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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수학교사교육

최 창 우 (대구교육대학교)

I. 머리말1)

교사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

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일선 학교에서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최대의 주

안점이 주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톨의 볍씨는 여든여덟 차례 손길을 거치고야 쌀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의 교사가 길러지기까지 수

많은 과정(예비교사교육, 교생실습, 현직경험 등)과 손길

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초․

중등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처럼 교사자격증만 일단

취득하면 전국 어느 곳(임용고사 지원 또는 시․도간 교

류를 통해)에서나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

는가하면 나라마다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교사교육의 주된 관심사도 80년대 중반쯤부터 일기

시작한 열린교육(open education)과 구성주의(construct-

ivism)가 교육현장에 확산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로

교사들의 수학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이

었다. 그 이후 교육과정 및 문제해결, 구체물 사용, 최근

에는 계산기와 컴퓨터의 사용과 같은 공학적인 측면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3차 국제

수학․과학 비교연구(TIMSS)에 관한 보고서가 나온 이

후 상당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들 과목을 효율적으

로 지도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예비교사

* 접수일(2010년 3월 19일), 수정일(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

일(2010년 8월 12일)

* ZDM분류 : B55

* MSC2000분류 : 97B50

* 주제어 : 교육제도, 교사교육프로그램, 교생실습, 수학교사교

육

* 이 논문은 이종일 외(2004)에 게재된 필자의 글 “뉴질랜드 교

사양성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것임.

교육 및 전문성신장에 관한 문제가 상당한 관심거리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본 연구자가 교사교육과 관련하여 약

120여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에 위치해 있는 오클랜드 교육대학1)에서 연구교수로 있

으면서 두 학기 4개의 강좌2)에 걸쳐 수학교사교육에 직

접 참여하여 관찰, 인터뷰,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 비디

오녹화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및 교사교육프로그램, 교사교육의 실제 사례

등을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초등교사교육에

의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뉴질랜드의 교육제도와 교사교육 프로그램

1. 뉴질랜드의 교육제도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유

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학사운영(입학시기, 학년제 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의 교사교육의 기원은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대체적으

로 교사양성대학(Teacher Training College)이란 이름으

로 출발하여 중도에 교사대학(Teachers College)으로 뒤

1) 오클랜드 교육대학은 2005년 무렵 인근 오클랜드대학교와

합병하여 지금은 오클랜드대학교 교육학부로서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예전과 같이 교육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2) 본 연구자가 참여한 4개의 강좌는 2003년도 전학기 교육학

사 과정의 두 강좌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 in New

Zealand 및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in New

Zealand와 후학기 두 강좌 Introduction to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 및 Mathematics Education Getting

Ready for the Classroo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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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90년을 전후한 교육개정 법령에 의해 교육대학

(College of Education)3)으로 개명하여 교사양성 및 재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나 최근 2005년을 전후하여 인근 종합대학

에 통폐합되어 교육학부로서 뉴질랜드 전체의 초등교육

및 일부중등교육과 관련된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뉴질

랜드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약간 상이한 점을 가지므로

아래 <그림 1>에 그 체제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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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뉴질랜드의 교육제도(정종진, 1998)

위쪽의 <그림 1>에서 제일 오른쪽의 1～8까지의 단

계는 뉴질랜드교육과정의 수준(level)으로 가운데에 눈금

으로 표시된 학년과 연계하여 각 학년마다 교육과정의 8

단계의 수준 중 어디까지를 성취하여야 하는가를 나타내

3) 2005년 전후까지 뉴질랜드에는 오클랜드교육대학, 웰링턴 교

육대학, 크라이스터처치 교육대학, 더니든교육대학 등 4개의

교육대학이 있었다.

고 있다. 또한 1학년에서 8학년까지가 초등(중등과정만

있는 학교 포함)이며 9학년에서 13학년까지가 중등에 해

당한다. 또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초 중등만 의무교

육이고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1996년 이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의 초등학교의 년

중 학기는 3개의 Term으로 운영되었으나 Term을 좀

더 짧게, 방학을 좀 더 자주 하는 것이 아이들을 덜 지

치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학업에 더 잘 몰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New Zealand Official Yearbook 2002,

p.218)에 따라 지금은 1년을 크게 2학기로 나누는 것은

우리와 같으나 각 학기 안에 2개의 Term을 두어 1년을

총 4개의 Term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1월 말경에 Term 1을 시작하여 4월 중순경

에 Term 1이 끝나면서 약 2주간의 방학을 갖는다. 4월

말 경에 Term 2를 시작하여 6월말에서 7월초에 1학기

가 끝나면서 겨울방학을 갖는다. 겨울 방학은 우리처럼

길지 않으며 약 2주간이다. 7월 하순경에 다시 2학기인

Term 3을 시작하여 9월 하순경에 Term 3이 끝나면서

약 2주간의 방학을 갖고 10월 초순에 마지막 Term 4를

시작하여 12월 초순에 2학기가 완전히 종료된다. 아이들

이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각각 학

교 나름의 색상과 디자인을 가진 교복을 입고 다닌다. 특

히 우리와 다른 것은 모든 초등학교에 Dental Clinic이

있어 입학 첫해에 학교 치과 담당 보건사 또는 공중 건

강 간호사가 아동에 대한 건강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 수업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며,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5세(1학년에 해당)인 초등학

생의 경우 입학하여 첫 6∼8주까지 오후 2시에 마치기

도 한다. 오전 8시 30분 전까지는 교실에 들어갈 수 없

도록 되어있으며 따라서 8시 3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등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급식이 없고

모든 아동은 자신의 도시락 및 간식을 준비하여 학교에

등교 하여야한다(최창우, 2004).

2. 뉴질랜드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1) 교육대학의 학사운영과 신입생 선발

(1) 교육대학의 학사운영

교육대학의 학사일정은 우리와 달리 2월 1일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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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2월 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1년을 크게 2학기로 나누는 것은 우리와 같으나 각

학기 안에 2개의 Term을 두어 1년을 총 4개의 Term으

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4월 중순, 6월 말에서 7월 초,

9월 하순 경에 각각 2주간의 방학을 갖는다.

교육대학을 포함한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대학자체의 평의회(Council)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어

진다. 평의회 회원들의 일부는 교육부 장관에 의해 임명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회원들은 여러 교육 구 집단에 의

해서 선출된다(홍상완, 2001). 평의회는 대학헌장의 개발,

대학정책의 인준 및 감독, 학장의 고용 등 대학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해당 대학의 학장은 그 대학의 최고의 집행권 자로서

대학의 경영과 정책의 이행 등 대학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해당대학의 행정 조직은 전반적인 학술프로

그램, 이를테면 도서관, 정보 및 공학서비스, 학술서비스,

각종회계와 관련된 부문, 자산관리 서비스 및 마케팅 등

을 지원하는 성격을 뛰고 있으며 특히 1989년 이래로

TEAM solutions이라는 부서를 두어 각급 학교 및 교육

자들을 위한 양질의 전문성신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또 하나의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Calendar 2003, Auckland College of Education).

뉴질랜드의 각 교육대학에도 한국의 여러 교육대학이

가지고 있는 부속학교와 유사한 성격의 Normal School

을 두고 있어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교수(Teaching)와 학

교경영이라는 양자의 이론과 실제사이에 상호작용을 관

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완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교육대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수학교사협의회(NCTM)와 유사한 성격

을 가지면서 뉴질랜드의 교사교육을 발전시키고 강화하

기 위해서 평의회 의장들과 교육대학의 학장들로 구성된

뉴질랜드교사교육협의회(New Zealand Council for

Teacher Education: NZCTE)가 있으며 회원대학에 의해

서 제공되는 모든 교사교육과 기타 프로그램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회원대학을 대표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협상은 물론이고 공통적이고 국가적인 관심사에 대해 회

원들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고 회원대학들의 연구를 장려

하고 지원하며 와이탕기조약4)에 따라 현지의 마오리 인

들이 교사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일등을 맡고 있

다.

(2) 지원자의 자격조건

교육대학에서 운영하는 유아교육(Early Childhood)과

초등 및 중등교사교육(Primary and Secondary Teacher

Education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대체적으로 입학시점

을 기준으로 17살의 연령에 달해야하며 3개 과목의 버서

리(장학금) 성적이C이상이어야하고 Form 65)수료증

에서 영어나 마오리어가 적어도 5등급은 되어야한다

입학하는 당해년도의 2월 1일을 기준으로 20세를 초

과하는 지원자는 형식적인 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하지

는 않지만 고등교육을 받을만한 능력이나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신입생의 선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자

신을 나타낼 수 있는 각종문서의 사본과 함께 제출하고,

2명의 추천인(가능하면 교육관련 인물이면 더욱 좋으며,

20세 미만인 경우는 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4) 쿡이 뉴질랜드를 유럽에 소개한 이후 포경이나 바다표범의

포획, 카우리 나무의 벌채 등을 위하여 많은 백인들이 뉴질

랜드로 찾아왔다. 그들은 마오리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빼앗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제일 평화

로운 나라라고 하는 뉴질랜드도 이 무렵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곳이었다.

그러한 뉴질랜드에 이주를 재촉한 사람이 에드워드 웨이크

필드(Edward Wakefield)였다. 1837년, 그는 영국에 뉴질랜드

협회를 세우고 이민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뉴질

랜드 토지회사를 세우고 뉴질랜드의 토지를 마음대로 팔기

시작했다. 이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제1차 조직 이주민인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40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총독을 맡

고 있던 홉슨(W.Hobson)이 뉴질랜드를 찾아온다. 그는 당시

영국의 대리인으로서 와이탕기에서 장기간 살고 있던 버스

비(J.Busby)의 집으로 가서, 이곳에서 뉴질랜드를 영국 식민

지로 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그리고 2월 6일, 버스비의

집에 각지의 마오리 추장을 모아놓고, 뉴질랜드를 사실상의

영국 식민지로 하는 와이탕기 조약(Treaty of Waitangi)에

서명하였다.

와이탕기 조약이 체결됨으로서 뉴질랜드는 영국 식민지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5) 뉴질랜드 구 교육과정에서 사용되어온 학년(year)으로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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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게 추천서를 작성케 하여 추천인이 밀봉하여 겉봉

투에 기밀서류라고 표시하여 직접 대학에 보내거나 제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지원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만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대학의

선발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지원서에 기초한 서류심사와

추천인의 추천서 내용 등 교사로서의 개인적․직업적인

자질을 증명해 보여야한다.

선발 위원회의 평가 항목은 교육대학마다 약간씩 차

이가 있으나 오클랜드 교육대학의 경우 대체적으로 아래

와 같은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① 학문적 재능

② 개인적 자질

매우우수 우수 보통 열등

성숙도

사회적 기능

적응성

근면성

솔선수범 성

지도성

신뢰성

③ 의사소통 능력

지원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구두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필기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

④ 초등교육과 관련되는 전문지식

2) 교육대학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규정6)

(1) 교사교육 프로그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에서 제공되는 프로

그램은 주로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학교마다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약간씩

6) 한국에서는 교육과정 혹은 교과과정을 혼용하여 쓰거나 교

육과정 속에 개설되는 각 강좌 명을 총칭하여 교과과정이라

고 하고 있으나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교육과정 속에 개설되

어 있는 각 강좌를 여기서는 module(즉 학점을 수여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설된 각 강좌)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module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모아 놓은 것을 프로그램이

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여기에 준하여 프로그램이라 하였고

여기에 소개된 각 프로그램들은 오클랜드 교육대학에서 발

행되는 Calendar 2003 으로부터 인용하였음

의 차이가 있듯이 뉴질랜드의 교육대학에 개설되어있는

프로그램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프

로그램의 유형은 유아교사교육프로그램, 초등교사(중학

교포함)교육프로그램, 고등학교 교사교육프로그램, 자격

획득을 위한 고급과정의 교육프로그램, 교사전문성개발

프로그램, 사서교사교육 프로그램, 경영학 등의 프로그램

이 있으나 여기서는 오클랜드교육대학의 교사교육 프로

그램 및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언급하였다. 오클랜

드교육대학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프로그램

(유아 교사교육, 초등교사교육, 중등교사교육)으로 요약

할 수 있으며 개설되어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단

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육 학사과정

3년 풀타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사교육, 초등

교사교육, 마오리 매체교육 등이 있다

② 대학원 (음악)교육졸업증과정에 연결되어지는 교

육 학사과정

이 프로그램은 4년간의 과정으로서 학사과정이지만

대학원 (음악)교육졸업증과정과 연결되어있어 지원자들

이 음악에 관한 고도의 기능숙달을 할 수 있으며 장래의

음악교육에서의 직업을 갖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

되어있다

③ 대학 교육졸업증(중등)과정을 겸한 교육 학사과정

이 프로그램 역시 4년 동안의 과정으로서 대학 교육

졸업증 과정과 겸하여 교육학사 과정이 이수될 수 있다

④ 교육졸업증과정(유아교사교육)

3년 풀 타임과정으로 학생들은 매년 정규적으로 120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6년(72개월) 내

에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비상근으로도 이수될 수 있다

⑤ 대학 교육졸업증과정(초등)

이 프로그램은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1

년 3개월 정도의 교육졸업증과정이다

⑥ 대학 교육졸업증과정(중등)

이 프로그램은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그와 동

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1년 풀타임 혹은 2년간

의 파트타임으로 운영 된다

⑦ 체육학사 과정

중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자하는 학생들을 위한

4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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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톨릭 흑백 통합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국가자격증과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학기가 시작될 때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학교)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것처럼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년도의 Calendar를 책자로 발간하여 학교의 역

사, 그해의 학사일정, 대학의 학칙, 개설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개요 및 목적, 개설되는 프로그램의 평가, 일

반정보, 부속시설, 스텝들의 소개 등 대학의 운영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수록해 놓고 있으므로 당해 년도의

Calendar를 참고하면 교사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교과를 초월하여 스텝들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Seminar Series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다. 그런가하

면 연중 하루는 대학전체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Open Day로 정하여 각 센터나 학과별로 마오리 교육,

유아 교육, 특수 교육, 초등 및 중등 교수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관심 있는 사람(외부인 포함)은 누

구든지 참여하여 이곳에서 제공되어 지고 있는 프로그램

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참여하면서 의문점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대학교에서

는 대체적으로 초등교육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교육대학에서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주된 핵심

은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2) 교사교육프로그램의 규정

제반 규정은 대학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대체적으

로 일반적인 대학의 규정들은 교육학사과정에 적용된다.

교육학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최소한

360학점을 취득해야하며 정상적인 등록기간은 3년이며

최장 6년(7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풀타임 과정의 학생들은 2학기 내에 적어도 1학기 동

안에 이수해야할 과목과 동등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트타임 학생들은 4년 동안 적어도 자신이 이수

해야 할 과목의 1/2 과 동등한 과목을 통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학생

들은 차기 등록 시에 대학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점7)에 있어서는 개설되는 강좌에 대하여 학생의 성

취정도를 강의담당자가 과제 혹은 필요시 시험에 의해

총괄 평가한다는 점과 강좌가 끝났을 때 A, B, C 혹은

D등과 같이 분류된다는 점은 우리와 같으나 100점을 기

준으로 50점 이상을 학점의 통과점수로 인정하는 점이나

학점의 등급에 있어 A(84 이상∼100점), B(64 이상∼

84 미만), C(50 이상∼64 미만), D(50점 미만)등으로 분

류하고 그 중 C 이상을 학점의 취득으로 인정한다는 사

실은 우리와 약간 상이한 점으로 보여 진다. 또한 동일

한 과목을 여러 사람이 담당 할 경우 강의 내용이 우리

처럼 담당교수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강

의계획서, 동일한 과제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강의담당자끼리 서로 협의하는 모습이 보였

으며 학생들의 과제는 강의담당자 각자가 평가하여 그

중 최우수 평가등급을 학생의 평가등급으로 인정한다는

점과 최종적인 결정은 학습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이곳

에서 통과여부 및 이의신청을 포함한 평가와 관련한 제

반 사항에 대해 당사자와 직접 의견교환을 거친 후 평가

단의 모임에서 최종적으로 조절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교생실습에 관하여는 3년 풀타임의 과정동안에 이곳

오클랜드교육대학에서는 1학년 첫 학기에 3주간, 2학기

에 4주, 2학년 전․후 학기에 각각 4주, 마지막 3학년 전

학기에 4주, 후 학기에 3주간의 교생실습을 가짐으로서

입학해서 졸업까지 총 21주의 교생실습을 갖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실습을 늘이는 추

세이긴 하지만 4년 동안 대다수의 교육대학에서 가지는

6∼8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학위과정의 기간이 1년

짧은 3년 동안에 21주라는 시간을 할애함은 우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서 현장의 실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실습을 갖고자

하는 학교를 일차적으로 사전 방문하여 자신들이 지도하

7) 학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이곳 오클랜드 교육대학

의 Year 3에 재학하고 있는 Babara와 Seme 두 학생의 인터

뷰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에 기술하였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대개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1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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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 진단평가(Diagnostic

Interview)8)를 가진 후 진단평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

제지도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참관실습(3학년), 실무실습(4학년)과 비교해 볼

때 교생실습 기간이나 절차 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3) 교사의 임용 절차

뉴질랜드에서의 교사임용은 우리나라에서처럼 임용시

험을 거쳐 전국 교육청별로 필요한 인력의 교사를 선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학교의 이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모집공고는 주로 교

육관보나 교육신문 혹은 전국의 일간지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지원서 1부와 자신을 추천하는 2명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이사회는 제출한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신규교사를 선발하고 있다.

III. 수학교사 교육의 사례

수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

지만 어떤 의미에서 교실수업개선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교

사교육프로그램은 유아, 초등, 중등교사교육 프로그램으

로 대별될 수 있으나 이 글은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그 주안점을 두고 우리나라 교육대학교와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초등교사교육의 교육 학사과정(Bachelor of

Education or Teaching)중 오클랜드교육대학의 수학센터

에 개설되어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

여 보고 느낀 점과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비교사

교육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근간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오클랜드 교육대학의 수학센터에서 초등파트의 교육

학사과정에 개설되어있는 수학의 필수 과목으로는 1학년

에서 Introduction to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921.531)9), 2학년에서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 in New Zealand(921.631), 3학년에서

Teaching & Learning Mathematics in New

8) 교생실습을 갖기 전의 진단평가와 관련 하여는 부록을 참고

하기 바람

9)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교과목에 부여된 고유 번호임

Zealand(921.632)이며 선택강좌로는 Mathematics

Education: Getting Ready for the Classroom(921.731),

Social and Cultural Issues in Mathematics

Education(921.702), Mathematics Education: Exploring

Early Mathematics Learning(921.704) 및 Developing an

Investigative Approach in Mathematics

Education(921.705) 등이 있다. 여기서 선택강좌의 일부

는 유아 및 중등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교사들도 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강좌를 명시하고 있

다.

우선 오클랜드교육대학 수학교사교육의 특징은 우리

나라의 교육대학처럼 담당교수가 특정한 교재를 채택하

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이 3년간의 학위과

정을 마치고 현장의 교사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 각종계획 및 자료들과 그 과목의 성격에

부합되는 스텝들의 원고를 모아 만든 Reading Book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다 뉴질랜드교육부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세부주제별(이를테면, 분수와

소수의 지도, 덧셈과 뺄셈 및 자리 값의 지도 등 )로 교

육과정에 맞추어 집필한 소책자(Draft Teachers'

Material) 및 자신의 강의계획서10)를 짤막하게 요약한

약 20페이지 분량의 유인물을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강의 담당자에 따라 다르나 이따금씩 매 수업이 끝날 무

렵 예비교사들에게 Reading Book의 다음시간에 할 내용

을 미리 읽어오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기

중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 및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설정해 놓은 1주

간의 study week도 특이하였다.

수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은 준비실11)에 모두 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A4 용지 한두 장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함

으로 한 학기 동안의 강의와 관련한 각종 관련 사항들을 비

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기엔 지면상 다소 형식에 치우치는 면

이 강하다

11)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학과사무실과 유사한 성격으로 사용

되고 있는 이곳은 Resources Room 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각종자료가 선반에 비치되어있었고 바닥에 레일과 같은 장

치를 하여 진열장을 좌우로 밀어서 이동 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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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놓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매 시간마다 필요한 자

료들을 자신의 카터기12)에 담아서 강의실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참여한 수업은 2학년과 3

학년의 필수과목인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 in

New Zealand(921.631), Teaching & Learning

Mathematics in New Zealand(921.632) 두 강좌로서 이

곳에서는 Numeracy Development Project(NDP)13)라 부

르고 있었다.

강의의 형태는 우리 한국의 교육대학교의 수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으며 수업 중 학생들이 흥미 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놀

이나 게임의 활동중심에 치중하여 진행되었고 각종 놀이

나 게임의 지도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여 실제

초등학교에서 지도되는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는 것과 같

은 인상을 주었다.

강의 담당자에 따라 그 진행방법은 약간씩 차이점이

있었지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이번시간(이곳 뉴질랜드에

서는 한 시간 강의가 우리나라에서처럼 50분이 아닌 90

분 임)에 다룰 세부 주제들을 사안별로 요약한 것을 전

체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 전면에 부착하였으

며 그 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일반 혹은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것과 거의 유사한

도구로 자료실로부터 이곳에 매 시간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담아 강의실로 이동하였다

13) Numeracy Development Project(NDP)는 수에 관한 아동들

의 이해는 물론이고 교사가 수와 관련되는 교실 수업을 설

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으로서 특

히 Year 0-6의 아동들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져있고 궁극

적인 목표는 아동들의 수에 관한 전략이나 지식을 증대시키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업 중에

많이 사용되고 강조하고 있었던 본 연구자가 관찰한 몇 가

지 주요한 전략은 part-whole thinking(아동들이 덧셈이나

뺄셈과 관련한 문제를 암산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

를 분해하여 사고하는 것을 말함)과 doubling 그리고

compliments 등이었다.

Focus;

Programme planning

Starter;

Buzzing Bees

Figure it out - Number Level 2 Book 2

Focus Activities;

Langley article

- Do you agree with him ?

- Interesting points ?

Assessment;

Myths of teaching and testing

What we want assessment to be …

Assessment alternatives to pen/paper tests

- diagnostic interview

- diagnostic activities & open-ended

questions

- observation & anecdotal

- portfolios

- self & peer assessment

Assessment task 3

Homework;

Read all the handouts

You could start task 3 if you choose

assessment one of your focus events

강의실은 5～6명이 앉아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소규모

테이블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수업 중에 사용되는 교육

기자재는 우리와 유사하게 O.H.P를 활용하거나 이따금

씩 현장에서 촬영한 비디오테잎, 단위시간의 주제와 관

련되는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을 읽어주거나 복

사한 유인물 등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단 한번의 수업14)

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

다.

14) 오클랜드 교육대학 수학센터의 수업은 1교시를 오전

8:30-10:10분까지 진행하였고 2교시 10:30-12:10이며 이후 약

50분간의 점심시간을 가진 후 오후 수업은 1:00-2:30,

2:45-4:15, 4:30-6:00, 6:15-7:45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학생들과의 개별면담을 할 수 있는 Meeting 시간을

가졌고 금요일 오후에는 스텝들이 모여 우리나라에서의 학

과회의와 비슷한 약간의 간식과 와인을 곁들인 Centre

Meeting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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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업은 본 연구자가 Pam Perger라는 이름을

가진 강의 담당자가 진행하는 Introduction to Children

Learning Mathematics(921.531)에 특별히 초대받아 관찰

할 수 있었던 수학수업의 일부분을 기술한 것이다.

주제: 미니 수학올림픽

영역: 측정(Measurement)

수준: 한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Level 2)

수업형태: 소그룹 활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 담당자는 이번 시간에 학

생들이 수행하게 될 전체적인 활동 내용, 목적 등을 학

생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였고 뒤이어 그룹별로 학생들

의 토론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제가 미니 수학올림픽

이었으므로 이 수업에서 각 그룹은 단순한 그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름을 지어 진행되었고

따라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부

를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국가(National Anthem)15)를 작

곡하도록 했으며 측정 및 어림과 관련하여 사용된 각 활

동들은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습득하도록 진행되었다. 아래의 1)은 Timbucktoo

와 Amernz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의 소그룹에서 만든

국가의 보기이다

1) Timbucktoo 와 Amernz16)의 국가

We are the girls from Timbucktoo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We will, We will beat you !

We will kick your mathematical asses

Cos We are the best in all the classes

We will, We will, beat you

We will, We will, beat you !

15) 자신의 그룹을 대표하는 국가는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팀

의 결속을 다지는 응원가나 활동이 끝난 뒤 자신의 그룹에

서 메달(금, 은 ,동메달 여기서는 색깔이 서로 다른 종이로

목걸이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을 수여할 때 부르는데 사용

하였음

16) Timbucktoo, Amernz … 등은 학생들이 지은 자신들의 소

그룹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활동 주제가 미니 수학올림픽

이므로 자신들의 소그룹을 국가(Nation)로 지칭하는 나라 이

름을 일컬음

We were born in the Amernz

Clear, blue sea,

Is the one for me

Main industry Fishing in the sea

Which is good for our tea

Population 4

We don't need no more !

Warrior, Warrior, Warrior

We were born in the Amernz !

2) 미니 수학올림픽 활동

① 빨대 던지기(Javelin Straws)

교실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이 출발선에서 빨대를 가

능한 한 멀리 던지는 활동(개개인은 3번까지 시도해 볼

수 있음)으로서 던지기 전에 미리 자신이 던질 수 있는

거리를 어림해보게 한 후 실제 던진 거리를 측정하여 비

교해 보도록 하였으며 모든 활동의 기록은 별도의 기록

용지에 기록되었고 사전 연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② 왼쪽 발은 들고 오른쪽 발로 뛰기(Hop and Stop)

교실 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이 출발선에서 가능한 멀

리 뛰는 활동으로서 뛰기 전에 자신이 뛸 수 있는 거리

를 어림해보고 실제 뛴 거리(발 뒤 굽까지의 거리를 측

정함)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었으며 모든 활동의

기록은 기록용지에 기록되었고 3번까지 시도해 볼 수 있

으며 가장 멀리 뛴 사람이 승자가 되었다. 단 연습은 허

용되지 않았다.

③ 가능한 빨리 도형 끼워 맞추기(Timed Tupperware)

둥근 공 모양의 용기 안에 1부터 10까지의 번호가 붙

여진 각종 입체도형의 여러 가지 모양(삼각형, 별, 정사

각형 등)이 들어있었고 이 용기의 표면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도형과 꼭 같은 모양의 홈이 있어 이들 모양의

도형을 집어내어 일렬로 정렬한 후 이 홈을 통하여 가능

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원래대로 모두 다 끼워 넣는 활동

이었다. 이 때 각자가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제일 적게

걸린 사람이 우승자가 되며 자신이 어림했던 시간과 비

교해 볼 수 있었으며 연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④ 뒤로 던져 넣기(Backwards Throw)

이 활동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바구니에 한국에서의

오자미와 같은 물건을 목표물을 쳐다보지 않고 뒤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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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서 자신의 머리위로 던져 넣는 활동으로 3번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바구니에 가장 많이 던져 넣는 사람이 승

자가 되었고 연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⑤ 블록 튀기기(Thumb Flick)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높이 블록

을 튀기는 활동으로 흑판의 받침대 등을 이용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경기자가 튀겼을 때의 높이를 눈

으로 보았다가 실측하였다. 세 번까지 행할 수 있고 사

전에 어림한 값과 실제 자신의 실측과 비교해 볼 수 있

었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이 튀긴 사람이 승자가 되었다.

단 연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3) 활동기록 지의 실제

미니수학올림픽 팀 이름 Timbuktoo

이름
활동-뒤로던

져넣기

활동-가능한

빨리 도형끼워

맞추기

활동- 빨대던지기

(단위:m)

시도회수
어림

회수

적중

회수

예상

시간

실제

시간
E1 1 E2 2 E3 3

Alana(3) 2/0/0 0/0/0
1분

20초
50초 2 2.7 1.5 2.2 3 3.8

Naomi(3) 0/1/0 0/0/1 45초 50초 1.8 2.21 2.2 2.25 3 2.54

Amanda(3) 1/1/0 0/0/0 1분 42초 1.5 1.70 3.5 3.20 2.5 2.8

Angela(3) 0/1/1 0/0/1 1분 52초 3.5 3.6 3.5 3 3.5 3.10

Lisa(3) 0/1/0 0/0/2 1분
1분

4초
3 3.18 3 2.76 3.5 3.0

최 우 수 성 적

활 동 결 과

뒤로 던져 넣기 Lisa- 2

기능한 빨리 도형 끼워… Amanda- 42초

빨대 던지기 Angela- 3.23(m)

블록 튀기기 …

왼쪽 발은 들고 오른쪽… …

4) 시상식

위의 최우수 성적의 결과에 따라 연녹색, 분홍색, 가

지색 의 세 가지 색깔의 색종이로 삼각형 모양의 목에

걸 수 있는 메달을 만들어 각 활동마다 최우수 학생에게

는 연녹색의 1ST MATHS OLYMPICS을, 준우승 학생

에게는 분홍색의 2ND MATHS OLYMPICS, 3위자에게

는 가지색의 3RD MATHS OLYMPICS 메달과 함께 황

금색으로 포장된 메달모양의 초콜릿 사탕을 부상으로 수

여함으로서 실제 올림픽에서 마치 금, 은, 동메달과 같은

효과를 학생들에게 주기 위함으로 보였다.

평가과제17)와 관련하여 사전에 강의계획서에 과제

명, 점수배분, 제출기간은 물론이고 평가기준과 함께 언

제 제출한 과제를 되돌려 주게 되며 학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를 명료하게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과제의 제

출방식은 수학센터 복도에 Assignment Box를 별도로

설치하여 잠금 장치를 하여 은밀히 관리하였고 강의 담

당자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나 한 학기(2개의 Term)를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두 과제 정도를 제시하였다.

위의 미니 수학올림픽의 사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서와는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 외형적

인 측면에서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수의 권위,

예비교사로서의 학생의 예의범절을 포함한 수업태도 등

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나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강의담

당자와 학생 간에 비교적 동등한 관계18)에서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교실 분위기가 깊은 인상을 주었다.

IV. 맺는 말

교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

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교사를 길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공통적

인 관심사는 교사양성의 문제, 교육프로그램, 자격, 임용,

처우, 복지, 교육과정, 교사수급, 현직연수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로 부상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17) 이 과제는 한 반의 학생들을 몇 몇 그룹으로 나누어 최근

에 학교수학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서적이나 프로그램을

그 서평(Resource critique)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제, 특히 수학과 관련 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과제라 여겨진다.

18) 이를테면 921.631 과목의 강의 담당자는 Brian. Storey였고

학생과 강의 담당자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Brian으로 이름을

직접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

므로 Storey로 부른다고 함. 이것은 한국과 뉴질랜드의 문화

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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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은 일선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 개개인과 교사들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보았을 때 교사교

육 특히 학생들의 학습에 부합되는 양질의 학습프로그램

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뉴질랜드에서의 교육제도, 교사교육프로

그램과 함께 실제 강의실에서 이루지고 있었던 수학교사

교육의 일면을 소개하였다. 교육대학에 개설되어있는 교

사교육프로그램, 교생실습, 수업의 운영, 평가제도 등 은

우리나라 초등교사교육의 문화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

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교

사교육이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관심이 주어지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경쟁

이라는 경제논리가 오히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사는

교육논리에 앞서며, 교원양성대학의 교수들도 수업보다

는 연구나 봉사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데 반해 뉴질랜드의 교사교육은 수학교사교육의 실제 수

업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학습 환경을 학습 맥락과

관련하여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

라 할 수 있다. 진정한 교육은 ‘경쟁적 삶’이라기보다는

‘협동적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쟁을 통해 선발

된 교사가 아동들에게 협동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

친다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실제수

업에 사용된 아이디어와 소재 및 일련의 과정들은 학습

자의 흥미를 자극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과

거의 교과서에 비하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이후

부터는 활동중심으로 많이 선회하였지만 뉴질랜드의 수

학교사 교육의 사례에서 보았듯이“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흥미 있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을 까?”의 문제는 여전히

교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뉴질랜드의 교사교육은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

이 대체적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일상 수업

그 자체가 곧 창의성을 길러주는 수업임을 느낄 수 있었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업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

지 못한다. 교사는 모름지기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에 관

한 충분한 지식과 이를 학습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교과교육에 관한 지식은 물론, 아이들의 심성에 관한 이

해와 사랑이 뒷받침되었을 때 자신이 맡은 교과를 보다

생동감 있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글의 목적은 거창한

데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글을 읽는 독자들 스스로 우

리의 초등교사교육의 현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교

사교육이 안고 있는 문화와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

엇이며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사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현직 및 예비교사들에게 나의 교사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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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in New Zealand

Choi, Chang Wo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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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eacher education can be accepted in various meanings bu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ultimate purpose is focused on training teachers  to teach  instruction  in school effectiv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consists in giving some suggestive points to the primary teacher education of 
our country by introducing education system, teacher education programs, real cases of teacher education in 
new zealand to the readers.

To do this, I took part in four classes and observed the ones, interviewed some students and collected the 
materials of products of activity during one year and also videotaped for analysis in the case of needed and 
so we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we have found that the teacher education program, practicum, management of class and assessment 
system of new zealand college of education are quite different with our primary teacher education systems 
and also various courses are established.

Second, the teacher education in new zealand is focused on how they compose the environment of learning 
related  to the context of one.

Third, we have to think seriously how we can teach our students interestingly in our classroom.
Finally, the global trend of instruction in  new zealand teacher education is oriented to learner and so  I 

felt that daily class itself is the one to cultivate creativity of learner.

* ZDM Classification : B55

*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97B50

* Key Words : education system, teacher education program,

practicum, mathematics teac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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