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9.512

‘교직실무’교재내용 분석 및 교재 집필 방향
Analysis on Textbook Contents & Proposition on Direction of Textbook Writing

for 'Teaching Practice'

권충훈
*
, 조흥순

**

주여자 학교 등특수교육과*, 주여자 학교 교육 학원**

Choong-Hoon Kwon(kwonch@kwu.ac.kr)*, Heung-Soon Cho(hscho@kwu.ac.kr)** 

 요약

최근 국가의 교원자격검정령이 수정되었다. 교직실무 교과목은 교직소양 역에서 신설되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의 목 은 교직실무 교과목의 주요 교재들의 교재내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 하여 교직실무 교재의 집필 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에 

기 하여 제시한 연구문제는 첫째, 최근 교직교과목의 변화와 일반 인 교재내용 선정 원리를 확인한다. 

둘째, 교직실무 교재들의 자  내용체계를 분석하여 경향을 악한다. 셋째, 교직실무 교재 집필의 방향

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출  발간된 15종의 교직실무 련 교재들을 분석하 다. 교재분

석은 자 수, 자의 ( )직 소속, 장 주제의 체계 등을 정리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재 집필의 방향으로서 국가의 련 고시 기 의 수정  정비, 교육 장의 요구분

석 작업 선행, 교직실무 교과목의 정체성 확보, 교육학계와 교육 장 문가 공동 집필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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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riterion of teachers' qualification has been changed in Korea. 'Teaching 

Practice' was included new subject in the teaching training system since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book content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extbook writing 

for 'teaching practice'. 

So the study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First, it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the 

teacher training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collection on textbook materials. Second, it is to 

review the trends of the authors' character and the textbook contents on 'Teaching practice'. 

Finally, it is to proposal the direction of textbook writing for 'teaching practice'.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collected 15 textbook published in Korea from 2009 to 2011.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earchers to present the authors' number, authors' position, the 

system of chapter topics on the textbook. Based on these finding, the proposition of the textbook 

writing were present as follows: First, to change the criterion of national documents. Second, 

to collect the needs on the school fields widely. Third, to grasp the unique identity of subject 

that is isolated from the previous subjects, Fourth, it is to promote the joint writing form which 

is include professors and experts in the schoo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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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As is the 

teacher so is the school)는 명제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

는 부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다[1]. 이

는 교육에 있어 교사의 요성을 단 으로 강조하는 명

제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 별, 교과별 교원자격증은 국

가의 검정 차를 거쳐 발 하고 있다. 교원자격증은 교

원자격검정령[2]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합격기

)에 의거하여, 자격종별로 공과목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이수학 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모든 교원 자격증은 자격종별  표시과

목에 상 없이 공통의 교직과목과 이수학 을 충족해

야만 한다. 교직과목은 총22학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당시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2006년 11월 17일 

학교  교육력 제고를 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3]을 

발표하 다. 교원정책 개선방안의 비   목표에서는 

3  정책목표를 제시하 는데, 그 내용은 질 높은 교원

의 양성, 능력 심 인사체제 구축, 교직 수행능력 향상

이었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신설 배경이 되는 정책의 

시작이라고 평가된다. 

최근 국가에서는 교원자격에 한 검정 강화, 교원양

성기 에 한 평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맥락

에서 2009학년도부터 교직교과목의 이수 역  교과

목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용되

는 주요 변화로는 첫째, 교과교육 역의 공 역으

로의 환, 둘째, 교직소양 역이 신설되고 그 하  교

과목으로 ‘특수교육학개론’과 ‘교직실무’ 교과목 편성, 

셋째, 교육실습의 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직소양 역의 특수교육학개론 교과목은 오랫동안 

특수교육 련 학과의 개론 교과목으로서 그 내용 편성

의 완성도가 높고, 교재로서 출 된 자료들도 많은 실

정이다. 그에 비해, 교직실무 교과목은 교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범 가 포 이고 불분명하여 일부 기

존의 교직교과목과 내용이 첩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

이다.

교직 교과목에 한 련 기 으로는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 “유치원  등․

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한 세부기 ”이

다. 이 세부기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 ) ②항

에는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

문화’, ‘학 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을 포 하여 주제별

로 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4]. 이와 같은 

기 은 무 애매성이 높아 그 구체 인 교재 내용 편

성 원칙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실이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개설 역사가 매우 짧은 계로 

련 연구물이 없으며, 지나치게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 출 으로 인하여 교원양성기 에서는 이 교과목

의 주요 교수-학습 내용체계를 잡는데 큰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 한 교직실무 교과목은 2009년도부터 편

성 운 되어 2012년도 재 4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즉, 

교직교과목 변경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런 시  요인은 재 시 에서 교직실무 교

과목의 교재 내용 분석 작업  교재내용 선정의 방향

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 하여, 

본 연구의 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각종 교원양성기 에

서 편성 운 하고 있는 신설 교직 교과목인 ‘교직실무’ 

교과목의 주요 교재의 편성 내용들을 다각 으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 ‘교직실무’ 교과목 교재의 집

필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  목 에 기 하여 제시할 수 있

는 연구문제로는 

첫째, 최근 교직교과목의 변화와 일반 인 교재내용 

선정 원리를 확인한다. 둘째, 교직실무 교재들의 자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그 경향을 악 제시한다. 셋

째, 교직실무 교재 집필의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최근 교직교과목의 변화
교원양성기 인 교육 학, 사범 학, 교육 학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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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교직과정 등에서는 정규 교육과정과 교원임용시험

을 통하여 교직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임 

교사들이 교직의 특성이나 교사들의 업무를 자세히 알

지 못한다는 지 이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

한 문제 을 고려하여 2006년 11월 17일 당시 교육인

자원부에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

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교직과목의 이수기   교직

실무, 학 리와 생활지도, 교육법 등 교직소양에 한 

과목을 제안하 다.

교직교과목은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에 맞추어, 2008

학년도 이  입학자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입학자

를 기 으로 이수교과목과 이수학 이 변화가 있었다.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표 2]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역 과     목 최 이수학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외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
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외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
실습  교육실습 2학점 이상

(4주)

표 2.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역 과목 최 이수학

교직
이론  교육학개론 외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
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2. 교재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교재분석의 연구는 교육학 특히 교육과정 분야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교재분석 연구는 주로 국가의 

등학교 교육과정 체계 분석과 교과별 교과서 내용 분

석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 희(2008)[5]는 고등학교 어교과서의 교재 내용

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수행하 다. 

손효상(2007)[6]은 제7차 교육과정의 등 어 교과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최형

찬(2012)[7]은 2007 개정 교육과정  학교, 고등학교  

도덕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

학 교과목의 교재분석 연구는 그 게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 련 교재분석 연구가 나

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경

일(2008)[8]은 사회복지행정 교과목의 주요 교재의 내

용을 검토하고 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이상균․윤철수(2010)[9]는 학에서의 학교사회복지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체계 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

하 다.

교육학 분야 교과목의 교재내용 분석 선행연구들로 

확인할 수 있는 표 인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장인

실(2005)[10]은 1956년부터 2005년까지 출 된 30권의 

교육과정학 분야 교재내용 분석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

학의 역과 발  동향을 탐색한 연구를 진행하 다. 

조희성(2007)[11]은 교직과목의 교재용과 교육학 시험

내용과의 련성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 다. 정진 외

(2007)[12]는 유아교육 공  교직과목 교재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 는데, 교직과목  교과교재연구  지

도법과 교과교육론의 교재를 분류체계방식으로 분석하

여 그 결과를 제시하 다.

「특수교육학개론」은 2009학년도 교직교과목의 변

화에 따라 교직소양 역의 교과목이다. 특수교육학개

론의 교재 내용 분석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져 그 연구

의 방법  결과를 이 연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다.

허유성․이우진(2001)[13]은 비 일반교사를 한 교

직소양과목으로 특수교육학개론에 합한 내용을 탐색

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  강의

계획안을 분석하고, 문가 의견  학생의 요구를 분

석하여 특수교육학개론의 내용 구성에 시사 을 제시

하고자 하 다. 이런 에서 교직실무의 교재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교직실무 교과목의 실제  효과 

증진을 한 교재 내용 분석의 필요성이 두된다.

3. 교재내용 선정의 원리
교재내용은 교육목 을 달성하는 데 가장 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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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다. 교재내용 선정의 원리는 Tyler의 교육과정 개

발 모형과 김 의 국가수  교육과정 내용 선정 원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Tyler(1949)[14]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

라는 서에서 학습경험 내용을 선정하는 체계 인 원

리를 제시하 다.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15].

학습자에
대한 연구

사회의 요구에
대한 조사

교과 전문가의
제언

잠정적 교육 목표 설정

학습심리학적
기준

교육철학적
기준

교육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 가

학습자에
대한 연구

사회의 요구에
대한 조사

교과 전문가의
제언

잠정적 교육 목표 설정

학습심리학적
기준

교육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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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김 (2012)은 교육내용을 선정하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배워야 할 내용이 무 

많다는 데 있다고 지 하 다[16]. 교직실무 교과목도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은 많으나, 제한된 기간에 교

수-학습을 진행해야 함으로 그 교육내용을 선정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김 의 교육내용 선정 원리를 제

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김대현의 교육내용 선정 원리

Ⅲ. 교직실무 교재분석 

1. 교재분석 대상 선정
교직실무 교과목은 2009학년도부터 신설 개설 운

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재내용 분석을 한 상 교재는 

교직실무 교과목이 신설 개설된 2009년도부터 2011년

까지 출간된 교재들이다.

3년간 출 된 교직실무 련 교재는 총 27여권이다. 

그  특정 자격증을 상으로 한 교재들( , 유치원 교

사를 한 교직실무, 보건교사를 한 교직실무, 특수교

육 교직실무 등)과 개정 을 제외한 15종의 교직실무 

교재들을 선정하 다. 교재분석 상 교재는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3. 출판 연도별 분석 대상 교재

출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교재 수 4권 6권 5권 15권

2. 교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인 교재분석 방법은 교재분

석 상 교재의 장 제목을 확인 분류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이는 분석 상 교재의 구체 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 보다 교재내용의 반 인 경향을 확인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재분석의 구체 인 내용으로는 교재 분석 상 교

재의 자 수, 자들의 ( ) 소속, 그리고 장 제목의 

비  확인이다. 장 제목의 확인은 국가의 기 에 따른 

비  확인을 먼  하고, 체 인 교재 내용의 구성 비

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3. 교재 분석 결과
2-1. 저자 수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한 15권의 교직실무 교재

의 자들의 인원별 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재의 저자 수                           (N=15)

자 수
(명)

1 2 3 4 7 8 15 16 18 19

교재
(권)

3 3 1 1 1 2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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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교재분석 상 15권의 교재의 총 자 

수( 복 포함)는 107명이다. 그  단독 집필은 3권

(20%), 2～4명 공동 집필은 5권(33%), 7～8명 공동 집

필은 3권(20%), 15명 이상 공동 집필은 4권(27%)이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경우, 다루어야 하는 내용 역의 

범 성, 이론과 실제의 복합성 등을 고려할 때 공동 

집필의 경향이 깊다고 분석되었다.

2-2. 저자의 소속 분석
교직실무 교재 자들의 소속(  직) 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저자들의 소속(전직 포함) 현황              (N=107)

구      분 빈  도 비 율(%)

교원양성기관 교수(강사) 75 70.0
현직 교사 18 16.8
현직(전직) 교장 6 5.6
교육연구기관 연구원 4 3.7
교육전문직 2 1.9
기타 2 1.9

본 연구에서 교재 분석 상 15권의 총 자 인원 107

명( 복 자 포함)이다. 교직실무 교재의 자들의 

직( 직) 소속은 교원양성기 (사범 학, 교육 학, 교

직과정부 등)의 교수(강사 포함)들이 75명으로 70.04%

를 차지하고 있었다. 직교사는 18명(16.8%), ( )직 

교장은 6명(5.6%)이다. 

교육연구기  연구원은 4명(3.7%)이며, 한국교육개

발원 연구 원 3명,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구 원 1

명이다. 교육 문직은 2명(1.9%)이며, 역교육청의 장

학 들이다. 기타는 2명(1.9%)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소

속 사무  1명, 식품 양학과 교수 1명이다.

2-3. 교재의 장별 주제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 교직실무 교재의 장별 제목

을 심으로 주제를 분석  분류하 다. 분석 상 교

재 에는 4장으로 구성된 교재가 있는가 하면, 총22장

으로 구성된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도 있었다. 

분석 상 15권 교재의 총 주제(章)수는 208개 다. 교

재 당 평균 장(章)은 13.9장이 다. 이는 학의 학기별 

주간 수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 다.

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에 비

추어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03.02)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②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역
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표 6. 교직윤리 내용 분석 결과                   (N=15)

역 세부내용 빈도 비율(%)

교직윤리

-교사의 윤리, 권리와 의무
-교원의 권리와 의무
-교직윤리
-교사의 직무와 교육적 책무성
-공직사회와 교직윤리
-교사의 자질과 윤리

8 53.3

교재분석 상 교재의 장 제목만으로 분석한 결과, 

체의 53.3%에서 ‘교직윤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해당 교재의 장 제목이다. 

교직윤리라는 일반 인 장 제목으로 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교직윤리라는 장 제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교재에서는 교직에 한 이해라는 큰 범 에서 일부 교

직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사회변화와 교육 내용 분석 결과             (N=15)

역 세부내용 빈도 비율(%)

사회변화와 
교육

 -사회변화와 교육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의 변화 2 13.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직실무의 역

에는 ‘사회변화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재

내용 분석 상 교재  2권에서만 ‘사회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명수 외(2010)[17]는 교직실무 교

재를 집필하면서 철 하게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 내

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상길

(2011)[18]의 교직실무에서 ‘교육 장의 패러다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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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장 제목으로 사회변화 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직실무 역  ‘사회변화와 교육’ 역의 포함 비

이 13.3%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교육사회학」

과의 내용 첩을 회피하기 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학생문화 내용 분석 결과                     (N=15)

역 세부내용 빈도 비율(%)

학생문화

-청소년문제
-청소년 문화
-건전한 학생문화
-청소년의 심리와 문제
-학생의 이해
-학교문화와 교직사회의 
 인간관계 전략

6 40.0

‘학생문화’의 내용을 편성하고 있는 교재는 6권으로 

40.0%로 나타났다. 최근 큰 이슈로 등장한 학교폭력 등

과 같은 문제를 근하는 측면에서도 ‘학생문화’에 련

된 내용의 확  편성은 매우 요하다고 단되었다.

표 9.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내용 분석 결과           (N=15)

역 세부내용 빈도 비율(%)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급경영의 실제
-생활지도와 상담
-학급담임의 역할과 업무
-진로지도의 이해와 방법
-생활지도와 학교상담
-학생관리와 생활지도
-생활지도
-생활지도와 상담의 이론
-학급경영개론
-학급경영의 기초
-생활지도와 상담의 실제
-학급경영활동

15 100.0

‘학 리와 학생지도’ 역의 내용은 교재분석 상 

15권  15권에서 100% 포함하고 있다. 학 리와 학

생지도 역의 세부 내용은 복되는 교재를 제외하고 

제시한 것이다. ‘학 리와 학생지도’ 역은 사실 ‘학

리’와 ‘학생지도’ 두 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교재분석 상 15권의 교재의 체 장 주제를 

펼쳐놓고, 국가 련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역의 내

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직에 한 이해’ 내용을 편성하고 있는 교재는 15

권 에서 13권으로 86.6%로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 [표 10]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표 10. 국가 고시 영역 이외의 내용 분석 결과     (N=15)

역 빈도 비율(%)

교직에 대한 이해 13 86.6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11 73.3
교수-학습지도 10 66.6
교직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 8 53.3
공문서 처리 및 학교 정보화 8 53.3
교육관련 법규 7 46.6
장학 7 46.6

그 외 교재분석 상 15권 교재  포함되어 있는 특

색 있는 내용으로, ‘ 재아동과 특수아동’, ‘보건교육’, 

‘학부모 계  상담’, ‘창의  재량활동’ 등이었다. 

교직실무 교과목에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4 역 

이외의 주요 구성 내용을 확인하여 조망감 있게 제시하

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교직실무 교재의 주요 내용 및 비중

Ⅳ. 교직실무 교재 집필 방향 제시

교직실무 교과목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용되고 

있는 신설 교직교과목이다. 기존의 다른 교직교과목과

는 달리, 교과목의 편성 운 의 역사가 짧고 그에 따라 

교재에 포함되어야 한 주요 내용에 한 공유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2012년도는 교직실무 교과목이 개설 운 된 지 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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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해이다. 교직실무 교재의 집필 방향은 교직실무 

교재내용 분석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간된 교직실무 교재의 자 수, 

자 소속, 교재의 장별 주제 등을 분석하 다. 이런 분

석은 신설 교과목인 교직실무의 집필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단하 다.

1. 국가의 고시 기준의 정비
교직실무 교과목 교수요목의 국가 인 기 은 교육

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15호(2011.03.02)에 제시되어 

있다. 교직실무 교과목이 신설 편성된 2009년 이후 변

하지 않고 있는 기 이다. 교직실무의 교수요목 역으

로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

리와 학생지도’ 등 학습지도 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교직실무 교재를 분석한 결과, 

‘학 리와 학생지도’ 역은 15권 모든 교재에 수록되

어 100%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교직윤리’ 역은 8권

에 포함되어 53.3%, ‘학생문화’ 역은 6권에 포함되어 

40.0%, ‘’사회변화와 교육‘ 역은 단 2권에 포함되어 

1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재들은 국가의 교수요목 기

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한 교육학계와 학교 직 리자  문가들의 요구

와 의견을 반 하여 국가의 고시 기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교육현장의 요구분석 작업 필요
교직실무 교과목의 편성 운 의 목 은 기본 으로 

교직 수행능력 신장에 있다고 본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출발 은 국가의 2006년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사 양성기 에서의 교직교과목은 학교 장의 

요구를 필히 수용해야 한다. 교직실무 교과목은 타 교

직 교과목과는 달리 학교 장에서 교사로서의 업무수

행을 높이기 한 가장 장 심의 이론  실제 활동

이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교직실무 교재의 주

요 구성요소는 교육 장 문가 즉, 교육 문직(장학 , 

장학사 등)과 단  학교 리자(교장, 교감 등) 그리고 

경험 있는 직 교원(수석교사, 부장교사 등)의 요구분

석 작업을 통해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교직실무 교재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학습경험 선

정은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13]에서 ‘사회  요

구’수용이 가장 요한 변인으로 근해야만 한다.

3. 교직실무 교과목의 정체성 확보
교직실무 교과목은 교직 교과목  가장 최근에 편성 

운 되고 있는 교과목이다. 재 국가의 교원양성검정

령에 근거하여 편성 운 되고 있는 공통 교직 교과목은 

교직이론 7개 교과목(14학 ), 교직소양 2개 교과목(4

학 ), 교육실습 2개 교과목(4학 )으로 총 11개 교과목

(22학 )이다.

교직실무 교과목은 교직소양 역에 치하고 있으

나, 그 내용 편성 상 교직이론 교과목 7개 교과목과 

복되는 내용편성이 많은 것이 실이다. 교직실무 교과

목의 성격이 학교 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직수행능력을 

지원하는 것이라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교직실무의 교재 집필 과정에서 기존 교직이론 교과목

의 고유 내용은 가능한 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재내용 분석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타 교과목과

의 첩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  교육경 ’ 교과목과 복되는 내용은 교

육법규 련 내용, 학교  학 경  내용, 장학 내용, 

교직단체와 학교운 원회 련 내용 등이다. ‘교육과

정’ 교과목과 복되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  내용이다. ‘교육사회학’ 교과목과 복되는 내

용은 학생문화, 사회변화 련 내용이다. ‘교육방법  

교육공학’ 교과목과 복되는 내용은 교수-학습 지도 

내용. 수업 기법 내용 등이다.

교직실무 교과목은 이 교과목만의 정체성 확립 작업

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 작업은 먼  교

직실무 교과목의 정확한 교육목표의 설정을 한 후, 교

과목 정체성에 맞는 교육내용의 범주를 정하는 연구  

공유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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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계와 교육현장 전문가 공동 집필
본 연구에서 교재내용 분석 상으로 선정한 교직실

무 교재(15권)의 자들은 교원양성기  교수진이 

70.0%를 차지하 다. 학교 장의 교원( 리자  교사 

포함)의 비율은 22.4% 다. 

Hyman(1973)[19]은 교육내용을 지식 역, 기능 역, 

가치 역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 다. 교직실무 교과

목은 개설의미  교육목 에 기 하여 보면, 지식 역

과 기능 역, 가치 역이 정한 비율을 가지고 교재내

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재는 장의 교직수행 능력 분

석, 리자  동료 교수의 요구 사항, 교육학계의 최근 

이론 등을 골고루 편성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직

실무 교재의 자 구성은 교원양성기 ( 학)의 문가

와 학교 장 문가(학교 리자, 교육 문직, 직 교

원 등) 등이 공동으로 참여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단된다.

교직실무 교재의 집필 방향을 종합 으로 제시하여 

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직실무 교재 집필 방향

Ⅴ. 요약 및 제언

국가에서는 교원의 직 수행능력 향상을 해 지속

으로 새로운 정책과 평가 시스템을 구안하고 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원양성기 에서는 2009학

년도부터 새로운 교직교과목 편성 운  체계를 운 하

고 있다. ‘교직실무’ 교과목은 이런 시  사회  흐름 속

에 등장한 새로운 교직교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하여 4년간 편성 운

되고 있는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재내용 분석을 다각

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 다. 그리고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재집필의 방향에 한 아이디어

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  배경으로 최근 국가의 교직교과목

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교재분석 련 주요 선행연

구들을 확인하 다. 한 교육과정학 차원에서 교재내

용 선정의 주요 원리들을 검토․정리․제시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  내용으로는 2009년도부

터 2011년도까지 출  발행된 교직실무 련 교재 15권

을 선정하여, 교재 집필의 자 수, 자들의 ( )직 

소속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리 제시하 다. 그리고 

교직실무 교재내용의 분석은 국가의 련 고시 역에 

근거한 장 주제의 비율  세부 주제를 먼  확인하고, 

체 교재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역별로 유목화 하

여 그 비율 등을 정리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직실무 교재내용 분석 결과를 기

하여 교직실무 교재 집필의 방향에 한 아이디어를 제

안하 다. 그 아이디어는 첫째, 국가의 교직실무 교과목

에 한 련 고시 기 의 정비, 둘째, 교육 장의 요구

분석 작업 필요, 셋째, 교직실무 교과목의 정체성 확보 

 범주 획정, 넷째, 교육학계  교육 장 문가의 공

동 집필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신설된 교직실무 교과목에 한 교재

내용 분석과 앞으로의 교육내용 선정의 방향을 제시하

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교수-학습활동의 목  달성과 

고유한 교과목의 치 확보에 큰 도움을  수 있다고 

단된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교직실무 교과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에 한 교육학계와 학교 장의 

요구분석 연구가 후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

해 본다. 교직실무 교과목의 주요 교육내용 선정은 반

드시 학교 장의 요구분석 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

며, 그런 연구  논의 과정은 국가의 련 고시 기  

변경에 직 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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