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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스승 선정 ․ 발표

삶이 있는 교육으로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이천영 선생님

- 충북 제천 지역 초등학교 제자들의‘ 내 마음의 선생님 ’-

 교육부와 이 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 는 1월의 스승으로

‘이천영 선생님(63세, 1952년생)’을 선정하여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승 존경 풍토 조성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교육에 임하고, 제자들에게 존경 받는

퇴직 선생님의 미담사례를 매월 발굴하여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알리고 있다.

 2016년 1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은 42년 간

충북 제천 일대의 금성초, 월악초, 동명초, 중앙초, 의림초등학교 

등에 근무하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이천영 선생님의 제자들은 ‘학생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

해주시는 노란깃발 같은 선생님’, ‘언제나 열정적인 뚝배기 같은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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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선생님은 학생 개인별 ‘성장 카드’를 만드시고 기록하시면서 

학업능력과 적성 특기에 따라 개별화된 지도를 해주셨고, 20여년간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천 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엮어 출

간하기도 하셨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벽지학교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나 방학기간에 ‘파랑새 교실’을 운영하면서 제자들의 꿈을 키워

주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도와주신 분이다.

※ 이천영 선생님은 올해의 스승상(2003), 황조근정훈장(2013) 수상

◦ 현재 이천영 선생님은 2013년 명예퇴직 후,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제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향을 찾는 제자들을 만나면 손수 농사를 지으신

쌀과 옥수수를 전해주시면서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v 이천영 선생님 인터뷰

▪ 특별히 생각나는 제자가 있으신지요?

- 초임지에서 담임을 했던 김○○군이 생각납니다. 제가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제자인데요.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서 제가 부모님을 찾아가 배움의 중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설득했지요.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공업계열 고교에 진학하여 지금은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자리를 잡고 찾아와 삶의 분기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늘 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 후배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면 즐거운 일과 보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충북 제천 의림초교에서, 2015.12.8)

 교육부는 1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이천영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스승 존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김태환 교육연구사(☎ 044-203-64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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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이 달의 스승 (1월, 이천영 선생님)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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