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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직소양 교과로서 개젤된 「교직

실무」교괴를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교

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교사자격 세부기준에 따르연 이 교과는 교사로서의 학

습지도 능력 이외의 직무수행에 펼요한 영역을 주제별로 운영토록 되어있으며，

대표적으로 ‘교직윤리’，‘사회변화와교육’，’학생문화’，‘학급관리와학생지도’등

을 예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직교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r교직실무 J강좌

의 목표 및 내용，강의 전략，평가방법 퉁 교과 운영 프로그랩을 개발하였다

기초분석음 위하여 최근 간행된 「교직실무」관련교재를 세부기준에 제시된 주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교육대학 및 초동교육연구소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고천(제주대학교교육대학 교수)，강은주(제주대학교교육학과 박사괴갱)，김민지(제
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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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 특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전국의

주요 교육대학 및 초동교원 양성기관에서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캉의계획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도출하였다 개발된 16주 동안의 교육프로그램은교
시론，학급운영，인사•학사라는 세 주제영역으로 구성하였고，학교 현장에 대

한 이해와분석력 함양을 위하여 쟁점토론을포함시켰으며，특히 4학년 실무설
습 시기와 연동한강의계획이되도록하였다 현장에착근된교직실무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후속연구와 관련된 과제를 제언했다

주제어 교직실무，교직윤리，학급관리학생문화，초등학교교사

1. 서론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직소양 교과목으로 「교직실무」교과가

필수교과로 개설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 문건 1)에 따르연 교직실

무 교과의 개설 취지는 ‘“교직윤리’，‘사회변화와교육’，‘학생문화’，‘학급

관리와 학생지도’동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 이외의 직무수행에 펼요

한 영역을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대학은 일제히 본 강죄를 개설하고 있고，개인

과 공동 저술은 물론 한국교원교육학회 등 학회 차원에서의 유치원 •초

동 •중퉁학교 r교직실무」소양교육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현재 20여

종이 발간되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의 경우 이 교과를 4학년 1학기 교직소양 펼수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기존의 「교사론」과「학교•학급경영」강좌를

폐지하는 대신 r특수교육학개론」교과와 함께 교직소양 펼수교과로 위

])교사자격무시험검정기준강회를위한관련법령 개정안및 교육부고시(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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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다 2)

그러나 학회에서는 예비교사의 교직 실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대학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실무를 강의하고，

기존의 교사론 및 학교 •학급경영 교과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7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 없이 강의 담당자에 의하여 교재가 개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직교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교직실무」강좌의

목표 및 내용，강의 전략，평가방법 등 교과 운영 프로그랩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예비교사의

교직 실무능력에 대한 논의와 제주대 교육대학의 학생과 교수 자원의

특성도 갑안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목적음 달성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서 최근 간행된

「교직실무J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직교사인 공동연구자의 관점

에서는 프로그램의 현장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타 교육대학 r교

직실무」담당교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는 프로그램의 유의점을 도출

하였다

이를 위해 운헌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교직실무와 연관된 각종 정책연

구보고서동 선행연구물과 단행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강의 사례분

석의 경우에는 전국의 교육대학 및 초등교원양성기관(교원대와 이화여 1

대 초등교육과)의「교직설무」관련 교과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고，강의담당 예정 현직교사간의 프로그램개발 협의회를 가지기도 했

2) 본 강좌의 제목으로는 교직윤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기 어렵고 교사론 역시 반영될
필요가 었다는 점에서 제주대 교육대학에서는 교괴옥명을 r교직실무」라 하지 않고
r교직과 교사 (Teacmng Profession and Teaeher)J 로 하였고，이후 「교사와교직
실무」로 개칭하였다 각 대학들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본 교과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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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r교직이해」교과의 개설을 필수화한 일본의 경우는 동경대학을

방문하여 교직개론 관련 사혜를 검토했다 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교사교육의흐릅과 「교직실무」교과의개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둘째，교원자격검정에 있어서 신설된 「교직실무」가갖는 의미는 무엇

인가?

셋째，관련 규정을 통해서 볼 때 각종 「교직실무」교재는어떤 상황인가?

넷째，교육대학에서개설된 「교직설무」강의사례는 어떤 특정이 있는가?

다섯째，제주대학교교육대학의 「교직실무」프로그램은어떠해야히는개

끝으후 관련후속연구와관련 법제 정비를위히여어떤제언이가능한개

n. 교사교육에 있어서 「교직설무」교과의의미

1. 교사교육의 변화와 교직실무

교사교육 전문가인 Feiman-Nemser 에 따르연，새로운 시대의 교사

교육에서 펼요한 지호판 이론적 측면보다는 실제적 측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혁송상황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안내할

교시를 양성하는 실천지향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양성기관은 예비교사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목적，의지 등을 중시하고 개인적 발달을 도모해

야 함을 강조한다{김병찬，2000: 134쪽)

일본의 경우 1998 년 7월 교육직원면허법을 개정하여 교직 자체에 대

한 이해의 펼요성에 따라 ‘교직의의의에 관한 과목’을신설하게 되었다

3) 본 프로그랩개발에는공동연구진2인외에，전�현직 교원2인이침여하였다풍경대
학은2010년 j;>}(1.25-29)2채5.28-30) 방문하였고勝野正章 교수와연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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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이에 관한 교과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r교직개론」

이라는 교과가 일반적이다 41 한국이 실천중심의 「교직실무」를강조한

반연，일본의 경우는 교직에 대한 포괄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

교사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논의한 바 있는 김병찬 (2000’137쪽)
은 교사교육이 그 목적，내용，방법，체제，이론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변

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연서 교사교육의 내용이 학문적 지식을 강조하던

것에서 실천지식을 강조하게 되었고，획일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의 다양

화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교사교육과 새로운 교사교육을 비교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1) 전통적 교사교육과 새로운 교사교육의 비교

구분 전통적 교사교육 새로운교사교육

목적 교과지식의 전달，교수방법의 전달 교사의 개인적 발달

탑구 및 문제해결능력향상

내용 학운적 지식 1 획일적 내용 설천지식，내용의 다양화

g법 일방적 주입식， 당구및 협동학습중시
교사교육 담당자{공급자)중싱 교사{수요자)중심

체제
교사교육기관독정체제 타기관과 협력 및 경쟁체제

교사교육당당자와 권위적 관계 명릉 잊 협력적 관계

이콘 행동주의，인지주의 구성주의

자료 김병찬(2αXJ)，교사교육의 패러다임 변화，한국교사교육 17(3)，137쪽

한국에 있어서 교사교육의 흐름의 방향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

4) 동경대학의 경우 9명의 편저자가 참여한 秋田홉代美 1ft蘇 學 (2007)의 「新Lν、
時代끼敎職入門 J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직실무보다는 교직개론 및 교시흔 중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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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교육학의 학문영역 중심으로 교직교괴를 이수토록 하던 관행에서 교

직 교육학의 영역을 보다 통합 조정하고，교직소양 교과(교직실무와특

수교육학개론)를새로이 개설하여 강조한 것，그리고 실무실습 및 봉사

활동의 이수 시간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는 것 둥은 실천중심의 교사양

성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미경 외(2011:301쪽)에따르면，기존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원양

성 교육과정이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학교 현장

과의 연계성이 부족함이 지적되고 있는 기운데，현직 교원들은 교직괴목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학생이해및 생활지도’를최우선으

로 지적하고，‘교육관，헌신성 등 교직소양，‘학급경영’순으로 반응한

것으로보고한바 있다.

2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상의 교직실무

한국의 초동학교 교원의 자격의 검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무시

험 자격검정을 거쳐 수여한다 교원자격 검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이 재정되어 있고，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원자격검정

령 시행규칙’이제정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는 ‘유치원및 초

등 �중등 •특수학교 둥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하교사자

격 세부기준)을정하고 있다

교원자격검정령 (~19)에 따르면，전공과목 50학점 이상，교직과목 22

학점 이상 이수，그리고 졸업평접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일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다 장관이 정히는 시행규칙(~12)은 이를 보다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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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초등학교 정교새 2급)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힘김정 합격기준

전공과목 150학접 이생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 영역 50학정 이상，

기본이수괴댁 21학점 (7과옥) 이상 포함

교직괴벽 .1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 00'은 18학정 이생교직소양

4학접 이상 포함)，교육설습은 4학정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자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l항 관련 [별표.3] 발웨 인용함

이어 장관은 교사자격 세부기준 (2011.3.2 개정 고시)을통해 기본이수

괴목，5)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교직실무」

교과를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동}여야히는 교직소양 펼수과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즉，교직실무 교과목의 개설의 법적 근거는 교과부 고시

라고할수있다

〈표3) 2급 정교사의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구분

교직이론

끼지끼、。i
~~→ ~O

교육실습

합겨l

정교 A따급)의최저 이수기준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육학개릎 교육철학 및교육싸 교육괴정，교육

평가，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쿄육심리 1 교육사회 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1

생활지도 및 상당，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혼 2학점 이상?영재교육 영역 포행，교직실듀식2
학점 이상)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교육봉댐통 2학점 이내 포함
7녕)

총 22학접

자료 1유치원 및 초등 중퉁 -특수학교 퉁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운 저6조 [별표2] 발래

5) 교사자격 세부기준 제4조 관련 [별표.3]에 따르연， 초등학교 정교시 {2급)자격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은 초풍융리， 초퉁국어， 초등수학， 초동사회， 초둥과학， 초동체육，

초동음악， 초풍미술， 초퉁실과， 초퉁영어， 초동컴뮤터， 통합교과 퉁 1271 파목으로 예

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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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소양으로서 「교직설무」교과의 의미

‘교사자격세부기준(교과부고시)’제6조 제2항{교직과목세부 이수기

준)에따르면，‘교직실무’의영역은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포괄적 주제영역을 말한다 본 교과의 내용에서 포함되어

야할 주제는 ‘교직윤리’，‘사회변화와교육’，‘학생문화’，‘희급관리와학생

지도’등이다，

첫째，교직실무 교과는 교사의 학습지도 영역을 직접 포함하지 않는

그 밖의 영역을 지칭한다.이는 교직이론 괴목에서 다루는 교육심리나

교육방법 및 공학과 중첩되지 않음을 내포한다 둘째，‘교직윤리’는기존

의 대학에서 ‘교사론’이라는교과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영역으로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사회변화와교육’은급격한 정보화

사회의 변화 중에 교사와 학교에 요구되는 것들에 관한 것으로서 교육

현안을 다둘 수 있는 주제영역이다 넷째，‘학생문화’주제영역은 그동안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학생들에 대한 놀이문화와 학습문화 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것이다 다섯째，‘학급관리와학생지도’는그동안 교

육대학에 개설되었던 ‘학교와핵급경영’의내용을 통합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교육행정및 교육경영’과는차별화 되어야할 것이다

한편，교괴부는 지난 2012년 2월 20일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직과목 평기를 상대평가로 전환하

는 취지의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즉，교직괴옥 평가는 B학

점이상이 이수인원의 70%를 념지 않도록 하고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재학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설시하되，검사도구둥 실시관련 세부사항은

양성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어 2012년 6월 4일에는 예비교원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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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

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괴목음 신설하는 행정예

고를 했다 6)교직소양이 6학점으로 높아지고， 실질적인 대처 능력이 강

조되는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직소양과 교직실무의 개념 역시 다

소 유동적일 수 있게 되었다

m. r교직실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분석

1. r교직실무」 교재 분석

「교직실무」와 관련 교재들은 공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유치원 �초퉁학

교 •중등학교용 교재와 공동용 교재도 출간되고 있다 교과부의 교사자

격 세부기준에 제시된 네 주제영역을 기준으로 18권의 주제영역의 경향

을분석하였다

〈표4) 교과부 지침에 따른 주요 4개 주제영역별 교재 내용 분석

사회변호}요}
학생문화 학금관리와

기타
구운 교직윤리

교륙 학생지도

<(JJ5/16 •초동용，총m부 16장 구성이성은외15 <(JJ6/16 。1/16 x

�평가와 성적관리 장 구성

<(JJ5/18 초등용，총m부 18장 구성조용섭외17 <(JJ7/18 1/18 x

’핵급경영갱황지도 창구성

<(JJ6/l8 ‘중둥용1 총m부 18작 구성송기창외17 <(JJ6/18 <(JJ1/18 x

학급경영，생활지도장구성

6) 고시의 [별표2J '교직과옥의세부 이수기준」의내용 충，교직소양」분야에 「학교폭
력 예방 및 대책J을 신설하고 ‘2학정 이상’으로하".Jl.，r교직소양」이수기준을 ‘4학점
이상1에서 ‘6학점 이상’으로변경획}는및반이다 교직과옥 총 이수학점을 현행과 같이

22학정a로 유지하기 위해「교적이론」이수기준을 ‘14학점 이상(7과옥 이상)’에서‘12
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변경한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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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외 8 (;>>5/15 (;>>1/15 。3/15 중퉁용 총m 부 15장 구성

김영수외 6 (;>>4/14 (;>>3/14 (;>>2/14 (;>>1/14
총14장?교직융리 3개장
사회변화 2，학생문화 2

김진한 (;>>6/14 (;>>4/14
총N 부총 14장구성

x x
학급경영，생활지도 장구성

박미란외 l (;>>1/13 x x (;>>3/l:l 총m 부 13장 구성

안세근외 1 。 1/21 x x 。5/21 ‘총4장 21정 구성

총11장51 절，시험출제기법

강봉규외 l 。 1/51 。 1/51 。 1/51 (;>>2/11 좋은수엽전략，창의적체험

활동

이철웅 。ν28 x (;>>2/14
•총 14장 28절 구생

x
‘유치원”특수1보건교사 포함

한상걸 。1/14 (;>>3/14
총m 부 14장 구생

x x
창의적체험활동

남정권 x (;>>1/10
총10장 구성

x x 질의웅당식 구성 포함

갱찬기 x x x (;>>1η -총7장구성

김헌수외 3 x x (;>>1/13
’중 13장

x
�학급경영 1 생활지도

검종운외 2 (;>>1/14 (;>>1/14 (;>>4/14
총 n 부 14장 구성

x
‘심리검사

이명자외 18 (;>>2/22 (;>>1/22 (;>>3/22
총W부 22장 구성

x
사회생측정 f 심리검사

권키욱 (;>>3/13
총m 부 13장구성

x x x
학급경영 1 생활지도

빅「아챙외7 x X x (;>>3/13 -총13장 구성

*(;>>장수준언급 。철수준언급 x 장 절수준무언급

첫째，세부기준에 제시된 주요 4개 주제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교재는 1개에 불과했고，희곱관리와 학생지도1 교직윤리에 치중했다 둘

째，교직윤리 주제영역은 주로 전반부에서 다루었고，교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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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직관，교사의 권리와 의무 및 복무사헝을 포함했다 셋째，‘학생문

화’와‘사회변화와교육’주제영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거나 각 장의

해당 부분에서 쟁점사안으로 간략히 다루어 졌다.각 주제영역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초퉁용 •중등용 �초중등용 교재 각각 2

권씩 총 6권을 심층 분석하였다

〈표 5) 초 중등학교 교직설무 교재의 주제영역별 내용구성 분석

구문 교직윤리
사회번화오↓

학생운화 학급관리와학생지도교육

。)성은외
1 학교문화 5 학부모관계�상담

15인공저
2 초둥교직문화 7 학급경영
6 교직융랴 4 교원연수 8 당엄역힐�업무(20111
15. 21교직단체 9 생활지도초동용
16. 21교원복우 10 학생평 71，성적

l교직문화 11공문서작성관리
죠동섭외

2 교직사회 14 당엄역항
17인공저

3 교직단체 9 교원연수
15학생평자성적

(20091
4 교원복무 16 안전사고

초등용
5 교직윤리

17 생활지도

18 학부모상담

11 공문서작성관리
송기창외

l 교직문화
14 당영역할

17인공저
2 교직사회

9 교원연주 15학생평 71，성적
(2α)91

3 교직단채
16 안전사고

중퉁용
4 교원 복무

17 생활지도5 교직윤리
18 학부모상당

강경석외
1 교직의 이해

3 학교조직 6 학급경영8인공저
8 인간관계론 2 학생이해 9 생활지도�상담(20111
11 인사복무 13 학교환경�안전중응용
14 교직단체

김병수외 6 1 공직사회 4 교육변화
8 생활지도인공저 2 학교내 윤리 5 통합교육 6 학생문화현상

(20101 3 직무수행윤리 교육욕지 7 학생문화조성
9 생활지도실제

초중둥용 13. 11복무 13. 31교원평가
11 학생사정，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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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사의이해
김진한 2 교직의이해 4 학급경영

(20091 3권리와의무 7성적�출석관리
초중등용 9. 51복무 8생활지도，상당

11교직단체

;< 1，2. 3은 장，])，21，31은 절응 의이함

주제영역별 비중은 앞서 분석한 전체 교재의 경향과 유사하다 다수의

교재가 교직윤리 부분에서 교직사회 및 초등학교 문화의 특성을 통해

교직에 대한 이해를 강조 i5}는 특성을 보였으나 학생 문회를 별도로 다루

지는 않았다 김영수 외(2010)는 학생문화의 현상과 학생문화의 조성 풍

2개의 장에 걸쳐 자세히 다루었고 강경석 외(2011) 역시 학생의 이해

(제2장)를다루었다 특히，김명수 외 공저는 사회변화와 교육 주제영역

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교재가 절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

면，제4장에서 한국사회와 교육의 변화 (l 사회변화와 교육과의 관계，2

한국사회와 교육의 방향，3교육개혁을 위한 노력)를비중 있게 다루었

고 제5장 통합교육과 교육복지를 위한 노력 부분 역시 최근 교직사회의

변회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학급담임의 역할 및 학급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홀히 다뤄 초둥학교 교원양성 교재로는 부적절한 단점도 드러냈다

이성은 외(2011) 공저는 다른 교재와는 달리 교직윤리가 아닌 제1장
학교문화와 교직사회의 인간관계 전략，제2장 초등학교 교직문화의 이

해를 전면에 내세워 초등학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특정을 보였다 학

부모 관계 및 상담(제5장)역시 다른 교재와는 차별화된 부분이었고，교

원의 인사실무(제16장)는교원의 임용，복무，보수와 연금을 포괄적으로

디루었다，

조동섭 외(2009) 공저와 송기창 외(2009) 공저는 저자는 다르나 장의

구성이 동일하였다 특히，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분야에 가장 비중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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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틀이었다 관련 주제영역을 다룬 장은 제11장 공문서작성 및 관리，

제14장 학급담임의 역할과 업무，제15장 학생평가 및 성적관리，제16장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제17장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제18장 학

부모관계 및상담퉁을들수있다

4주제영역 외에 교육법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률，교원언λh 보수와

연금，민원처리법령(김명수외 교재)둥을 다루었다 학교행정과 관련해

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음 대부분 다루었고(강경석외교재 제외)，학교

회계와 예산，학교운영위원회，학사관리 및 학교정보화시스댐 (NE1S)을

다루고 있었다 수엽 및 장학과 관련한 장을 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성은외교재 제외)，행정영역으로서 장학은 교육행정 및 경영 교과목

과 겹칠 수 있고，수업에 대하여는 교직실무 주제영역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편제로 판단된다

교육섣습에 관하여는 중동교재인 강경석 외 교재(제15장 교육실습)와

김진한 교재(제12장 교육실습，제13장 학습지도계획지도안 작성，제14

장 교육실습록 작성)에서자세히 다룬 특정을 보였다

r교직실무」교재 내용 분석음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디음과 같다

첫째，오늘날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학생인권을 포함한 ‘학생문화의이해’주제영역은 보완될 필요가 있

다 학교폭력의 실태，게임문화，지잘，인터넷 동 사이버 상의 학생문화도

다루어 져야한다

둘째，‘사회변화와교육’주제영역 역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갈둥과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서 교직에 대한 수용과 이해도를 높일 필요

가 있다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추세에서부터 새로운 변회를 이끌어가는

학교단위 교육개혁의 성공사례，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능력중심의 교원

인사제도(성과급제，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교원평가제 동)둥을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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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매우 긴요하다

셋째，학교 교사는 시보 임용이 없어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실무능력이 양성단계에서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되어야 하

며 r교직실무」교과가 그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

서 학기 중에 실시되는 교육실무실습과 연계된 교직실무 강좌운영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직실무 교과에 대한 교과부의 교사자격 세부기준상의 예시 주제영

역들과 저자나 담당 교수들이 생각하는 ‘교직실무’의주제영역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교직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며 현장 활동

적인 부분을 담으면서도 교직윤리나 교원의 복무동 교직에 대한 기본적

사항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동시에，교직과 관련된 변화나 학생문화까지

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편성 지침은 다소 광범위하다 이는 교직에 대한

입문(과거교사론 및 교육학개론 영역)에관한 교과와 실무(과거학교와

혁급경영)를 통합하여 하나의 ‘교직실무’로제시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측변에서 ‘교직의이해’와‘교직실무’로 분리하거나 이수학점을

‘교직과설무’3학점으로 조정할 펼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교직엽문

에 해딩히는 교직개론 교과 .7)를 저학년 때 이수토록 히는 것도 교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7)동경대학의주교재인秋田흥代美 iH앓 學(2007)의 「新L" 時代σ)敎職入門」교
재 내용은 1장교사의일상세계(전문개봉사직，실천가)，2장수업설계(수업구성과
설계)，제3장수업으로부터의배우기(평가주체，함께 배우기)，제4장커리쿨령의디자
얀，제5장어린이기르기(심성과언어 관계의이해퉁)，제6장교사의생얘(신입，중
년기의위기，배테랑교새，제7장동료와학교만틀기(수엽연구，동료성，교시운화)，제
8장교직의전문성(전문직개념，국제상식율，교사양생과성장)，저9장 역사와교사
(테라코야의스송，선생의출현，국민교육과교새 전후교시장1，저1110장교사의일과
생(여교λh 양육으로서교직)，제11장교육개혁과교사의미래 동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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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교직실무」 강의계획서 사례 분석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13개 교육대학 및 학과는 모두 ‘교직실무’또는

교직실무가 포함된 명칭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디{일부에서는기존의 교

사론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 여기서는 8개 대학의 10종 강의계획서를
중섬으로 분석했다

1) 네주제영역의 반영 수준

‘교직융리’，‘사회변화와교육’，‘학생문화’，‘학급관리와학생지도’동

네 주제영역별 강의시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대부분 대학

들이 ‘교직윤리’와‘학급관리와학생지도’영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

제들을 다루었다 ‘교직윤리’주제영역에서는 교직문화，교직관，교직윤

리，교직단체，교원복무 등을，‘혁급관리와학생지도’주제영역에서는 담

임의 역할，학생평개 학적，안전사고，생활지도 �상담 동 학급담임으로

서 익혀야 할 직무들에 대해 다루었다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의 ‘교직실무’강좌가 세부기준에 예시된 ‘학생

문화’와관련된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A대학에서만 학생인권，

학생문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 나머지 7개 대학에서는 거의 다루

지 않았고，생활지도에서 왕따 문제 동을 일부 다루는 정도였다

‘사회변화와교육’주제영역 역시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사회변화와

교육은 최큰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문제나 교사에게 요구되는 새로

운 역할음 들 수 있다 교사의 적응을 다룬 교원연수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해당한다 H대학의 3.5차시를 제외하고 전혀 다루고 않거니{E . F)，1차

시 내외를 다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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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8개 대학의 교직실무 주요 주제영역별 시수 분포 (1주일 2시간기준)

구분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학생문회 학긍관 ~I와학생지도
교육

교직문화 (11교직성격 (]β)
교원평가，11

학교폭력 학교 회꿈교육과정 (]I 담임역

A대학 교직관(]/이교사권리-의 예연없 1/41 할 (]/2) 학급경영 (1/잉생활지도

사례 l 무 (]β)교원복무 0/21 교칙
교육환경변화

학생인권과 •상남-()/4) 학생평가 (j) 학부모

단체 11/21교직융리 11/21
0/2)

교권 0/2) 상당 0lNEISII/21

초엄교사옐달
교직입문 (l) 학급조직 o 끼2)학급

A대학 교사전문성 0/21
0/21 학생문화川

교육과정 0121학급경영 (l) 생활

사례 2 교원복]무(1/2) 훈련0/21 학생상당 ü/21 안전사
교원연수 11/2)

고 (]/2)

교직운화 (j) 교직윤리 0/21
교원연수 (1/4) 담임역할 (]/2)NEISI1/2) 학생

교원학슴연구 평가 11/2)학적관리 (]/2) 생활지
B대학 교직단제 11/21

년0/4) 교원평 도 •상담 (]/21안전사고 (1/2)학
교원복l-!i'-O/4)

가，]/2) 부모상담 (j)

교직문화 {j) 교직윤리 (]/3)
청렴 11/31교원 당임역할 11/2INEISO/21 학생

성과금 0/21 연 평가 0/21 학적관리 0/21 생할지
C대학 교직단체 0/31

수'iI/21 교원 i영 도 상당 11/21안전사고 11/2)학
교원복무 11/21

가W2) 부보상당(])

교칙성격(])교직관(j)
교사자칠 (]I 교직융리 (11 교육개혁과

D대학 교사권리 의무 11/21 교λj{j) 안전사고 11/21

교사풍기 효능강 jl) 초퉁교육 (l)

교사리더십 (11

E대학
교사이해(])교직이해(]) 학급경영실제 (l) 학생평가 11/2)

교원권리 •의무 0) 교원복 학적관리 (1/2)생활지도
사례 l

무 0/21 교직단제 01 상당 jl)

E대학
교직문화 111교직인간관계 담임역할 111학생평가，])안전사

01교원복무 11/41교직윤리 교원연수 (1/2) 고 0) 생활지도 상담W21 학부
사례 2

11/41교직단체 (]/21 모상담 -()/21

교직문화 {l)
교직입문(])학급경영실제(2)학

F대학 급경영계획 1])생활지도 121학적
인사 복무 (l)

판리 (]/41 NEIS(]/4)

교원복무 (1)교직윤리 0/2)
학급조직 (]I교실환경 111희급규

G대학 교원연수 0) 칙0) 학부모관계 11/2)시기별활
교직단채 (]ι21 동Hl/21 행동갱영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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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제성(])교직윤리
교원평개]) T

H대학 (1/2)교원복냄(]끼'2)교사권 부적격교원(]/ 안전사고 (1)담임역할(])

리 ‘의우 (]/2) 2)체별(])교육 방학과제 (]/2)
복지(])

※ 2는 2주간 4시간"]은 l주간 2시간，]/2는 ]시간，]/4은 ]/2 시간 분량의 비중 의미

2) 기타 주제에 대한 분석

위의 네 가지 주제영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기타 주제들은 교육법규와

학교행정에 관한 것이 많았다 수업부분은 지침에 배제되어 있음에도

포함된 주제였다 학교행정과 관련된 학교교육과정작성，공문서작성，학

교회계，학교운영위원회，교내장학 등은 교직이론 교과인 ‘교육행정및

경영’과중복될 기능성이 있는 주제영역이다 또한，수업과 관련된 것은

교과부 고시에서 ‘교사로서학습지도 능력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역’에제한한 취지와는 달랐다

한편，교육법규 관련 주제(교원인샤교원의 지위，보수，판례 동)역시

교직실무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실무의 근거가 법규에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주제라 판단되나，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소 탄면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7) 8개 대학의 교직실무 기타 주제 시수 분포(일주일 2시간 기준)

구분 교육범규 학교행정 수엄

A대학 보수제도 (]/2) 학교회제 (1/2) 공문서작성 (1)
사헤 l 교육법규 (]/2) 학교운영위원회 (1)

A대학
교사의 법적책임 (1/2) 학교행정(]) 좋은수업 (21사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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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관련
호둥교육과정 11/21

B대학 규정 0/41 교원인사{]/
교육과정편성 11/2) 교내장학 (1/2)

2)보수제도 11/2)
학교조직 0/21 공문서작성 (]/21

수엽연구 11/21

학교회겨 i(] 1

교원인사 ü/2)
초둥교육과정 (l기21

C대학
교육과정편성 11/21 교내장희K1/21

보수제도 0/21 학교조직 0/21 공문서작성 0/21
수엽연구 (]/21

학교회계 (]I

교원의 법적의무 0/21
D대학 생활지도안전사고관련

장학 (]/2)

법11/2) 지위 보수 (j)
학교운영위원회(])

수엽연구 (]/2)

수업기술 (j)

E대학 교원인시 ü/21

교육실습의의 111

사례 l 교육관계법 (j)
학교교육과정 (j)

학습지도안

작성 (]I

교육실습흑

각성(])

E대학 교원인사 {11
학교교육과정 (j) 교내장학 0/21

사려 2 보수제도 (]/2)
공문서작성 01 학교운영위원회 11/2) 수엽연구 0/21

학교회계 0/21

F대학 보수제도 11/41
공운서작성 oβ) 학'"조직(]/4)

안전공제회 11/41학교운영위원회 11/4)
좋은수엽 (2)

교원인사 {11
G대학 보수제도 (j) 교육법판

공눈서관리 (]ι)

례121
학교회계 0/21

H대학
업무기획력 11/2) 업무분장 01

창의적체험학습

교육과정 11/21
계획이 /21
수업분석(])

3) 강의계획서상 강좌 개설 및 운영상의 특징

강좌 개설 학년은 주로 4학년 (8종)과2학년 (2종)이었다제주대 교대

역시 4학년에 개설되었는데，교직이론의 이수 후 응용단계의 강좌로 설

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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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직실무 강의계획서 비교 분석

구분
개설

주교재
강의

과제 유우 및 안내상횡 평가방업 비고학년 진행방업

강의
1 강의주제관련교재 출석 20，

A대학 4학년 。1성은외
토론

읽기 과제 40，
주제영역고루분포사례 1 l학기 120JJ1

세미나
2 초퉁교직 현장에 대 기웰 0，
한자신의 견해 정리 참여10

출석 10，

강의 1

참여10，
학급운영 기술제사A대학 4학년 조통섭외

토흔
추천도서 읽고 중간 40

수영관련 내용 2차사례 2 1학기 (2009a)
시청각

15분간 발표 기말 40
시 할얘

기얄서술형 5
문항이하

출석 10，
교직과 교사 교수

개별과저 교육이슈 과제 20，
캉의?

(교원평가시스댐 학교 발표20，
학습，교육행정 1 학

B대학
4학년 조통섭외 발표

안전사고)분석 기알50 급경영 주제영역으
1화기 (2009a) 토론

조별발표 교육판련문 기얄단답형，
로구분 운영

혼용 교육판련이슈에대
제발표 약술형，서슐

한과제 1 토론
형 혼합충제

캉의， 출석 20，
교직과 교샤 쿄수

4학년 조홍섭 학숭 교육행정， 학C대학
1학기 외 (2009a)

칠의 구체적 안내 없음 발표4α
급경영 주제영역으웅답 과제 40
로구분 운영

고재천외
캉의， 출석 및

교사의능력과특성
4학년 120071 에 대한내용많음D대학
1학기 조옹성 외

첼의- 과재없음 발표 15，
관련논문 창고가료

용답 고λIffi(2αJ9a] 로않아활용

강의， 출석 20，
E대학 2학년 김진한 발표

안내없음
토론 20， 교대생실습에도웅

사례 l 1학기 (20091 토론 과제 30 되는내용추가

수엽 기멸30

조별 충석 30， 교직생활과 윤리，
E대학 2학년 조동섭외 과제 1

안내 없응
토론 20 학교행정실무 학급

사혀 2 1학기 12009a] 토론， ，과저30， 경영 실무로나누어

강의 기앨 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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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출석 10，

4학년 조동섬외
발표 파제 안내 없음

참여30 학급당엽의 역할
F대학 토론， 발표 희H긍정영

1학기 12009a)
질의 (자기색쌀의 교육청학)

고'1~130， 세부적으호제시

기알30
웅당

박냥기외
강의，

l 애시간교재관련부 교사관관련내용

4학년 120081
발표

분 읽어오기 과처1120 없음
G대학 토론，

l학기 조동섭외
질의

2 내 학급경영계획서 기알80 교육법판례를통해

(20091
옹답

제출 교육사헤 알아봉

발표 조별과제 학생사랑 1

기일3α 교직 이슈내용토

2학년 김영수외 중간30， 론및양표 2분훈H대학
l학기 (20101

토론 학부모이해，교사마얀
과세30， 화? 엽무계획 작성

강의 드퉁
출석 10 퉁섣습내용많음

강좌 교재는 2008년.2009년도에 발간된 교직실무 관련 교재를 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교재 이외에 관련 교재나 논문들을 참고자료로 활용

하고 있었다

강의 진행방법은 대부분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 �토론을 병행

했다 교육현안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 활동은 평가에 반영

되었다 학생중심의 강의계획으로 평가되나 주제 및 발표 •토론에 대한

안내는 디소 미흡했다.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급운영 동의 담임역할에 집중하여 강좌를 진

행한 A(2).F .H 대학과교사� 학급경영 행정실무 등의 주제 영역을

골고루 나누어 강죄를 진행한 A(l) . B . C . E(2)대학，교사의 특성과

능력을 강조한 D대학，담임교사 관련 교육볍 판례를 비중 있게 다룬 G

대학으호 특정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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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계획서 사례로부터 시사점

8개 대학 10종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교직실무 교과의 네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직윤리와 학급관리에 편중된 것은 기존의 「교사론j과 r학교 •희급경

영」교괴를통합한 과목을 인식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사회변화와

교육’과‘학생문화’가미홉했다

둘째，교직실무 교과의 설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강의 주제를 설정하여

야 한다는 점이다 강의계획서 분석 결과，수업 주제영역의 관련 주제틀

이 상당수 있었는데 수업분석이나 학습지도안 작성 동의 주제는 다른

교육과정에서 디루어져야 할 주제이고 교직실무 설정 취지에도 부합되

지 않는다.또한 학교 �학급경영 관련 주제영역은 타 교과{교육행정및

경영)와의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강의계획서상 많이 나타난 주제 중 교육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

이 많았다 이틀 주제를 살펴보면 교사로서 꼭 얄아둬야 할 언사실무，

보수규정，안전사고 관련 법규，학교폭력 관련 법규 등이었다 교과부가

제시한 교직실무 영역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직설무 강좌에 포함되

어야할주제들이다

넷째，강의 방법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학생

중심의 수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관련 이슈나 임용이 되었을 때 긴요한 학급경영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을 학생들이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그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또한 실질적인 교직실무 능력의 함양이라는 교과

개설의 목표 도달에도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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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교직설무」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1. 기초 분석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구성

교재와 강의계획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반영한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프로그램 편성시 주제영역의 구성은 교사론，학급경영，학사 •

인사 3주제영역으로 구분하되 2학년 교직이론 선수교과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에서 이수한 내용과 중복이 없도록

유념하여 편성한다

둘째，주제는 ‘교직윤리’，‘사회변화와교육’，‘학생문화’，‘학급관리와

학생지도’둥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 이외의 직무수행에 펼요한 주제

를모두 다룬다

셋째，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육학 및 교직이론 교과에 대한 기본 지식

을 바탕으후 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자질과 실무능력을 겸비토록 하

는것이다

넷째，강의의 개설 시기는 4학년 1학기에 2학점 2시간 시수로 구성한

다 선수괴옥은 교직이론 교과인 교육행정 및 경영과 생활지도와 상담으

로한다

다섯째，강의 교재는 교수자가 집필에 참여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되，

강의개설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장 구성이 된 것을 선택기준으로 한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각종 자료 및 규정은 별도로 자료집으로 제작하

여 보급토록 한다

여섯째，교직실무에 관한 자료의 최신성과 현장성을 고려하여 참고자

료를 제시토록 하되，다양한 학급운영 사례를 소개한 자료81를 통해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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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교직관과 학교 개혁 및 교사 컨설팅에 관한 자료는 교사를

소재로 한 영화와 EBS 다큐를 중심으로 15-20분 분량으로 편집하여

사용토록 한다

여닮째，개설 강좌가 다수인 경우 현장 경험(최소10년 이상)과연구

력(최소박사과정)을갖춘 강사를 추천하고 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진

행을 협의한다

아홉째，교수자가 학교현장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교사를 초청하

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할애하되，1년 동안의 학교와 학급운영 실무를

부탁한다.

끝으로1 교수자가 수립한 강의계획은 수강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수정

보완 될 펼요가 있다 특히，발표 및 토론 주제 부담의 적절성，평가방법

에 대한 의견 수렴，보강시기의 결정 동은 개강 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위의 프로그램 편성 방햄 l 따라'，5언의 「교직실무」담당예정 교수자

간의 협의를 거친 강의프로그램시안의 주제，내용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강의초반에 교사관 및 교직관의 정립 차원에서 교직윤리 문제

를 다루고，오늘날 교사와 학교에서의 일고 있는 변화를 다각적으로 제

시하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학급운영과 생활지도는 교육현안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8) 조동섭외(2009)) 새내기 교사가알아야할 교직실무100가지교육과학사/우리교
육(2005) 초퉁학급운영1，우리교육/우리교육-(2008) 지혜로운교사시리즈(초퉁상
담，학급운영1 교실속 딜레마 상황 1，2) 동을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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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r교직실무 J 16주간 강의계획서 시안

강의 주제 내용 '2i버5 비고

l강 강의 개관 수엽목표 빛 내용，평가방법，교재 소개
강의게획

보강방법 둥
검토

교대 4학년의 나의 교사관 •교직판은 무엇인가? 교직관 강의
고전 (2006)

2강 교사관 교 4대교직관 엄용관련 8장
직관 교원임용시험의 의미。1해와 설천전략 자료

강의

교사의 교직문화의 특성，변화된 학생，교사 칠의응답 교재 1，2，5장

3강 생활과 학부모 영화와 고재천

교직문화 교직의 보랑과 역경(장무와 스트레스) 드라마속 (2007l12R7
교사

교사의
강의 질의

교재 4，6장

4강 자칠과
교사다웅과 교직융리(존경과 청렁 릉) 응답

학습윤리
[>쟁점교직의 4대 비위와 임용제한 학생

교직윤리
발표 토론

논문

영화와 다큐 속에 그려진 교사 -학교 시사회에 EBS

5강
교사와학교 모습 대한토흔 자료면집

이해하기 예 냥한산초 1 일본아키타， EßS 최고 관련기사및 세계의

의교사 자료 개혁학교

학급경영 관정，개념 1 영역，목표 및 계
교재 7장

6강
학급운영과 획 수립 장의‘질의

고전
학급경영 학급경영개념의 반성적 논의 웅답

(2006)] 장
(학급운영)

학급답임의 역할(교육자 •경영자 전
교수강의 교재 8장

7강
학급담임의 문가)

학생의견조사 고전
역할과 임무 [>쟁점좋아했던 교시;싫어했던 교사

발표 (2006)9장
특정죠사

학곱의
학긍 임원의 선출 학급 모둠의 편성

교수강의 초퉁혁「급

8강 조직활동파
학곱 어린이회의 조직

관련 운영 l

운영 사례 자료 (우리교육)

학교에서의 학생 및 학력평 7\，학교생활기록부， 교 교수강의 교재 1O，EßS

9강 평가및 원평가 학생 선생님이

컨설팅 [>쟁점개인 생활통지표(사례)분석 발표 토흔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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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학사관리 1년(NEI5，EDUFlNE ， 강연요지，
강사

10강 현장교사 장무경갑릉) 자료
현장교사초칭강의 ※ 선배에게 울고싶고 듣고싶은 교직 질의용답 1

쿄재 3，11장이야기 소강

교권보호와 교권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과 제도 교수강의
교재 14장11강 학괴안전 t>쟁점 학교안전사고와 교λ}의 책임 학생

사고 범위 발표 토휴
교육챙 자료

학생징계의 기본원칙，학생인권조례와
교수캉의

12강 학생징계 및 학칙
학생

교재 9장
생활지도 t>쟁점 교육적 효피F적인 행동수정

발표�토론
교육청 자료

방법

쿄원단체�교원노조의 역사와 현황
교수캉의교직단체의 (학교운영위원회 포함)13강

현실과선택 t>쟁점 내가 선택할 교직단체와 그
학생 교재 15장

이유
발표�토론

교사가 교원의 임용1 복무，보수와 연금 교수강의
14캉 알아야할 t>쟁점 교원의 의무 ，책임상 쟁점 학생 교재 16장

인사관리 논의 발표-토론

15강 보장주간 실무실습휴강관련 보강
임용

핵심체크

강의종합

16주 학기말평가 교사와 교직실무 관련 핵심 내용중심 서답형 5문핫 평가와
강의 종합 교직실무 관련 쟁점 사항 중심으로 논술형 l문제 에스트

리포트

3 평가및 추수활동

이교과의 평가는 수업참여도 중간평가，학기말 평가로 구성한다 수

업참여도 (20%)는 출결상황 및수업태도 3분 발표 및 토론 참여도를 기

초로 실시한다 중간평가<30%)는 초등학교 실무실습기를 통해서 설시

하고 학기말평개 50%)는 서답형과 논술형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특

정을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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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쟁점토론은 철저한 역할 분담과 효율적 시간활동 원칙을 준수한

다 교수는 쟁접을 학교현장과 밀접히 관련된 주제로 엄선하고 이와 관

련된 자료 및 자료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시작 전까지 약 10줄의 자기의견을 메일로 교수에게 보내고 교수는

이를 편집하여 배포한다 1인 3분 정도의 발제시간을 배정하고 학생 간

질의웅답 시간을 갖도록 한다

툴째，중간평가 보고서는 학기 도중에 2주간 실시되는 실무실습과 연

계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부과토록 한다 주요 내용은 실무실습 기간

동안 발견하고 느꼈던 교사로서 본인의 장단점，실무실습 기간 동안 느

꼈던 모범교사(模範敎師)와반면교사{反面敎師)의모습을 3월 2일 초

임 교사로서 부임하게 될 자신에게 쓰는 편지 한 통 등으로 A43매의
분량으로제시한다

셋째，학기말 평가는 서답형 5문항과 논술형 1문항으로 구성하되 현

안이 되고 있는 주제를 엄선하여 학기말 고사 준비과정과 임용고사의

‘교직논술’과도연계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무감독 양임시험을 실시

하여 교직에 니아가는 예비교사로서 학습윤리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토

록한다

한편，강의 마무리 시점에서는 강좌 운영에 대한 추수활동을 진행한

다 본 강좌를 위하여 교수자가 의도했던 사항을 설명하고 수강생의 반

응과 학습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교직실무를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사안을 체크하고 학기말 평가 범위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안내한

다 중간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보고서를 피드백하고，베스트 리포

트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설문조시를 통하여 강의 진행 전반과 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대

치와 만족도를 조사한다 이를 기초로 강의 담당 교수간 협의회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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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후 강의계획 작성시 유의점을 도출하고，각자의 강의 방식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한다

현장 교원의 초청강의는 교수자의 현직 경험 유무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v. 결론

설정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의 결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디음과

같다

첫째，교직실무 교과의 신설은 교사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결과

이다

둘째，교직소양 필수교과인 교직실무는 교육실습과 더붙어 중요한 실

무능력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이다 이외에 다른 교직이론 과목

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인사행정을，생활지도와

상햄 l서는 상담지도 이론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교고에서는 이론

적이기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교직실무 교괴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과 교사자격 세부

기준(고시)에근거하여 설정되었으며，교재들은 교직윤리와 학급관리에

치중하였으나 사회변화나 학생문화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반면，교육법

규 등을 보완했다 이는 교직실무 교과 구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적

논의를 요청하는 상황인 것이다

넷째，교직실무에 관한 10종의 강의계획 사례는 4학년 개설이 일반적

이었고，발표 및 토론수업을 병행하였으며 중간보고서 •기말시험 등을

실시했다‘그러나 교수자에 따라 내용구성과 진행방법의 편차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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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특정 또한드러냈다

다섯째，이를 기초로 구안된 교육프로그램은 교사론，학급경영，학

사 •인시를 3대 주제영역으로 구성하였고，쟁접토론을 통하여 교직사회

의 변화를 다루었다 자료는 최신성과 현장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고

강사 역시 연구력을 갖춘 현장교사를 위촉하여，실무교육의 현장성과

대화기법，인간관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

교직관과 학교변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화와 EBS 다큐자료
들을 편집하여 활용도록 계획하였다 각 과업들은 평가에 반영되었고，

학기말 평가를 앞두고 강의에 대한 총평과 의견조사 둥 추수활동음 계획

하였다

한편，이 연구는 계획서의 분석과 계획의 수랩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만큼，향후의 후속연구는 강의실시 결과와 그 점검을 중심으로 프로그랩

의 적용연구가 펼요하다 교수자간 협의와 수강생에 대한 반웅 분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교직실무」가이드라인을정한 법규들은 교원양성기관의 지율성

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의 타당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세부기준에서 규정된 고시의 재검토 (2012.9.22기한)정신에
도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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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뀔욕口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gtam about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in Elementary School

Ko，Jeon' Kang，Eun-Ju' Kim，Min-Ji*

The purpose of this s띠dy is to develop a program that expands
elementarγ sehool teaehers' skills through the Praetieal Affairs of
Teaehing Profession program
Recent1y，the required teaching profession course has opened in

order to develop praetieal preparation skills of teaehers. The key goals
of this eourse areto make eourse objeetives from Practieal Affairs of
Teaehing Profession，to eonfigure the eontents of the eourse in 16
weeks，and to develop teaehing strategies and assessment methods

The eourse was ereated aeeording to The Ministry of Edueation，
Seience，and Teehnology’s (hereinafter refeπed to as ‘MEST’)publie
notice regarding ‘the eriteria for a teaeher’s license. Aeeording to the
MEST Criteria， this eourse has four parts: Ethies of Teaehing
Profession，SoeialChange and Edueation，Student CuJture， and
Classroom Management and Guidance

This study iuvestigated previous studies，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aetieal Affairs of Teaehing Profession and literature ，

* Ko jeon(Professor，jeju National University)，Kang Eun- Ju(Ph.D
Candidate，Department of Education，jeju National University)，Kim
Min-Ji(Ph.D. Candidate，Department 01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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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d teacher collaboration，and received expert opinions during a
meeting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program
In Chapter 3，the article analyzed the fundamentals of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To do this，we separated the contents
of a recently published textbook about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according to the MEST's criteria and analyzed the cha-
racteristics. We also analyzed the College of Education’s lecture
syllabus regarding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The key
categories that were analyzed were the lecωre content，textbook，
lecture method，and examination method including characteristic
descriptions
In Chapter 4，the article created a syllabus draft for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This education program included the past
subjects of Theory of Education and Classroom and School
Management. These subjects consisted of various progr밍ns that were
similar to the subjects of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Stud히lt Life Guidance and Counseling. This syllabus included
movie and broadcast materials as well as practice teaching. Movie
materials were used by previous teachers to demonstrate their
philosophy and ethics of teaching. Broadcasting materials were used
for changes of the teachers' society. The practice teaching portion of
the syllabus consisted of preparing lesson plans for a 4th grade
classroom
The article proposed that a follow-up study and policy regarding the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 program as a fundamental
element of a field-based teaching arena is needed

댄략꽉뭘그
Practical Affairs of Teaching Profession，Ethics of Teaching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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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Management ，Student Culture，Elementary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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