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 전단지를 꼭 전해주세요. 여럿이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신규교원 보다 6배나 많은 기간제 교사 선발!
 아래 <교원양성 및 실태조사> 감사원 자료를 보면 초등의 교원 법정정원은 100.1% 

(161,905명)인 반면, 중등은 현재 법정 정원 182,400명에 배정 정원 146,530명으로 

80.4%에 불과하며 모자라는 교원은 비정규직(기간제교사)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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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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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273 18,870 1.7 10,324 23,714 2.3 7,681 24,831 3.2

초등 6,417 2,932 0.5 6,062 4,873 0.8 4,529 5,167 1.1

중등 4,856 15,938 3.3 4,262 18,841 4.4 3,152 19,664 6.2

 그럼에도 신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선발 배율이 초등이 1대 1인 반면, 중등의 경우는 

기간제교원 선발 비율이 6배나 높습니다. 기간제교원은 정교사의 병가, 출산, 육아휴직

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정교사를 적게 선발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교원이 많아질 경우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소한 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정 교원의 수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도명 학교급 휴직등 정규교원대체 정규교원 미충원 교과교실제 지원

총명

초 4,822 214 -

중 7,969 3,353 214

고 6,771 5,805 378

계 19,562 9,372 592

초등의 경우 정규교원 미충원 인원이 214명인 반면, 중등 정규교원 미충원 인원은 

9,158명에 달합니다. 중등의 교원수급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도 오히려 교과부는 

저출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정교사 선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법정 교원수급이 100%인 초등의 경우 2012년 (2011년 11월 시험)에 전 년

(4,460명 선발) 대비 50%가량 증원된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런 상반된 선발인원 

배정에 대해 교과부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합니다.

  실업자 양성소 사범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사범계(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101개의 기관에서 14,574명, 비사범계(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29개 기관에서 40,359명. 연간 5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응시인원은 58,706명인데 선발 

인원은 2,533명이므로 매년 5만 명이 넘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중등 임용경쟁률이 

2002년에는 4.3대 1, 2004년에는 

8.6대1 현재는 과목 평균 23대 1의 

경쟁률(국어과의 경우 30대 1 이상의 

경쟁률)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초등임용 경쟁률이 2대 1 

정도인 초등교원양성의 경우 대학 

입학 정원을 최근 4년간 총 1,429명 

감축한 반면, 중등은 제대로 된 관리

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교원 양성 제도 및 관리가 필요

합니다.



교과부는 교원양성의 질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양성의 

질이 낮은 대학의 양성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교직과정을 정원의 

10%로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임의로 교직과정 이수 인원을 늘린 것을 

알면서도 원상복구 하지 않은 태만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이 ‘대학이 교직과정을 폐지하고 사범대학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올해 말 계명대, 안동대 등 기타 몇 개 

대학에 국어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사범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로 인원 감축을 하면서 새로운 사범대 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교과부의 상반된 정책을 반대합니다.

  5개월 연수만으로 나는 교사다?
미래형 교육과정, 집중이수제로 인해 

비주요과목의 과원 교사가 임시 교원 양성소

에서 연수를 받고 주요 과목 교원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만 

연수 신청서를 받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

왔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5개월 연수만으로 과목을 

변경한 교원이 우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

트리는 ‘현직교사의 복수전공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립학교의 채용기준, 나는 꼼수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26%, 고등학교 50%입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중등 임용고사’를 통해 교원을 선발 합니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명하고 있어서 사립 교원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사립 교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만큼 

선발과정도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립 교원 

채용권을 국가가 관리해야합니다.

 학급당 학생수 OECD 가입국가 중 최저 수준
현재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을 고려하여 교원 충원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교원을 선발하고 있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가 OECD평균(23.9)에 비해 높은 35.6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한  국 31.0 31.0 30.8 35.6 35.8 34.7

OECD평균 21.4 21.4 20.5 23.9 23.4 22.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년 OECD 교육지표

한 반에 평균 36명의 학생이 배정된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GDP 대비 교육재정은 4%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 

성장에 비해 교육 성장은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육 여건 개선은 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