)들의 특정한 측면에 대한 효과 유무만 밝혔을 뿐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들여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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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들을 적용한 미국의 교원노동조합 개혁에 대
한 연구들은 앞으로도 더욱 요구된다.
단순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한국의 교원노동조합 정책 혹은 교원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의 교육 맥락은 물론 동일하지 않다. 미
국의 경우 공교육의 권한이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지만 연방정부 나름대로
NCLB(No Child Left Behind)나 ESSA(Every Student Success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재정지원의 유인가를 제공함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주정부
가 공교육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산하 교육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 주
(State)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차이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원노동조합이 교육
구와 어떠한 단체교섭을 했느냐에 따라 임금과 복지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무척이나 크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최근 들어 시·도교육청마다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도 왕왕 이루어지지만 초등 교사였던 필자의 경험을 되살려보면 현장의 교
원이 크게 느낄만한 차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쪽이 더 바
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필자
가 느낀 공통점은 교육계 밖의 집단이 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사
실이다.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년보
장권리를 없애고 연금도 덜 주면서 교원들을 대변하는 주체들의 힘을 억제할까 고
민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교원성과급 및 평가제도, 연금개혁 등의 이슈에 대해 교
원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지만 일반 대중들이 교원들의 의견에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온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필연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
추가적인 연금 개혁, 학교 통폐합, 교육재정 배분과 운영의 재설계 등의 사회적 요
구를 낳을 것이고 여러 매체를 비롯한 대중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원과 교육계
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반
응할 것이며 교원들의 목소리는 누가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인가?
1)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학생 수는 2017년 기준 약 67만 명이다.
2) https://www.cnn.com/2019/02/23/politics/teacher-strikes-politics/index.html
3) https://www.niche.com/blog/teacher-salaries-in-america/
4)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9) Union Members-2018
5) North Carolina, Texas, Georgia, Virginia, South Carolina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고 있다.
6) Winkler, A. M., Scull, J., & Zeehandelaar, D. (2012). How Strong Are US Teacher Unions? A Stateby-State Comparison. Thomas B. Fordham Institute.
7) Han, E. S. (2016). The myth of unions’overprotection of bad teachers: Evidence from the district-teacher
matched panel data on teacher turnov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est, K. L., & Mykerezi, E.
(2011). Teachers’unions and compensation: The impact of collective
bargaining on salary schedules and performance pay schem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0(1),
9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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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oxby, C. M. (1996). How teachers' unions affect education produc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1(3), 671-718.
Lovenheim, M. F. (2009). The effect of teachers’unions on education production: Evidence from union
election certifications in three midwestern stat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27(4), 525-587
9) 최근(2019년 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들이 텍사스에서 트럼프의 지지연설을 하는 도
중 교사들을‘Loser’라고 지칭하여 교사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You
don’thave to be indoctrinated by these loser teachers that are trying to sell you on socialism from birth”
10) STEM (Science, Technology, and Math)관련 교과들의 경우 학교의 수요에 비해 교사의 공급이 턱없이
적으며 영어나 사회 교과의 경우 그 반대이다. 따라서 교육구는 기술관련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에게 더 많은 Incentive를 줄 수 있게 되었다.
11) Act 10 시행 이전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단체교섭조항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었다.
12) 이렇게 단체교섭결과로 인한 조항에 영향을 받지만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들의 경우 조
합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right-to-work’라 지칭한다. 주마다 이러한 권리의 인정 여부는 주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이러한 일괄적인 원천징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고
이는 교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공공부분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영향력 또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Janus v.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2018).
13) Litten, A. (2016). The effects of public unions on compensation: Evidence from Wisconsin. Unpublished
Paper.
Roth, J. (2017). Union reform and teacher turnover: Evidence from Wisconsin’sAct 10. Harvard Kennedy
School, Program on Education Policy and Governance Working Paper Series, PEPG, 17-02.
14) 한 교사가 가르친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장 정도를 계량적 모델로 측정한 지표를 이야기하며 교사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된다.
15) Biasi, B. (2018). The Labor Market for Teachers Under Different Pay Schemes (No. w2481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6) Baron, E. J. (2018). The Effect of Teachers’Unions on Student Achievement in the Short Run: Evidence
from Wisconsin’sAct 10.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67, 40-57.
17) Jacob, B. A. (2013). The effect of employment protection on teacher effort. Journal of Labor Economics,
31(4), 727-761.
18) 교장이 교사에게 낮은 교원평가 점수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교사와 교육구에 사전에 통고하고 해당교
사와 최소 3번 이상 면담을 통해 피드백과 조언을 해야 했다. 이후 40일이 지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교장은 교사에게 다시 한 번 통고를 하고 해당교사, 교장, 교육장이 포함된 인사위원
회가 진행된다.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최종적인 인사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
한 절차로 인해 2007년 기준 평가대상 11,621명의 교사 중 15명만 낮은 평가 등급을 받고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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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동정
1)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 주제 :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 교육대학원 설립을

중심으로
○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13:30 ~ 15:30
○ 장소 : 중앙대학교 R&D센터(102관) 308호
○ 주최 : 한국교원교육학회
○ 후원 : 중앙대 BK21사업단, 중앙대 한국인적자원개발 전략연구소,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한국교육행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와 연합하여 개최)

○ 세부 프로그램
시간
09:30~10:10

발표 및 내용

사회

초청 강연: 글쓰기와 자기 성장
- 강원국(「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

10:10~10:30

■

5개 학회 공동 개회식

10:30~13:00

■

3개 학회(교육법학, 교육정치, 교육재정경제) 학술대회

12:30~13:30

■

점심 식사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 홍창남(부산대, 학회장)

■

김훈호
(공주대, 학회
사무총장)

< 주제발표 1>
■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이론적 근거
- 박상완(부산교대)
< 주제발표 2>
■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 관련자들의 입장
- 송경오(조선대)

주제발표
및 토론
13:40~15:30 < 주제발표 3>
■ 2030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를 중심으로
- 김병찬(경희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고 전(제주대)
■ 최진영(이화여대)
■ 청중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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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 공로패 증정

▲ 사회

▲ 발표

▲ 발표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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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회 신진학자 논문 경진대회 개최(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연계)
○ 일시 : 2019년 6월 29(토)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연구강의동 304호, 305호
○ 주관 : 한국교육학회,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교육학회
○ 세부 프로그램

▶ Session 1.
발표제목

발표자

■

교사리더십 개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사범대 대학원생의 과제의 의미와 연구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물과 같은 교장선생님:
학교장의 지도성에 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

사회 및
토론

김성아
(광주봉주초)
이인수
(용화여고)

주현준
(대구교대)

변수정
(대구신암초)

▶ Session 2.

■

발표제목

발표자

초·중·고 교사의 전문적 자본 보유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김민규
(안산부곡초)
박세진
(월포초)

■

기간제교원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법적 검토

■

고경력 초등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본 교사의 발달 과정 및
영향 요인

장귀덕
(인천구월서초)

사회 및
토론

허은정
(서원대)

박효원
(성균관대)

▶ Session 3.
발표제목

발표자

사회 및
토론

엄수정
(이화여대)

■

포용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미국사례에 대한 자서전적 내러티브 탐구

■

배움중심 영어수업 변화유형과 교사 교육활동 및 수업
효과성 변인 간의 관계 분석

오영교
(전남고)

■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미친 효과

이전이
(한양대)

정바울
(서울교대)

▶ Session 4.
발표제목

발표자

■

평생교육시대, 교사의 의미 탐색: 플라톤『국가를 중심으로』

허지숙
(아주대)

■

중등학교 축구부 담당 체육 교사 직무 스트레스의 근거이론 연구

이승만
(금호고)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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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대회 결과
구분

수상자

최우수상
(1팀)

김민규
(안산부곡초)
박세진
(월포초)

■

초·중·고 교사의 전문적 자본 보유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김성아
(광주봉주초)

■

교사리더십 개발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

포용교육을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미국사례에 대한 자서전적 내러티브 탐구

장귀덕
(인천구월서초)

■

기간제교원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법적 검토

허지숙
(아주대)

■

평생교육시대, 교사의 의미 탐색: 플라톤『국가를 중심으로』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논문 제목

엄수정
(이화여대)

▲ 사회 및 토론

▲ 발표

▲ 발표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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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 시상식

3) 회원 신상 변동
○ 회원 : 김인희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변동 사항

- 명예퇴직 : 2019년 2월 28일
- <김인희 교육복지연구소> 개소 : 2019년 5월 1일
- 주요 활동 : 교육복지와 학교혁신 분야의 저술, 강의, 연구 자문 활동 및 교원대
겸임교수

4) 회원 출판 소식
○ 제 목 :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리더십
○ 저/역자 : Marilyn Katzenmeyer & Gayle Moller 저 / 양성관·이경호·정바울 옮김
○ 출판사 : 에듀니티(2019년 7 - 8월 출간 예정)
○ 책소개 : 20년간 교사리더들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 학자들의 경험을 집대성한

베스트셀러로 교사리더십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담고 있는 번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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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교원정책포럼 개최
■ 학술대회 개최(안)
제76차 연차학술대회 개최
일시

2019년 11월 23일(토) 9:30~17:00

장소

부산대학교

주제

지능정보혁명 시대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교육 과제

프로그램
내용(안)

■

지능정보혁명 시대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교육 과제

■

지능정보혁명 시대 유아교육 전문가의 역량과 교원교육 과제

■

지능정보혁명 시대 초등교육 전문가의 역량과 교원교육 과제

■

지능정보혁명 시대 중등교육 전문가의 역량과 교원교육 과제

■

지능정보혁명 시대 특수교육 전문가의 역량과 교원교육 과제

■ 한국교육학회 연계 학술대회
○ 2019년도 교원정책포럼의 취지는 현장과의 소통 및 연계 강화이며, 포럼의 성격은 전
문적 집담회로 설정함
○ 포럼은 당면한 교원교육 관련 현안 과제와 교사연구자 발굴에 초점을 둠
○ 학회 주관 포럼 1회, 과제 연계 포럼 1회 진행 예정
○ 준비 기간과 학술대회 시기(5월, 6월, 11월)를 고려하여 9월과 10월에 개최할 예정임
구분

교원정책포럼 주제(안)

시간

장소

1차
(23회)

1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교사 학습공동체의 현장 운영 사례
2안) 교사 리더의 학습과 성장 사례

9월 중

수도권

2차
(24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과제와 연계 운영(예정)

10월 중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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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교육연구」논문 게재 안내

○ 논문 접수 시에는 회비의 미납 여부를 확인하셔서 회비를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
다. 회비 미납자의 경우는 접수가 유보됩니다. 또한, 심사료 10만원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2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30만원)입니다.
○ 기타 원고 투고에 관련된 사항(투고요령 및 작성법)은 본회 홈페이지(http://
ksst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학술지(제36권 제1~4호) 발간 계획 및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36권 제1호

제36권 제2호

제36권 제3호

제36권 제4호

접수 마감

2019년 1월 31일

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발간 예정일

2019년 3월 31일

2019년 6월 30일

2019년 9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 논문 접수나 발간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바랍니다.
한국교원교육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접수 이메일
접수 확인

주현준(대구교육대학교)
ksstej@naver.com
김동선 편집국장(ksstej@naver.com/010-4733-8325)

○ 학회지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3257-01-003894 (예금주: 한국교원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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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교육연구 제 36권 제2호 논문 목록
연번

저자

논문제목

1

문혜련, 성윤진

2

김미림

3

이상은, 백선희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 가능성 탐색: 교사 전공별 담당교과
현황 및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4

김진숙, 임유나,
이민형, 조보경,
이광우

학점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요구 조사

5

서경혜

학교 중심의 교사 학습과 전문성 개발

6

강 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에 대한 고찰: 교사 집단면담을
중심으로

7

유성완, 김도기

8

홍창남

컨설팅장학의 쟁점과 과제

9

임은미

교사들의 문화다양성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초등학교
여교사를 중심으로

10

안홍선

일본의 교원양성 개혁 정책 분석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중등학교장의 교육지도성이 교사학습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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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안내 및 회비 납부 현황

1) 회원가입 안내
○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sste.or.kr)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드신 후에 회원가입 안내란의 [학회 회원가입 신청하
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학회회원가입 페이지의 빈칸을 채운 후 양식의 맨 아랫
부분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신청 됩니다.
○ 신청 후 아래의 계좌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회비납부 안내
○ 신입회원 : 가입비(10,000원) + 연회비(개인회원 30,000원, 기관회원 80,000원)
○ 기존회원 : 연회비(개인회원 30,000원, 기관회원 80,000원)
○ 계좌번호 : 우체국 613257-01-003881(예금주: 한국교원교육학회)
○ 회원 본인 명의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 시 성명과 소속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한국대)
3) 이사회비납부 안내
○ 임원의 이사회비는 100,000원이며, 당연직 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50,000원
○ 계좌번호 : 우체국 613257-01-003881(예금주: 한국교원교육학회)
4) 2019년 4월-6월 이사회비 납부 명단
1

정대련

2

엄문영

3

박진형

4

강현석

5

최의창

6

유길한

7

송미나

8

한경근

9

김영욱

10

김병찬

11

민병관

12

박선형

13

김기수

14

김갑성

15

정성식

16

전제상

17

이수정

18

김도기

5) 2019년 4월-6월 일반회원 회비 납부 명단
1

김병찬

2

문혜련

3

이윤식

4

이인수

5

박경애

6

강 석

7

김성천

8

임유나

9

이광우

10

이정표

11

장민경

12

전수빈

13

모정아

14

이효정

15

박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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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년 1월-3월 신입회원 회비 납부 명단
1

서미라

2

김효정

3

김미경

4

김미림

5

방효비

6

하봉운

7

이민형

8

김진숙

9

조보경

10

이상은

11

이창수

12

오지은

13

전미선

14

설장미

15

김상규

16

박세진

7) 2019년 1월-3월 기관회원 회비 납부 명단
1

청주교대

2

진주교대

3

충남삼성고

8) 관련 사항 안내
○ 위 내용은 2019년도 4월 1일 ~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학회 통장으로 연회비만 납부하시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원께
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
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학회 행사 안내 및 학회지 배송에 어려움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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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활동 일지
(2019. 4. 1. ~ 2019. 6. 30.)
시행일시

활동내용

장소/비고

4월 1일(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6권 제1호 학술지 발간 안내

편집위원회
회원전체메일

4월 3일(수)

제1회 신진학자 논문 경진대회 안내 및 발표자 공모

회원전체메일

4월 8일(월)

뉴스레터 『교원교육소식』 제90호 발간 안내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전체메일

4월 9일(화)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제1회 신진학자 논문 경진대회 안내 및 발표자 공모(기한연장)

회원전체메일

4월 18일(목)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전체메일

4월 18일(목)

㈜학지사 지적재산권 및 전송권에 대한 계약 체결

부산대 사무국

4월 23일(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6권 제2호 학술지 논문 투고 안내

회원전체메일

4월 25일(목)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전체메일

5월 1일(수)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6권 제2호 학술지 논문 투고 추가 모집

회원전체메일

5월 16일(목)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 안내

회원전체메일

5월 18일(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75차 춘계 학술대회 개최(연합 학술대회)

중앙대학교

6월 13일(목)

[타기관홍보] 한국교육학회 2019 연차학술대회 사전접수 안내

회원전체메일

6월 20일(목)

제1회 신진학자 논문 경진대회 개최 안내

회원전체메일

6월 24일(월)

뉴스레터 『교원교육소식』 제91호 회원소식 모집 안내

회원전체메일

6월 29일(토)

제1회 신진학자 논문 경진대회 개최(교육학회 연계 학술대회)

6월 29일(토)

[부고알림] 학회 부회장 제주대 고전 교수 모친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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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한국교원교육학회 임원 및 위원 명단
구
분
회
장
수석부회장
부 회 장

성 명 (소 속)
홍창남(부산대)
김이경(중앙대)
강현석(경북대), 고 전(제주대), 김도기(한국교원대), 김병주(영남대),
김병찬(경희대), 김희규(신라대), 박선형(동국대), 이혁규(청주교대),
임승렬(덕성여대), 전제상(공주교대), 한경근(단국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경오(조선대) 		
학술위원회

최진영(이화여대), 유경훈(KEDI), 정바울(서울교대), 주영효(경상대),
이기영(강원대), 전주안(관산중), 황혜영(둔촌초)
위원장: 주현준(대구교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엄문영(서울대)

김 호(경인교대), 이재덕(KEDI), 최수미(건국대), 고혜정(위덕대),
김영식(경남대), 박은경(George Mason University)
위원장: 박수정(충남대)		

포럼위원회

부위원장: 이일권(서울휘봉초)

김수자(부산용문중), 박종필(전주교대), 유평수(전주대), 김정겸(충남대),
김덕희(경북교육청), 허 주(KEDI)
위원장: 정성수(대구교대)		

뉴스레터위원회

부위원장: 권성연(중부대)

최진영(이화여대), 이쌍철(KEDI), 김영식(경남대), 김호현(광주대), 이동성(전주교대),
김장회(경상대), 최호식(춘천교대), 황예슬(부산대, 편집국장), 김동선(부산대, 편집국장)
위원장: 박진형(영산대)		

홍보출판위원회

부위원장: 허은정(서원대)

부위원장: 허주(KEDI)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맹재숙(대전자운초), 이동엽(KEDI),
이승호(KEDI), 이인회(제주대), 황혜영(서울둔촌초)
위원장: 이길재(충북대)		

부위원장: 김병찬(경희대)

정책연구개발위원회 박상완(부산교대), 김민조(청주교대), 이인회(제주대), 허 주(KEDI),
최원석(KEDI), 허은정(서원대)
윤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성식(서울교대)		
부위원장: 권이정(공주대)
신태섭(이화여대), 곽현석(법원초), 양희준(KEDI)
위원장: 신재흡(한성대)		
부위원장: 김운종(우석대)
신붕섭(나사렛대), 엄준용(중부대), 이석열(남서울대), 김기선(인천광성중),
이두영(인천대), 이정기(백석대), 주영효(경상대)
위원장: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규정관리위원회

석부회장선출위원회

기금조성위원회

김현진(국민대), 김성천(한국교원대), 이동엽(KEDI), 이호준(KEDI),
유지연(국회입법조사처), 장승혁(한국교육총연합회)
위원장: 김도기(한국교원대)
부위원장: 정바울(서울교대)
신철균(강원대), 이재덕(KEDI), 차정주(대구대)
위원장: 김병주(영남대)		
부위원장: 이정미(충북대)
서영인(KEDI), 서지영(대교협), 김왕준(경인교대), 오범호(서울교대),
차성현(전남대)
위원장: 김병찬(경희대)		

학술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신철균(강원대)

부위원장: 정바울(서울교대)

김민조(청주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인심(서울여대), 주영효(경상대),
임종헌(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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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위원장: 민병관(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부위원장: 권혁미(방산고)
교육자치단체
분과위원회
교직단체
분과위원회

수석교사
분과위원회

백미원(대청중), 이화성(서울시교육청과학전시관),
이재효(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애경(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은경(압구정고), 박미애(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경혜(서울동작관악교육지원청)
위원장: 정성식(실천교육교사모임)

부위원장: 이동성(전주교대)

김정숙(양지유치원), 윤정(용이초), 함은희(신봉고)
위원장: 송미나(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서진교(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위원장: 권영석(안산창촌초), 이광석(서울공업고)
박순덕(경기 원종초), 신형민(이리동북초), 장영우(부산 좌동초),
이인희(대구 남덕초), 김석화(서울 당서초), 최현종(마산 중앙고), 김숙자(대전
장대중), 박동식(전주 전일중), 안규완(경북 경산여고),이경성(서울 대방중)
위원장: 임부연(부산대)

부위원장: 최윤정(강릉원주대)

유아교육위원회 김낙흥(중앙대), 김은영(육아정책연구소), 이승연(이화여대), 이현진(대구가톨릭대),
정혜영(부산대)
위원장:김왕준(경인교대)		
부위원장: 정성수(대구교대)
초등교육위원회 김민규(경기삼일초), 박주형(경인교대), 안병천(인천장도초), 정바울(서울교대),
최태호(한국교원대), 김현(경기부흥초), 이봉재(김포하성초)
위원장: 정제영(이화여대) 부위원장: 차성현(전남대)
중등교육위원회 강태훈(성신여대), 김규태(계명대), 김성천(한국교원대), 박소영(대구대)
신인수(전주대), 신태섭(이화여대), 이상무(한남대), 이희숙(강남대), 신재흡(한성대)
위원장: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위원장: 이석열(남서울대)
대학교육위원회 김기수(경기도교육연구원), 서지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병식(연세대),
김형기(교육부), 함승환(한양대), 황청일(연성대)
특수교육위원회
교과교육위원회

당연직 이사
(취임순)

선임직 이사

감

사

사 무 국

위원장: 강경숙(원광대)

부위원장: 김영일(조선대)

손승현(고려대), 강은영(용인대), 채수정(전주대), 김영준(동국대), 박미경(연복중)
위원장: 이혁규(청주교대)

부위원장: 민병곤(서울대)

나귀수(청주교대), 곽영순(KICE), 안금희(경인교대), 김원정(공주대)
서정화(한국학교교육연구원), 허 숙(경인교대), 정영수(충북대),
김명수(한국교원대), 양옥승(덕성여대), 김성렬(서원대), 이윤식(인천대),
송광용(서울교대), 신현석(고려대), 김성열(경남대), 김영옥(전남대),
정수현(서울교대), 박영숙(KEDI), 박남기(광주교대), 홍창남(부산대),
김이경(중앙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기수(경기도교육연구원), 김민희(대구대),
김 용(청주교대), 김용기(세한대), 김희규(신라대), 김희태(한국방송통신대),
나민주(충북대), 류방란(KEDI), 민병관(서울관악교육지원청), 박상완(부산교대),
박삼철(단국대), 박소영(숙명여대), 박하식(충남삼성고), 박호근(한국체대),
배상훈(성균관대), 송경오(조선대), 신재흡(한성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회(중부대), 엄문영(서울대), 염민호(전남대), 유길한(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이대식(경인교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수정(단국대),
이정미(충북대), 임수진(광주여대) 장환영(동국대), 정대련(동덕여대),
정미경(KEDI),차성현(전남대), 최의창(서울대), 황준성(KEDI), 허 주(KEDI)
김운종(우석대), 정바울(서울교대)
사무총장: 김훈호(공주대), 사무국장: 김혜영(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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