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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갈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이중헌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이 겪는 역할갈등 경험을 심층

적으로 탐구하여 본질과 의미를 밝혀 기술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 교

감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상황은 어떤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러한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이 겪는 역할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

미를 탐구하여 기술하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법이 적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을 고려하여 농생명 3개교, 공업 3개교, 상

업․정보 4개교, 가사 1개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총 11명의 교감들이었다. 자료 수집

은 2019년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심층 면담

을 실시하였으며, 심층 면담 시 반구조화 된 질문지 및 개방형 질문이 이용되었다. 1

차로 7명은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면담하였으며,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4명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녹취 결과를 전사하여 여러 번 반

복하여 읽어보는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방법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과 경험을 분석하여 갈등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역할 갈등 경험은 대체로 교장 보좌영역, 교무 관리 영역, 학생교

육·학부모 영역 그리고 개인 적응 영역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겪은 역할갈등 상황과 원인, 대처 방법 및 갈등경험의 본질

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을 보좌하는 하면서 교감은 ‘지원자, 중재자, 파

트너 모델의 충돌’, ‘교장은 천사, 교감은 악역’, ‘최종 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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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등으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상황에서 겪는 갈등이 확인되었다. 

어느 조직에서나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급자는 자신의 소신과 상급자의 평가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감은 대부분 교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교감의 역할 모델은 지원자 모델이나 중

재자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교장은 학교 경영의 최종 의사 결정권과 교감에 대한 근

무성적평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감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

나, 소신 있는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교장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스타일에 따라 예스맨 또는 악역을 하면서, 철저한 그림자처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장이 시키면 해야 하지’라는 관료적 위계질서에서 자조하면서 순

응형의 형태로 갈등을 대처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학교라는 조직도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 따른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기

에 교감이라는 역할이 처한 상황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책임지기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교감 스스로가 조

직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성찰을 통해 교감상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

으로 보였다. 

둘째, 교감은 교무 관리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구성원들과 다양한 갈등 경험

을 갖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진

로 정체성 혼란, 기능대회 지도교사의 개인주의, 승진 무관심, 소확행 등으로 기피 갈

등, 고경력, 불통, 진상인 교사와의 관계 갈등, 행정직원·교원단체의 업무 모호성과 

불명확한 업무 한계,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업무 전가,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및 업무 이기주의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公募制)가 사전 공모(共謀)의 개연성과 인사 유혹의 그림자

가 상존하는 우려의 갈등, 악몽 같은 2월 교무업무분장 및 1등수의 근무성적평가 갈

등이 있었다. 업무 기피 및 쉬운 업무 선호에서는“3D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살려

달라고 그러기도… 살려달라고”라는 학생부장의 기피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셋째, 교감은 학생교육 및 학부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 경험을 겪고 있었

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 갈등과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중재 

갈등 그리고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갈등 상황이 확인되었다. 교감의 직무 영역 중 학

생과 관련 민원처리가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신입생선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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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부족과 학습 무기력, 기본생활습관형성 부족,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교 정책 개

입과 간섭,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잉보호, 교사 지도 미숙으로 인한 민원 등 언론에 

노출될까봐 등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이는 교감의 명예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일부 교감은 흥미와 소질과 적성이 부족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 

일반고를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거나,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

자를 모아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었다.

끝으로, 교감 자신의 적응과 교장 승진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교감

들은 교장 승진 노력과 전문성 향상의 갈등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상급 기관의 평가

권,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교

장 승진에 목표를 두는 경우 자신의 목표 성취와 학교 관리라는 두개의 일을 양립해

야하는 갈등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 성취감을 꾀하고 한 단계 

성숙해가면서 교감으로서의 역량과 갈등관리의 리더십, 교감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근무의 만족에 대해 교감들의 반응은 전문계 출신의 

경우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행복한 거지. 송충이가 뭐 느티나무잎을 먹어야 행복

한가요?”라는 표현으로 높은 만족을 보였지만, 인문 교과목 출신 교감들의 경우 특

성화고 경험이 없어서 교육과정 인식 부족 및 경험 부족으로 적응하는 데 매우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전문과 출신과 인문과 출신의 조화로운 배치와 인사발령

을 통해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의 역할 갈등은 최고 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평가

권을 갖고 있는 교장의 경영스타일, 가치관, 태도, 성향 등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교감은 목표 성취, 자신의 승진에 유리한 선택, 상사인 교장과의 

중재나 비위 맞추기, 가치관, 성향,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

로 그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한다. 그리고 학교 관리와 성취욕구와 전문성 향상 

등의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다. 이것 역

시 개인의 승진 욕구의 과소, 가치관이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할 갈등

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의 불확실성, 모호성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의 소통 부재, 자신의 목표 추구, 성취 지향적 태도와 이해관계, 개인주의화, 업

무 이기주의, 쉬운 업무 선호 등 개인적 문제이다. 즉 인간의 소양과 인간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인 자신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균

형과 조화가 매우 필요하며, 갈등 해결의 방법은 자신을 성찰하고 욕심을 내려놓기, 

마음빼기 등 인간의 소양과 인간성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감은 역할 



- vi -

갈등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 

전문성 향상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교감상을 정립하고 성숙·성장해 간다

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에 근거한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관리

자의 인사배치에서 전문과 출신과 인문과 출신의 조화로운 배치의 인사발령을 시행

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교감 자격연수 및 직무 연수 시 특성화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와 특수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특성화고 

교감 경력을 거친 특성화 교장 등을 활용하여 인사 발령 전 사전 특성화고 맞춤형 

학교 적응 멘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무 관리에서 교

직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 및 해소를 위한 직무 연수 개설 등 교감

에 대한 다각적 지원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교

감이 겪는 역할 갈등 경험은 교장과 교감의 조합(출신 교과, 전문직과 일반 승진, 성

별, 관리스타일, 성향,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역할갈등 경험과 역할 모델을 생각

할 수 있음으로 교장과 교감의 조합을 고려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면 흥

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여섯째, 전문 교과 출신, 보통 교과 출신, 성별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특성화고등학교로 승진 발령을 받는 교장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여 연

구를 수행할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요어: 특성화고, 교감, 역할갈등, 경험, 현상학적 연구

학  번: 995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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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예측을 불허 할 만큼 빠른 무한경쟁의 

시대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

에게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전문성이 그 어

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학교 교육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지

역민 등 교육 수요자들이 학교 교육에 바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갈등사태가 나타나고 있

다. 학교 관리자와 교사, 교직원 상호 간,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갈등은 이제 단순히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감은 구성원들

과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야하기 때문에 갈등이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노봉근, 박고

훈, 2001). 학교에서의 갈등 사태는 긍정적으로 해소되면 학교 조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저해 하거나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교 교육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

서 학교 교육과정의 창출 기획자로서 갈등 해소와 화합의 주체자로서의 교감의 역할

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감의 역할은 교사뿐 아니라 교장의 학교경영 전반과 교장의 지도성 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교장의 학교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요소(조남근, 원호대, 1999)이

며, 조직 내의 ‘중간 관리자’로서 교장과 교사 사이에서 경영 관리를 부분별로 담

당하고 있는 일종의 전문적 책임자, 교장의 지도성과는 다른 지도성을 발휘한다(이기

선, 1998). 교감의 역할은 교장이 수행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장의 유고

시 교장의 ‘직’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영향력만큼 포괄적 의미의 교육 리더

십이 요구되기도 한다(권동택, 2006). 교감은 학교 업무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교사

들과 함께 하면서 교무 제반 사항을 직접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교장보다 교사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박상완, 2011; 백승관, 2012; 정연수, 최은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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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이윤식, 2017).

교감은 교장과 교사 사이에서 전문적인 지도·조언, 교장과 교사 사이의 조정, 교

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업무 보좌, 교육 활동 지원의 사무 관리 등 다양한 역할수행

(이인숙, 2009)과 교내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학교생활위원회 위원장, 성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 등 대부분의 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위로는 교장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교사와 행정실 등 다양한 조직 내 

집단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의 인간관계가 어떻

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교장의 지도 유형에 따라 교감의 근무 형태 및 태도, 자질(교

사와의 관계, 교육 활동 기대 수준 등)에 따라 학교 조직 문화와 조직 몰입, 조직 만

족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교감의 역할은 학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 교감이 

주도적인 행위자인 행위자 모델, 교장과 교감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

델, 교감이 교장과 교사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모델, 교감의 역할이 미미한 기권자 

모델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박상완, 2011). 교감은 교장에 비해 교감의 직무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역할의 모호함 때문에 교감의 기능 발휘가 

어려우며 직무수행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정태범, 조세윤, 2002).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일반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소지

가 많은 직무를 관할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교감들은 대체로 일반고 교감들이 수

행하는 직무들을 비슷하게 수행하면서도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재

정지원 사업 공모 참여 및 예산 집행, 농장·포장 등 학교시설·설비 확보 및 관리, 

영농학생(Future Farmers of Korea: FFK)페스티벌 지도, 상업교육페스티벌 지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도, 자격증 취득지도, 산학협력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현

장실습 운영, 혹은 취업처 발굴 등의 교사 직무 수행을 감독하거나 교장을 보좌해야 

한다(경기도직업교육연구회 포럼, 2016; 경기도교육청, 2019). 예를 들어, 유감스러

운 사고였지만 2014년 울산과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및 후속 처리로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성고등학교 교감이 직면한 어려운 직무는 신입생 모집과 학생들의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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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생활지도이다. 중학교나 일반 고등학교는 자동으로 신입생을 배정 받지만 특성

화고등학교는 매년 입학생들을 모집해야 한다. 실제로, 2019학년도 경기도의 신입생 

모집 상황에 따르면(경기도교육청, 2019), 경기도 관내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49.5%해 해당하는 53개교에 총 2,769명(14.2%)이 미달되었는데, 이는 비록 전국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달률은 2016년 2.8%에서 2018년 11.6%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미달률이 더 높아 심각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관리자로 전교사

와 함께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노력하지만,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모집할 인적 자원의 감소와 뿌리 깊은 인문숭상의 전통, 기술인에 대한 천시 풍조,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서 탈락한 낙오자가 진학하는 학

교’라는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신입생 모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전승환, 

2017). 이렇게 신입생이 미달되는 경우 일반고에 비해 성적이 낮고 소질과 적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으며(강종훈, 1999; 이용환, 2000; 김선태, 2001; 

백혜련, 2007; 박자경, 2018), 중도 탈락률도 높은 편에 속한다(정철영, 1997; 신태

주, 2003; 서우석,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통계서비스 2019). 그리고 무

너진 가정과 그 아이들, 정이 그리운 아이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분노조절 장애, 자해, 우울증 등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은 실정(현수, 2018)으로 학교 폭력, 성폭력, 성희롱 

처리 등 학습지도와 더불어 생활지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화고는 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다보니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를 주기적으로 자주 추진하는 편인데 이에 따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2019)은 2019년에 19개교, 86학급, 학과 신

설 3개교, 학과 폐지 2개교, 교명 변경 2개교가 추진되었다. 경기도 특성화고 하나인 

경기글로벌통상고가 2020년에 4차 산업수요 변화에 발맞추어 게임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게임 콘텐츠 분야의 게임개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게임개발과 4학급 신

입생을 모집하며 교명도 경기게임마이스터교로 전환하였으며, 근명여자정보고가 근명

고등학교로 개명되었으며 교육부 재구조화 학과 개편으로 꿈·독창력·용기로 자생

력을 갖춘 4세대 인재육성을 목표로 마케팅경영과, 베이커리카페과, 패선산업디자인

과, 앱서비스과 10학급을 모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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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고등학교와 교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사의 구성 등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고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반면에, 특

성화고등학교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때문에 보통 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가 보

통 절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 간에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이 많이 

있으며, 보통교과 교사의 경우 전문 교과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석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부장 같은 경우 특성화 전문교과 교사가 맡고 있어(최지

아, 2016) 보통교과 교사들은 비애착적인 태도나 주인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오영재, 정지선, 2006; 박나실, 2013; 이상철, 엄문영, 2014; 임언, 이수정, 윤형한, 

정혜림, 2015). 그러므로 업무 분장 및 인사 교무 조직, 교사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초임 발령받은 교감의 경우 교사에서 관리자인 교감 승

진으로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

문 교과목 출신 교감인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난감한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나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잘 모르거나 경험을 하지 않을 경우 적

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교감 인사 발령은 전공 등을 고려하지만, 교과목에 상관없

이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발령될 수 없는 인사 시

스템으로 발령을 내면 가서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자격

연수 시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 2019).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원 인사 관리 제도로 도입된 교장공모제, 수석교사제를 

통해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직무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많은 특성

화고등학교는 자율학교에 해당되어 개방형 교장 공모를 실시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의 고령화 등으로 교직사회의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현상을 방지하고, 개방적 리더

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김경윤, 2010), 2007년 

9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법제화를 거쳐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의 유형은 크게 내부형과 초빙형, 그리고 개방형으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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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내부형이나 개방형으로 공모·임용된 교장의 경우에는 교무 관리 영역에서 교장

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교감의 보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교장과 교감 사이에 교무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백승관, 2012). 또한 교장 공모제는 교감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모 

교장의 선출과 추천 절차에 따른 교원단체와 학부모 및 지역 인사와의 갈등(김이경, 

2009) 그리고 사전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학교 내부인, 학교운영위원 등이 특

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공모제(公募制)가 

공모(共謀)의 개연성이 많아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 역시 교장

공모제와 마찬가지로 학교혁신을 위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었

다.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감이 수행하던 실질적인 장학과 신임교사 멘토링, 교육과정

의 편성·운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교감과의 갈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조성만, 김병윤, 2010), 교육리더십을 관리자와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

지아(2016)가 고등학교 교감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있고, 초등

학교 교감의 갈등관련 조세윤(2002), 최혜숙(2015), 초등학교 교장 관련 정해희

(2003), 이상근(2005), 정지성(2008), 최재원(201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직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로 초등학교에 노경래(2004), 이희영(2005), 박상완(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의 리더십 및 직무

에 관한 연구에는 조성웅과 나승일(2011), 임석근(2012), 현수 외(2013) 등이 있

다. 한편,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갈등과 관련된 수석교사 관련 연구(김지선, 박소영, 

2013), 행정실 직원 관련 연구(김서영, 2012; 박호선, 2013; 황지영, 2017; 김진숙, 

2018)등이 있다.

이러한 교감의 역할 갈등을 연구할 때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방법이 있는데, 양적 

연구는 모든 결과를 계량화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측정 가능한 자료만 보려고 하는 

경향으로 결과가 일반적인 유형이나 제한적이며 피상적이기 쉽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는 중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비하여, 학교마다 소재지, 농·공·상·가사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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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학교, 교육과정, 조직 구성 등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 갈등 경험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이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이 경험한 사태의 고유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 노력하며 이것이 지닌 실존적·존재론적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경험 현상에 대한 

풍부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에 내포된 경험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조성희, 

2018).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갈등 경

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감의 역할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감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전문성, 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갈등이 해소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위상과 자리매김, 행복

한 학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이 겪는 역할갈등 경험의 본질

과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구명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역할갈등을 겪을 때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역할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

22542호) 제 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

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

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대안학교를 제외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정



- 7 -

의한다. 

나. 교감

교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의 각급 학교에

서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행정관리자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

하면‘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감 자격증을 

취득한 신규 인사 발령을 특성화고등학교로 받아 1년 이상 근무한 교감을 연구 대상

으로 한다. 

다. 역할갈등 

역할과 갈등이 합쳐진 개념으로 조직의 역할 전달자에 의하여 전달되는 기대들과 

어긋남과 모순되는 상태로서 주어진 역할 기대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다(채영병, 정철영, 2006).

이 연구에서 역할갈등이란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학교 조직에서 교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데 원하지 않음에도 어떤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겪는 심리적 

혼란 상태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위축, 좌절, 적대감,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과 어려움의 내적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등의 외

적 갈등에 따른 감정 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들 가운데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교감들이 선정되어 참여하였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겪는 교감으로서의 

역할갈등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및 연구자의 기술 및 해석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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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인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 교감이 처한 상

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역할 갈등 경험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지만, 각 참여자가 겪은 역할갈등 경험의 실제적인 

본질과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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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 갈등 경험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발달과 특성, 교감의 직무와 역할, 그리고 역할갈등 및 관리 이론을 고찰

하였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발달 및 교감의 직무와 역할 

가. 특성화고등학교의 발달과 특성

1) 특성화고등학교의 발달

특성화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

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

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 특성화고등학교는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의 특성화학교 조항

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로 시작하여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을 주로 

다루는 특성화고교로 나뉜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 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

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

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시 직업교육 분야와 대안

교육 분야로 나뉜다. 이 중 전자를 흔히 특성화고등학교로 후자를 대안학교로 부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년 6월 29일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현재의 대

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분류되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계, 농·공·상·수산 및 해양, 가사 

및 실업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일원화한 것이다(조규형, 2014).

특성화고등학교의 발달 단계는 중등 직업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도입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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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착기의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김인곤, 2015). 특성화고등학교는 1996년 

2월 교육 개혁위원회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특성화고등학

교를 처음 제안(교육개혁위원회, 1996)하여 도입되었다. 1996년 2월 교육개혁위원

회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

정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로 정의하면서, 정보고, 디자인고, 전자통신고, 대중음악고 등과 같이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소규모 학교 설립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

고 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으로써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나승일, 정철영, 김진모, 안강현, 한

홍진, 김기용, 민상기, 장현진, 2008). 이후 교육부는 1997년 ‘고교설립준칙주의 

도입에 따른 특성화고교 및 대안학교 설립 지원방안’을 통해 획일화된 형태의 대규

모 고교형태를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교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였다(김성열, 김훈호, 2015). 이는 고등학교 설립 기

준을 최소화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성화된 다양한 고등학교를 설립 ᆞ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하게 특화된 소규모 고교가 보다 자유롭게 설립ᆞ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실업계고 육성 방안(2000)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

로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를 위해 과대규모 학교의 학급수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

여 감축하고, 학교별로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며, 첨단 분야 및 지역 산업 수요에 

기초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00). 이에 따라, 1998년 3월 부

산디자인고등학교가 첫 번째 특성화고로 개교 하였고, 이후 각시도별로 특성화고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999년 9개교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특성화 고등학교는 

1999년에 9개교에서 2005년에 64개교, 2007년 130개교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백혜련, 2007; 오춘식, 2019).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기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된 시기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통해 정부부처 위탁 운영에 대한 구체적 실

천 방안을 모색한 시기이다. 즉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이 육성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에 필요로 하는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육성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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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진로에 책무성을 가지고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맞춤형 현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

한 사업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은 1996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에서 제시한 계속교육으로서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방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2000년 이후부터 직업교육 기피 현상, 

고교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의 어려움, 정부부처의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 부족, 

양극화 등의 문제에 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인력부족 심화 현상과 맞물

려 교육과 노동시장의 불일치(mismatch)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의 필요에 의해서 시

작되었다. 이 사업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의 

5개 지원 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써 2007년 2월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등학교 육성 전략으로 연두 업무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2007년 6

월에 1차적으로 63개교가 선정되었고, 2008년 2월까지 특성화고등학교 106개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나승일, 김기용, 정동열, 조성웅, 2011).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착기는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과 산업계․정부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여건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기

이다.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2010)에서는 진학위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등학교로 확대·내실화(350개)하고, ‘선취업·후진학’으로 유도

하는 등 취업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산업계와 

특성화고간 협력 확대 및 연계 강화, ②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의 신규 참여부처 

확대, ③ 지자체·산업계·교육청이 공동으로 육성하는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등학

교로 개편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0). 이후 특성화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및 취업률 제고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정부는 기존 전문계고를 대폭 축소하여 특성화고등학교로 정예화 하여 취업 전문기

관으로 육성하고, 농․산․어촌에 위치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쟁력이 떨어

지는 전문계고는 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인근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였다. 또

한 종합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원을 거점 특성화고등학교에 집중 배치하여 전문교과별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취업․후취학 체제를 구축하여 진학 중심

의 전문계고의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2017a). 이러한 기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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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및 교과 교육과정 개발․고시('15.9.23)를 기반으로 2016년 1학기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계획

의 후속 방안으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는 질적 제고 방안

의 일환으로,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17b). 이러한 정

부부처의 노력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수는 점차 늘어났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2,356개 고등학교 중 총 489개교(20.7%)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교육

통계서비스, 2019).

이상에서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

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중등직업교육기관이다. 또한 시

대의 변화와 함께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는 변화하여 왔

으며,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정부의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을 종국교육과 계속교육 등의 성격 

규정에 따라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

가)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실습 

현행 2015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

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를 포함한다. 즉,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

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

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

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법

령에 근거하여 마련되고 실천된다는 점에서 법제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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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은 ‘교육기본법과’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문서화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혹은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명명되었다. 그 후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인

간상을 구체화하고 학생이 학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핵심역량’

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보다 체계화하였다(교육부, 2018).

현행 2015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교육 이념(홍익인간)과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

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교육과정 구성 중점 중 특성화고등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는 보통교과는 66단위, 전문교과Ⅱ(17개 

교과군) 86단위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은 보통교과(군)은 필수 94단위, 학

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율 편성은 86단위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표 Ⅱ-1>

은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

(군)

보통

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 

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표 Ⅱ-1> 특성화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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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의 NCS기반 고등학교 직업과정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는 학

과별로 설정한 ‘인력 양성 유형(또는 인력 양성 목표)’이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은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

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개정 2018. 4. 19). 또한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

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

여 운영해야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청, 학교와 산업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교과 이수 단위를 상향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총론 및 교

과교육과정 개발․ 고시('15.9.23)를 기반으로 2016년 1학기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

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NCS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 및 개발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

계화시킨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자격기본법 제11722호 제1장 총칙 제2조(정의)에

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체육 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 교양

기술 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66

28전문 

교과 II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출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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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자격기본법,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능력이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된다. 직업기초능력은 직업인이 공통

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10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

리), 3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직무수행능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77개, 세분류 857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분류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능력단위는 각각 8단계의 직무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15년 개정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고교 단계 직업교육 관련 정책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고교 졸업 이후 다양

한 진로 중심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6a).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교육과정 운영의 하나는 현장실습이라 할 수 있다. 현

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

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6.2.3.일부개정).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

제적인 업무를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3년 개정된 산학교육진흥법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적용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기르기 위한 교

육과정의 일환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실습 이수 단위는 3개년 간 최소 1단위(1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

실습이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

라 전문교과Ⅱ의 독립교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전문교과Ⅱ일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 이수로 대체가 가능하다(경기도교육청, 2018).



- 16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

습 실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직업교육촉진법 제7조1항 개정, 2018.9.28. 시행)하

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학교 밖 우수교육기관과 연계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으로 구분하고, 산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희망

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교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경기도교육청, 2018).

이처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수요

자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산업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

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 능력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산업계

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 학과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나 직무분석 결과에 기초

하여 새로운 실무 과목의 개설 운영이 가능하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같이 산업체

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

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의 교과(군) 이외도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교육과

정 운영에서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현장 견학, 현장 체험, 현장실습, 초청 인사 특

강 등 다양하게 취업 역량 및 실무 능력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이 이루지고 있다.

구분 세부활동 내용 실시 시기

교내 활동
∙ 창업 및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전문가 초빙 강의 

등
1~3학년

교외 활동

∙우수교육기관(공동실습소,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전문대학 등)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1~3학년

∙산업체 체험형(취업캠프, 경학, 체험) 현장실습 1~3학년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 3학년

자료: 경기도 교육청, 2018학년도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

<표 Ⅱ-2>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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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 선발과 졸업 후 진로

2018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수 2,358개교 중 특성화고는 490개교(20.8%)가 설

립·운영 중이고, 전국 고등학생 수는 1,538,576명이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

은 252,260명(16.4%)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비스, 2019). 특성화고 선발은 대다

수 학교별 선발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주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

교에 따라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 전형 요소로 활용되며,  

일반  교과의 석차백분율은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고, 출결, 봉사활동, 창의적체험활

동, 행동발달사항 등은 비교과 성적으로 반영한다. 일반전형은 대체로 2단계에 걸쳐

서 치러지며, 1단계에서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특별

전형은 학교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졸업 후 취업 및 창업 의지

가 강한 지원자를 모집하는 미래인재(취업희망자) 전형, 지원학과와 관련 있는 가업

을 승계할 의지가 확고한 지원자를 모집하는 가업 승계자 전형, 체육특기자 전형 그 

외 학교장 추천자, 각종 대회 입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위한 전형이 있다. 특별전형의 전형 요소는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본으로 하고, 자기

소개서, 학업계획서, 가업승계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서류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정량적 요소인 중학교 내신 성적과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5

배수 내외를 선발한 뒤 2차 면접 단계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와 함께 면접을 시

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이유정, 2016).

특성화고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육할 대상인 학생의 모집이다. 최근 경기도의 신

입생 모집 상황을 살펴보면 2018학년도 106개교 모집정원 20,681명에서 60개교

(56.6%), 2,583명(12.4%), 2019학년도 107개교 모집정원 19,383명에서 53개교

(49.5%), 2,769명(14.2%)이 미달 되었다. 전국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달률은 지난 

2016년 2.8%에서 2018년 11.6%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경기도교육청, 2019).

신입생 미달률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낮은 직업계고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신익현, 

2001), 학령인구 급감과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역할과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학교 재정의 약화, 

교육시설 투자의 저하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3D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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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원하는 직업으로의 취업이 어려우며, 남학생의 군 문제로 인하여 

기업체에서 정규직원으로서의 채용을 꺼리는 상황 등이다(박태준, 2008; 유은재, 

2009).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 아래 입신양명을 권장하는 문화적 특수성,  대졸자에 

비해 채용이나 승진의 어려움, 임금 격차 존재, 실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 1990; 신익현, 2001). 

신입생이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학업성적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한 

비자발적 동기와 취업이나 대학진학, 본인의 적성과 흥미 등 자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특성화고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낮은 학업성적과 

대학진학을 이유로 특성화고를 선택한다고 한다(장유식, 2003; 류성희, 2007; 

이정규, 2011; 박자경, 2018). 특성화고 진학 의사 결정에 3학년 담임교사와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이정규, 2011; 방하나, 2011).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의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강영혜, 박소영, 2008).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박자경, 2018). 중학교에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 꿈, 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 외적 특성(가정 

배경, 부의 학력, 부의 직업지위, 사교육비 지출)으로 결정되었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는 선택 가능성이 있으며 다수가 선호하는 학교이지만, 특성화고는 선택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김영화, 이정희, 2003)이 계속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나승일 외, 2007; 장명희 외, 2010; 최동선 외, 2010).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

한 진로 경로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정예화·전문화를 통해 고졸 취업의 확대 및 선

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장명희 외, 2010; 최동선 외, 2011, 조규형, 

2016). 특히 2009년 직업교육 부활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고교 직업

교육 선진화방안’을 실시한 후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 발전시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

성화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5).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2년 77.8%, 그 후 70% 초반 대를 유지하다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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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로 하락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19). 전국 직업계고 최근 3년간 취업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8학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2% 정도 하락하였다. 

취업률 역시 경기도의 경우 2018년도 24.2%로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 현황을 볼 때 중소기업체 및 생산 및 사무분야로의 취업이 높은 편이

며, 범정부 차원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구성하는 주요한 변인으

로 보고 있으며(이지혜, 정철영, 2010; 조규형, 2014),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가

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성이 양호할수록 학생이 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되고 있다(최동선, 2009). 이는 대학 진학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서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

여준다(최동선,  2011). 장현진,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도 특성화고등학생들 중에

서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이 졸업 후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남기곤(2008)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자료에서도 고

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적 변인은 여러 나라에서도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최동선, 2011).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이러한 

가정환경이 이들의 고교 졸업 후 취업으로의 진로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모의 학력이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으며, 채창균(2007)은 보호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게 되는 비율

이 감소함을 지적하였다.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상위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업보다 실업상태나 비경제활동 상태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의 비중이 낮았으며, 실업의 비

율이 높았다. 김경근, 변수용(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지위가 높

을수록 진학을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김혜정(2005)은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장벽을 많이 느끼지만 진학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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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순희와 안준기(2012)의 경우는 부모의  학력이 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와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

만 대부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다) 학생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자경, 2018).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소질과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 및 전공 선택을 하기 보다는 

학교 성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백혜련, 2007). 동일계열 

진학 제도가 없어진 이후로 일반적으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고등학교 순으로 진학 기회를 부여받았다(이용환, 2000).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수학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국·영·수 과목의 수학능력을 조사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문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저점수 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은상, 강종훈, 1999). 또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능력 

등의 기초수학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개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상 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교사들은 한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태 외, 

2001).

이렇게 누적된 학업 결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보니 

학생들은 교실 수업이나 실습시간에 수업 몰입도가 낮은 편이다(송교원, 이창훈, 

2014). 또한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개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성적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열등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고, 학습동기도 유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나승일, 마상진, 2002). 이러한 사실은 교실수업의 어려움으로 



- 21 -

작용하고 교사들의 수업 의욕 저하,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정배, 2009). 또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교과에 대한 흥미에도 악영향을 

미쳐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윤희,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자경, 2018).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 가정 형편 등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 중단학생 수는 4배 이상 높았고 그 중 

51.7%가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중도탈락 원인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응으로 전체 중도탈락자의 47.1%를 차지하고 

있었다(서우석 외, 200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일탈행동은 겉으로 표출되는 일탈행동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제로 여겨지는 우울증, 무기력증, 청소년 자살 사건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기력한 상태로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전미애, 임세영, 2012). 또한 국가적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확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백혜련, 2007, 김혜나, 2014). 이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낮은 출발점 행동과 학습의욕 상실, 불안정한 가정배경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무력감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학교에 지각 및 결

석하는 실업계 학생들이 많아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방해받고 있다. 학업중단자수 및 

중단비율이 2.7%(교육통계서비스, 20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진학 상담

의 부재 상황은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기타 적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지 못하고, 학생의 중도탈락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와 수업부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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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신태주. 2003). 또

한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율고와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교육성과 등의 측면에서 위계적으로 서열화 되어가는 징후들은 고교 서열화의 

정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김경근, 2002; 김영화, 이정희, 2003; 김정숙, 백병부, 

2010; 이유정, 2016).

이렇듯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 학생들이 많아 집중적인 지도와 상담이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는 개인과 학교 및 사회체제 측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 보통(일반)교과 및 전문교과 교사의 특성

고등학교는 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며, 계속 교육과 선취업·후진학, 평생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김대성, 2006). 이에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직업교육 차원의 교과를 가르치는 전문교과 교사로 구분된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교육과 더불어 특정 직업 및 직업군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특성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소 다르다(마상진, 2004a).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전문교과 교사들은 

보통교과 교사들보다 교과 특성상 대체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 한다(이무근, 200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분장을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부가 있어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서에서는 선취업·후진학 체계를 고려한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 다양한 형태로 산학협력을 지원하며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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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취업 지원 업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이 밖에도 각종 기능대회 지도 및 실습실 관리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동일한 직무라 하더라도 더 세분화하여 그 직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나승일 외, 200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취업 지도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취업지도의 업무 

내용은 직업 특강, 심리 검사, 모의 면접 및 창업취업 캠프, 교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기초능력 및 자격증 지도, 진로 상담, 산업체 또는 졸업생 멘토링, 산학협력 및 

위탁과정 운영, 진로이력 관리의 순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이는 학년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지도의 업무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중 누구나 

수행해야 할 직무이고 대체로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최동선 외, 2010). 

취업지도 업무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상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취업처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실습, 산학협력 등의 

과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전문교과 교사는 실험 실습 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잘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 평가하여야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실습 지도와 졸업생의 추수 지도를 취업과 관련하여 

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와 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이용환, 1987). 또한 학교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다. 이 밖에도 각종 시·도 교육청 차원 및 

전국적 차원의 경진대회를 위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교과 

특성상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대부분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보통교과 

교사는 조직 차원의 대부분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산업분야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일반계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학생 미달과 학과 개편 및 감축 현상,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교사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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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정철영, 2001), 담당 교과의 특성상 담당 교과목의 수업 시수 과다, 각종 

행사 준비, 학습 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후속처리 문제, 기능사 자격 취득에 대한 

부담, 실습실 사용 및 관리, 수리에 대한 부담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신윤호, 1990). 또한 직무 스트레스 측정 

변수인 업무 과다, 학급관리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이문영, 2016), 업무관련 스트레스,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 간 갈등 

상황 등을 경험하고 있다(김현수, 임세영, 1993; 진명구, 2000). 이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김나라, 정철영, 2002; 이문영, 2016).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은 주요 업무 분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능동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전문교과 교사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낮은 편이다(황준오, 정철영, 1998). 특히 교과 

지도 측면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4단위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2단위에서 

가르쳐야 하니까 힘들며(최지아, 2016),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능력 수준이 낮아 수업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진, 2003; 강영혜, 박소영, 2008; 박나실, 2013).

학창시절 수업 및 학교생활에 있어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고, 직업교육 관련 경험이 

거의 전무한 보통교과 교사들은 기초학력 수준이 낮고 학업에 관심이 없는, 부정적인 

학습태도와 분위기를 접함으로 괴리감과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직업교육 맥

락 내에서 보통교과가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혜, 박소영, 2008).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처음 

부임한 교사는 교사와 학생의 이질적 성장 배경과 학생들의 부정적인 학습태도를 접

하면서 조직에 대한 괴리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박나실, 2013; 백하나, 2017).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성적이 낮아 어쩔 수 없이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

으로, 교실 수업이나 실습수업에 대한 몰입이 낮으며(박나실, 2013), 이러한 학생들

의 부정적인 수업태도는 보통교과 교사로 하여금 수업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용순, 이병욱, 2005). 또한 일반계 고교를 돌다 한번쯤 거쳐 가는 그

들에게 실업고는 잠시 와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전문계고 근무를 순환근무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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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도피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수능시험을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어

려운 내용을 질문하는 학생도 없고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와도 문제 

삼지 않는 학부모들과 학교에 이들은 너무나도 빨리 익숙해지며, 수업의 질이 떨어지

는 이유를 학생에게 돌리며 수업에 열의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백

혜련, 2007).

보통교과 교사의 경우 전문 교과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석 부장

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 운영부장과 같은 학교의 핵심 교육업무

(최지아, 2016)보다는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승일 외, 

2003). 그리하여 조직에 비애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몰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오영재, 정지선, 2006; 박나

실, 2013; 이상철, 엄문영, 2014; 임언, 이수정, 윤형한, 정혜림, 2015). 

보통교과 교사는 교육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해 방대한 내용을 재조직해야 하는 업

무를 떠맡고 있다. 이는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순환 근무하고 있는 보통

교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과중 시켜 조직에 대한 애착 및 봉직 의사를 반감시킬 

수 있다(옥준필, 김선태, 김기홍, 2012; 임언 외, 2015). 

특성화 교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교과 교사와 전문교과 교사의 업무적, 인지

적, 심리적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업무 분장과 인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 조직 문화, 조직 풍토 등을 이해하여

야 한다. 또한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해박한 전문 지식, 형평성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교사들 간에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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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감의 직무와 역할

1) 직무의 개념

직무[職務, Job]란 직업상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로,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

무[일]를 말한다. 직무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따르게 된다. 그것은 공

무원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의 과정에서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이다(행정학사전, 2009).

과업 및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비슷한 업무들의 집합으로써 특히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갖고 담당하여 맡은 일을 의미한다. 즉 어느 정도 비슷한 업무 내용을 가진 

직위들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한 것이 직무이다. 이와 같이 여러 업무의 맡은 일

을 하나의 직무로 편성하는 일은 인사관리상의 중요한 작업의 하나로서 직무분석의 

바탕이 된다(HRD 용어사전, 2010).

김신영(2008)의 직무 분석을 통한 대학도서관 직무모형 개발 연구에서 직무와 관

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업무나 과업(task)은 기간제 교사 채용 사무

와 같은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분된 동작을 연결하여 특정한 작업을 수행

하는 하위 개념이며, 직위(position)는 인사 담당과 같이 한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집합으로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까지 포함하는 업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책무

(duty)는 인사기획 운영과 같이 단위업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반드시 해야 할 

업무들의 집합으로 상호 밀접한 업무의 흐름 또는 요구되는 자질이나 기능, 지식이 

관련성을 갖는 업무들의 집합을 말한다.

2) 교감 제도, 직위 및 역할

교감(校監)이라는 직명에 쓰이는 감(監)은『국사(國事)를 감독함』을 의미하는 감

국(監國),『감시하여 단속함,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감독(監督),  

『감독하고  관리함』을 의미하는 감리(監理), 『감독하여 검사함』을 의미하는 감사

(監査),『과거장을 감독하던 벼슬』인 감시관(監試官)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거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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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領), 살피다(察,) 감독하다(督)는 의미 혹은 보다(視), 임하다(臨), 벼슬(官)을 의 

미 한다고 쓰여 있다. 교감이란 직명에는 교사와  교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리 혹

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교장에 대한 보조자로서의 의미보다는 

교사에 대한 감독 관리자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귀

미, 2005).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감직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부터

이다. 이때부터 교감직은 하나의 법정 독립직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교감의 지위는 법적 지위, 경영학적 입장에서의 지위, 학교 조직 내에서의 지위

로 구분할 수 있다(문재학, 2003; 김주성, 2005; 이충환, 2009). 초․중등교육법 20

조 2 항에‘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감은 법적으로 교장보좌, 교무관리, 학생교육, 교장의 직무대행의 권한을 갖는다(김

주성, 2005).

학교 조직은 기능의 분화와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해 종래의 획일적 통제로부터 개

인의 특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및 분권화의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

되고 있다(신상명 외, 2009; 신지수, 2010).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앙에 집

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단위 학교로 위임하고,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

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학교의 변화와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Harris

et al., 2003; Pont et al., 2008). 단위학교 경영에 있어 교감은 조직 내 상급자

인 교장과 다소 유사한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는‘중간 관리자’로서 학교의 주요 경

영자, 학교 행정가로 분류되지만, 교장의 지도성과는 다른 지도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기선, 1998). 현행 교감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장 보좌, 교

무관리, 학생교육, 교장 직무대행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교감의 역할 규정은 다소 

불명확하기 명시되어 있어 교직원 구성, 교장 특성 등의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박상완, 2011).

최근 학교에서 교감의 직무와 역할은 가중되고 있으나 교감의 성격과 위상은 대체

로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교장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소극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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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자들이 규정한 교감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일면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교감은 

교장의 보좌 역할자이며, 주체적인 역할 수행자이기보다는 교장을 준비하는 예비교장

으로 중간자인 간접 책임자임을 시사하고 있다(조남근, 원호대, 1999; 박상완, 

2011; 한예숙, 2007). 이에 정수연과 최은수(2012)는 교감의 역할을 경영 관리자,

학교 행정가 보다는 지원자, 조력자로서의 역할(facilitator)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감의 직무와 역할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료한 측면도 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직무의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 부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향후에

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김창환 외, 2015).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교사회는 그 구성으로 볼 때 인간 대 인간의 결합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 조직상의 이론에 따르면 학교도 조직집단에 속한다. 학교조

직을 살펴보면 성숙한 교원과 미성숙한 학생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성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조직은 다른 사회조직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조직으로 비영리

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할과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김재춘, 2003). 근대 조

직론적 입장에서 보면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감의 교무 관리권은 그 직능과 직무수행

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조직상 교감이 갖고 있는 기능을 발휘

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김주성, 2005).

우리나라의 학교조직에서 교감직은 1949년 교육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부터 하

나의 법정 독립직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학교조직에서 교감직

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교감

의 직무는 불명확한 상태이다(백승관, 2012). 학교경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위의 명료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경영 내에 있는 각 직위는 고유한 직무를 

가지면서 통합하고 기능화 하여 최적하게 작용함으로서 교육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교장과 더불어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감

직은 그 직무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 조직 내에서 교감의 직

무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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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감 직무 영역과 내용

학교행정가에는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며, 교장과 교감의 직무영역은 원칙적으로 동

일하다.「초ㆍ중등교육법」제20조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

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감은 교장을 보

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에 의거

할 때 교장과 교감의 직무영역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교감은 교장의 직무

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는 학교현장에서 교장과 교감

의 직무영역은 다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은 주로 학교의 주요 업무를 비롯하

여 학교 외부와의 관계에 주력하는 반면에 교감은 주로 학교 내부의 운영 업무에 주

력한다. 또한 학교의 특성이나 교장과 교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실제적인 구분일 뿐이며, 법규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다. 교감은 교장의 직무 전 영역을 사실상 보좌하기 때문에 교장과 교감의 직무

영역은 명백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교감의 직무영역을 교장의 직무영역과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교감의 법적 직무는 교육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관련 법규의 변천은 교감

의 역할에 있어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남광희. 2008: 5). 구법

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법 제75조와 신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

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감의 직무는‘교장의 명을 받아’에서‘교장을 보좌하여’로‘교무 장리’에서

‘교무 관리’로‘교장 대리’에서‘교장 대행’으로 바뀌었다. 특히‘교장의 명을 

받아서’가‘교장을 보좌하여’로 바뀐 것은 교감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교장이 법의 범위 안

에서 보다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장을 보좌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남광희, 2008: 7). 

교감의 직무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장을 보좌하는 보좌 기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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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업무조정, 교사와 교장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기능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공문서처리, 인사문제, 각종행사, 각종회의 등의 관리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김호기, 2003; 박수옥, 2006).

반세홍(2000)은 중등학교 교감의 직무수행 방법과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교감의 

직무는 교장 직무 중 교장 단독수행직무를 제외한 모든 학교업무라고 정리하면서 전

반적 관리, 인사관리, 물적관리, 교무관리, 서무관리, 교사지도, 학생지도, 지역사회관

계, 행정관리, 기타 등으로 직무 영역을 분류하였다.

권충현(2001)은 학교경영 총괄 영역,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 교직원 인사 

및 복지 영역, 학생 인사․생활지도․복지 영역, 사무․재무․시설관리 영역,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박귀미(2005)는 중등학교의 직무수행평가 도구 개발 연구에서 권충현(2001)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중등교감의 직무영역과 내용을 학교경영, 교육과정, 교직원 인

사․복지, 학생 인사, 생활지도, 복지, 사무, 재무, 시설, 지역사회 관계, 교육청 관계 

등 7개의 직무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마다 관련된 직무내용들을 113가지로 정리

제시하였다.  

교감이라는 직위는 원래 학교의 경영과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장이 아

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는 일로부터 교장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Panyako & Rorie, 1987; Shockley & Smith, 1981; Kelly, 1987). 

이는 교감의 직무와 역할이 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백승관, 

2012, p. 82). 교감의 역할은 교장이 수행하는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장의 

유고시 교장의 ‘직’을 대리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영향력만큼 포괄적 의미의 교육 

리더십이 요구되기도 한다(권동택, 2006).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직업계 고등학

교 교감의 직무에 대한 문헌을 살펴 볼 수 없어 교장과 교감의 직무 내용은 큰 차이

가 없기(홍종복, 2015)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중심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장의 직무분석은 현수, 김진수(2013)가 마이스터고 학교장의 

직무분석에서 학교경영계획,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교경영관리,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 교직원전문성개발지원, 실습실구성 및 운영, 학부모협력지원, 대외협력지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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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터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의 10개 영역과 74개의 직무 내용을 제시하였다. 결국, 

교장의 직무는 학교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지도와 경영관리,  그리고 학교

조직의 정당성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유지 활동으로서의 대외적 공공관계 직무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지도, 교직원과 

학생인사, 재정 및 시설, 지역사회관계 등을 주요 영역으로 다루었다(손경수, 2005; 

남호경, 2007).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장과 일반 학교장의 직무영역 차이는 학생들

의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실습실 구성 및 운영, 대외협력 지원, 학교경영계획과 관리

의 분리, 교직원 전문성 개발지원으로 도출되었고, 특히 졸업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경로 및 경력관리, 산업체와의 협력을 포함한 대

외협력지원, 다양한 사업의 기술변화로 인한 교직원 전문성 개발지원에 더 큰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수, 김진수, 2013).

현수(2018)의 데이컴(DACUM) 기법을 활용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장의 직무 

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장의 직무는 학교비전 및 학교목표 

설정, 교육과정운영, 학교 조직 및 인사관리, 장학 및 교원역량 개발, 학생 생활지도 

관리, 산학협력, 학교 재정 관리,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보 관리,  교육환경 및 

시설 관리, 교육공동체 협력 체제 구축, 진로지도로 총 11개이다.

한편 경기교육청(2019)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수업혁신 지원,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지원, 학교경영 및 교수 학습 연구대회 운영 지원, 도제학교 운영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지원, 기술사관 육성 및 유니테크 사업 지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원, 명장기술이전 지원 운영,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자격과정편성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운영 사업, 직업기초능력 평가 지원,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굿모닝 주니어 창조학교 운영 지원,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기능대회 

지원, 상업경교육페스티벌 운영 지원, 영농학생(FFK)페스티벌 운영 지원, 직업계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NCS 기반 실습기자재 확충 지원,  직업계 

실험·실습비 지원, 청소년 비즈쿨 운영 지원, 공업고 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학교기업 운영, 농·공업계고 공동실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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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녹색체험학교 운영 등으로 교감의 업무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는 1998년에 최초로 설립된 종전의 실

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소규모 학교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 과

정은 도입기, 확대기 정착기 단계를 거쳐 오는데, 특히 2010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전문계 고등학교(단, 종합고 제외)를 특성화고등학교로 개명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은 일반 고등학교와 다른 교육과

정 운영 및 현장실습, 학생 선발 및 졸업 후 진로, 학생의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 보

통(일반)교과 및 전문교과 교사의 구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수

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한 학과를 개설하고, 학과별 인력양성 유형, 학생

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같이 산업체와 협력하여 특성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학교 조직에서 교감직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유지되고 있고, 법적으로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감은 교장의 

직무 전 영역을 사실상 보좌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장의 직무 영역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거나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감의 직무 및 

역할을 교장과 구분되고 자격증도 교감 자격증과 교장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다. 다

만,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는 소속 교육감의 인사 발령에 의해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근무하게 된다. 따라

서 특성화고등학교로 배치되는 교감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을 보좌하면서 교감으로서

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과 교육목적

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상응한 직무 경험 및 직무 역량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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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갈등 및 관리 이론 고찰

가. 역할수행

1) 역할수행의 개념

차조일과 박선웅(2015)은「사회·문화」교과서의‘역할’관련 내용에 비판적 고

찰에서 역할 이론은 기능주의 관점의 역할 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의 역할 

이론으로 관점을 제시 하였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이론화를 

시도한 Linton(1936)은 지위와 역할 개념을 사용하여 규범적 문화 유형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Linton에게 지위란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

며, 역할은 지위의 역동적 측면을 나타낸다. 지위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작동될 때, 

역할이 수행된다는 것이다. 역할은 “사회가 특정 지위를 차지한 모든 이들에게 부여

한 태도, 가치, 행위로 구성되어있다”(Linton, 1945, 77).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특정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 

규범들의 묶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들은 ‘기대(expect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지위는 사회적 위치로 간주되고, 역할은 규범적 

기대 또는 기대되는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Turner, 2001, 233). 역할 개념의 초점

이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 전환되면서 ‘역할 행동(role behavior)’ 

또는‘역할 수행(role performance)’ 등과 같은 개념이 추가적으로 등장하였다. 

1개의 지위에 1개의 역할을 대응시키는 초기의 기능주의 이론으로는 다양하고 복

잡한 역할들의 등장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지만, Merton(1957, 110-113)에 의해 

역할군(role-set) 개념이 제시되면서 1개의 지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역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초기 기능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 기대들 간의 충돌 문제(inter-role conflict)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후 

동일한 지위에 대해 요구되는 역할 기대들 간의 충돌 문제(intra-role conflict), 역

할 기대의 불명료함으로 인한 문제(role ambiguity), 역할 수행에 따른 시간의 부족 

문제(role overload) 등이 역할 이론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Rizzo, House and 

Lirtzman, 1970; Stryker and Macke, 1978; Turner, 2001). 또한 역할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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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역할 갈등, 역할 모호, 역할 과부하 등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행위자의 심리

적 긴장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Goode, 1960; Marks, 1977; Hardy,1988; 

Coverman, 1989). 

대표적인 미시적 관점으로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상황에 대한 개인 혹은 집단

의 (상호)주관적인 해석과 정의 과정 및 소집단 내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에 주목한

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구조의 구속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것

보다는 인간의 사고 능력에 기반한 행위의 창조성과 능동성을 중시한다. 기능주의에

서도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화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회 및 문화의 질

서와 유지의 기능적 연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일

찍이 William James 이래로 Charles Cooley, Herbert Mead와 Herbert Blumer를 

거쳐 Erving Goffman에 이르기까지 행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맥락-

상황, 행위자 그리고 타자-에 초점을 맞추고 ‘정체성’ 및 ‘역할’의 창출·획

득·유지·변형 등에 관한 이론적 작업과 경험적 연구를 심화시켜왔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역할은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

적인 해석과 정의의 대상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Miyamoto, 1963, 116).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상정하는 행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규범들을 기

초로 하여 명시된 행위 목록들이 제시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해야 하는 존재이다(Turner, 1962, 22-23).

사회로부터 주어진 역할의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기능주의적 역할 이론과 달

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할 취득(role taking)및 역할 

창출(role-making)의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 먼저 역할 취득이란 상호작용에서 다

른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평가하는 과정을 포

함한다(양해림, 2011, 162). 행위자는 역할 취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

하는 지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역할 취득과정에서 역할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의 행

위 계획을 예측하고, 계획의 실행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

을 지속하거나 수정한다(Lynch, 2007, 384).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역할 이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역할 창출이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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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을 창조한

다(Turner, 1962, 22). 행위자는 역할 기대의 요구를 무반성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협상·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 혹은 타자의 역할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역할 갈등과 관련하여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

할들 간의 충돌 이외에도 사회적인 기대와 개인이 스스로에게 가지는 기대간의 충돌

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또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창조

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협상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역할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통해 역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Stryker and Macke, 1978, 

72-74; Handel, 1979, 855). 

역할이론은 개인의 지위(position)와 역할(role)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위와 역할, 

역할과 역할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체제와 구조, 개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분명히 

하려는 이론(교육학용어사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 구실이며 수행은 어떠한 

주어진 일(과제)을 해내는 것(국어사전), 지위나 위치에 주어진 의무나 요구를 행동

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개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그 기대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 즉 역할지각을 통하여 행동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그

러므로 역할수행은 역할기대와 역할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상담학 사전, 2016).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여 생활하게 되며 조직을 떠나

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의 

장인 조직 내에서 구성원과 조직,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작용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개념이 역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역할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신유근, 1988; 도병복, 2006). 즉 

지위를 차지한 자에 대한 기대들의 총합이다.

이형행(1994)은 행정연구에서 역할은 책임과 권력을 가리키는 조직속의 직제표

(organizational chart)상에 있는 한 위치로서 규칙, 기대  그리고 그 직위에 관련된 

상대적인 다른 직위의 요구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직위는 그 직위가 수임된 

후에야 비로소 역할이 되므로 역할은 직위의 역동적인 상황 (Dynamic aspec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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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위(Status)는 그것을 차지하는 개인과는 구별되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며, 역할은 이런 지위의 역동적인 측면을 뜻하는 것으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역할은 권리·의무·태도·가치들의 집합으로 집단 내의 지위와 연결되는 데 학교 

조직에서 교감에게 주어진 법적, 제도적, 도덕적 임무를 스스로 지각하고 또한 교감

에 대한 교직원들의 역할 기대를 인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의 속성과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할은 한 역할책임자가 자신의 역할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의 역할과 관련이 있는 다른 

역할책임자들이 한 역할 책임자들의 역할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역할 책임자가 수행한 역할은 조직이 규정한 역할과 다

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Francis Griffith(1979: 85)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그 개념을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다. ① 규정된 역할(a 

prescribed role): 상호보완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역할 책임자에게 거는 기대들

로 구성된다. 따라서 규정된 역할이란 상호 보완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역할책임

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② 주관적 역할(a subjective  role): 역할

책임자가 상호 보완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주관적 역할이란 역할책임자

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③ 시행된 역할(an 

enacted role): 역할 책임자가 상호 보완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자신이 수행한 행동으로 구성된다. 즉, 시행된 역할이란 역할 책임자가 실제로 

수행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2) 역할수행의 결정과정

역할 수임자의 역할행동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결정된다. D. Katz 와 R. L. Kanh은 여러 요소들의 상호관계에서 역할행동의 결정

과정을 [그림Ⅱ-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Katz and Kanh, 197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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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조직역할에 관련된 이론 모형

조직의 구성원들은 특정한 역할 수임자에 대한 역할기대를 역할 수임자에게 전달

된다. 화살표 1은 역할 전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역할 수임자는 접수된 역할을 인

식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역할행동을 하게 된다. 화살표 2는 역할행동에 관한 

정보가 역할기대를 전달하고 역할전달자에게 환류(feedback)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이 순환적으로 되풀이되면서 피드백과정을 거치게 되면, 역할 수임자가 

역할 전달자의 역할기대에 적합한 역할행동을 하게 된다.

[그림 Ⅱ-1]에서 상자 A(역할기대), B(보내지는 역할), C(접수된 역할), D(역할

행동)가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정한 역할 수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

직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것을 집합적으로 파악한 것이 역할기대(상자 A)라고 할 

수 있다. 역할 수임자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역할기대)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역할 수임자에게 전달(상자 B)된다. 역할 수임자는 전달된 역할을 접수한다. 역할 

수임자는 인식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역할기대와 그 전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 역할 수임자의 역할행동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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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기대가 역할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의 과정에는 조직적 요소(E), 역할 수임자

의 속성(F), 그리고 대인 관계적 요소(G) 등이 개입하여 작용한다. 조직적 요소에는 

조직규모, 직위, 규범, 그리고 감독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역할 

전달자에게 미치는 관계를 화살표 3이 보여주고 있다. 역할 수임자의 속성으로는 성

향, 동기, 가치관, 감수성, 습관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속성들은 화살표 4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역할기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화살표 5에서는 그 전달 방법에 

역할을 준다.

역할 수임자의 인성에 따라 역할 전달자는 역할전달의 방법이나 그 강도를 달리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역할 수임자의 인성이 그 역할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역할행동은 또한 그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화살표 6으로 표시되어 있다.

대인 관계적 요소는 역할 전달자와 역할 수임자간의 공식적·비공식적 상호관계의 

양태로서, ① 양자사이에 권력 혹은 영향력 관계, ② 존경, 신뢰감, 매력 등의 감정적 

유대, ③ 상호의존성, ④ 의사소통의 형태 등이 포함된다. 화살표 7이 표시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요소들은 역할기대의 형성과, 화살표 8이 지시하는 것을 역할 수임자의 

역할행동이 그러한 대인 관계적 요소에 영향을 준다.

역할수행 과정의 역할기대, 역할지각, 역할수여, 역할행동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역할기대는 어떤 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닌 행동의 방향과 기대를 연속선상에서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역할 기대는 강도의 측면도 갖고 있다고 하였다(조성일, 1986). 역할 기대는 역할 

수행자의 공식적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명시된 과업뿐만 아니라 집단의 

규범을 비롯하여 과거에 역할 수행자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여러 가지의 집단유지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이학

종, 1995). 일반적인 기대이건 특수한 개인에게 요구하는 기대이건 상호 묵시적, 명

시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역할 기대는 발생하게 된다. Sarbin(1954)은 역할 기

대를 의무와 권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권한도 역할 기대의 하나이며, 어떤 위

치에 있는 개인은 그와 상호 작용하는 다른 개인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이와 같

이 보다 강제성을 갖는 역할 기대는 Secord가 분류한 규범적 역할 기대에 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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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rd는 이에 부가해서 예견적 역할 기대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김호기, 2003).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역할 기대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그 개인과 상

호 작용하는 집단이나 개인이 요구하는 기대를 말하는데, 역할 기대의 성격은 강제성

을 지닌 것과 강제성을 지니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역할 기대는 역할 수

행자의 과업뿐만 아니라 수행해 온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역할지각(role perception)이란 개인이 그가 접하는 환경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개인행동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 요소이

다(이학종, 1995). 따라서 역할 지각이란 역할 수행자가 역할 기대를 어떻게 지각하

느냐 하는 지각의 정도를 말한다(김운환, 1986). 즉, 똑같은 역할은 역할 기대를 받

고 있는 사람도 사람에 따라 그 역할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조직에

서 교사가 교감에 대한 역할 기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교감이 이를 완전하게 지각하

지 못하면 교사의 높은 역할 기대는 교감의 역할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반

면에 교감이 이를 충분히 지각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감의 역할행동은 

변화가 쉽게 예견되는 것이다.

Sarbin(1954)은 같은 역할 기대를 연령, 성별, 사회계층, 직업, 성격에 따라 각기 

달리 지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확한 역할 지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적응성이 

높고, 개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박용헌, 1996). 다시 말해서, 역할 지각이 정확하고 명확할

수록 기대에 따라 행동하려는 동기도 강해지며 역할행동은 기대와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교감 자신이 역할 기대를 정확하게 지각할수록 교감의 역할 

행동은 역할 기대와 일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사가 요구하는 기대에 따라 행동하

려는 동기도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할 지각은 어떤 지위를 차지한 역할 수행자가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

대를 이해하는 과정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자신의 역할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연령, 성별, 인성, 능력, 직업, 환경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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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역할수여는 역할기대 중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말하며 구성원들이 역할행동

에 영향을 줄 의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할수행자에게 실제로 표현하는 의사전달

로 구성된다.

넷째, 역할행동을「사회·문화교과서」에 나타난  개념 정의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게 부여된 역할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역할 행동 또는 역할 수행(천재출판

사),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교학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할행동과 역할수행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차조일, 

박선웅, 2015, 77).

역할수행(role performance)이란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역할을 행위

로서 보여주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역할행동(role behavior), 역할행위(role 

enactment), 혹은 역할유형(role pattern) 등의 용어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용

어들은 모두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Thomas &Biddle, 1966, 26). 

역할수행은 한 개인이 맡은 역할과 개인의 행동과 완전한 일치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반영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역할의 적합

성, 적절성, 역할수행에 대한 확신 등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

다(Sabrin & Allen, 1986). 역할 수행은 역할 기대에 부응하여 실제로 어떻게 행동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역할 수행이란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직위에 부여된 기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종철(1985)은 역할 내지 역

할 기대는 규범적인 측면이 강하게 표현되는 반면에 역할 수행은 실제적 측면에 초

점을 두고 보는 것이라 하였다. 민태언(1995)은 역할 수행을 역할 지각의 정확도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확한 지각을 하고 있어도 역할행동에 제약을 주는 장애

나 저해 요인들로 말미암아 역할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기대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

에 행정가의 신망은 실추될 것이며 직원들의 의욕과 동기를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역할 수행이란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실제 행동을 말하며 역

할 지각의 정도나 저해 요인에 따라 역할 수행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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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서 학교조직에서 교감이 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

서 제반 교육활동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역할갈등 

1) 역할갈등의 개념

한자어로 갈등(葛藤)은‘칡과 등 넝쿨이 서로 엉켜 경쟁’하고 있음을 나타고 있

으며, 우리말의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즉, 먼저 휘어 감

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에서 갈등은 경쟁과 투쟁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 모두 반드시 부정적·파괴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충돌과 마찰을 

잘 관리한다면 더 많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유영국, 1992). 오늘날 

갈등은 조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겨나며, 조직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Pondy(1967)는 갈등을 ‘자원의 부족이나 정책 가치상의 차이 등 갈등행위에 선

행하는 상태 또는 스트레스, 긴장, 적대감, 불안 등 갈등 상황에 관련된 개개인의 감

정적 상태, 개인의 인지적 단계, 갈등행위 등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Morton(1973)은 ‘양립 불가능한 주관적 및 객관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고 하였다. Gray(1978)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양립 될 수 없는 반응적인 경향’이

라고 하였고, Milton(1981)은 ‘서로 목적이 대립되는 양측에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 

상대를 없애거나 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가치에 대한 투쟁, 신분, 권력 및 희소자

원에 대한 권리투쟁의 결과’라고 규정하였다. Rahim(1992)은 ‘개인이나 집단 또

는 조직과 같은 사회적 실체(social entities) 내부나 그들 사이에서 모순, 의견 불이

치나 상이함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였다. 

갈등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위축, 좌절, 적대감,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

과 겪게 되는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최영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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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갈등이란 학교라는 일종의 사회체제에서 내에서 일의 순조롭게 진

행되지 않고 교직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의 양상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 내외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위축, 

좌절, 적대감,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과 겪게 되는 어려움을 포괄적

으로 의미한다.

갈등의 기능을 살펴보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갈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부

정적 효과 즉, 역기능으로 보는 입장(Parsons, T.; Lasswel, H. D.; Kahn, R. L.; 

Boulding, K.; Mayor, E.; March, J. G.; Simon,, H. A.)과 긍정적 효과 즉, 순기능

으로 보는 입장(Follet, M. P.; Coser, L. A)이 있다. 이렇듯 갈등은 조직에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등은 부정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갈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조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고 하였다.(Amason, 1996; Anderson, 1983; Cosier, 1978; Cosier & 

Schwenk, 1990; George, 1974; Gruenfeld, Ragan, 1986; Schweiger, 

Sandberg, & Rechner, 1989; Tetlock, Armor, & Peterson, 1994).

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이형행, 1983; 김두열, 2015). 순

기능으로 ① 갈등에 직면해 있을 때 사람들은 종종 평상시보다 더 혁신적이 된다. ② 

갈등은 다양한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③ 갈등은 가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갈등은 조직 내의 갈등을 관리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

득하게 한다. ⑤ 많은 종업원들이 하는 일에 싫증을 느끼게 되는데 부서간의 갈등은 

이를 해소하기도 한다. ⑥ 갈등은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사전의 정

보를 제공한다. ⑦ 갈등은 새로운 화합의 계기가 된다. 역기능으로 ① 갈등은 자기 

이익에 급급하여 전체 조직을 희생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② 개인 간의 오랜 갈등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가 된다. ③ 갈등은 목적 달성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한다. ④ 갈등의 여파는 재정상의 비용과 감정상의 고통을 수반하게 한다. ⑤ 갈등을 

겪고 나면 극단적인 경우 자료와 사실이 왜곡 된다.

이와 같이 갈등은 조직 내에서 성과를 이끌기도 하고,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조직 목표 달성을 이루고, 다각화된 시선으로 조직을 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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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순기능 역할의 관점도 있다. 갈등은 잘 관리가 되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며, 갈등이 개인적인 반감, 적의, 적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경우에는 

갈등의 자극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조직의 성과 및 업적에 긍정적으로 기

여하도록 갈등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소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갈등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경영하는 경영자

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조직목표 달성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관련된 학교경영자의 과제는 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최소화

하면서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요소가 인위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사회구성체로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조직에서 가장 빈번한 갈등 원인은 다음과 같다(Regnet, 2001, 

p.28). ① 대화 부족 ② 상호의존성 ③ 불공정한 대우 ④ 불명확한 책임 ⑤ 건설적 

비판 부재 ⑥ 불신 ⑦ 비사교적인 성격과 태도 ⑧ 권력과 세력을 위한 투쟁 ⑨ 원망, 

불만, 예민함 ⑩ 여러 모임에 소속 ⑪ 권한 다툼 ⑫ 보수체계 ⑬ 체면 손상 ⑭ 자원

경쟁이다. 갈등 원인 목록이 시사 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가장 빈번한 갈등 원인은 

(①~⑤, 또는 ⑥)은 그 책임이 상사에게 있다. 두 번째로 빈번한 갈등 원인(⑥~⑨)

은 개인특성에 기인한다. 구조적 조건은(⑩~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수 없이 많다. 조직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

는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요인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상황(conflict 

situation)이 갖추어졌을 때 나타난다. 갈등의 원인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

직 자체의 복잡성, 규모, 기술 등의 상황적 요인이나 조직 관리제도, 조직구조, 조직

풍토 및 과업을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특성

과 관련하여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업무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희소성 및 권력배

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갈등의 원인으로 열거되기도 한다. Luthans(1994)은 조직 

갈등의 원인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들이 존재하는 상황, 상반되는 수단 및 상반되

는 자원분배의 존재, 불완전한 지위의 문제,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하였다.

Reece와 Brandt(1984)는 갈등 원인을 의사소통의 단절, 가치관 대립, 직무 및 정

책의 불명료성, 인성의 차이, 전제적 관리체제, 공정하지 못한 임금과 혜택, 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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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신, 급격한 변화, 경제적 정책 등을 들었다(도병복, 2006 재인용).

Fink(1968:456)는 갈등의 원인으로 상충되는 목표(incompatible goals),상호배척

적인 이해관계(mutually exclusive interests), 적대감정(emotional hostility), 사실

이나 가치에 대한 의견 불일치(factualorvaluedissensus)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성찬(1999)은 교장과 교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원인을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인지 및 태도의 차이,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문제, 역할기대의 차이 

등이라고 하였다. 손경란(2010)은 학교 교육행정직공무원과 교사의 갈등 원인으로 

직무관련 측면에서 직무한계의 불명확성, 업무협의 부족, 인간관계 측면에서 상호존

중의식 결여, 의사소통 부족을 들었다.

역할갈등은 여러 조직 내의 역할 담당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역할 상대자들과의 상반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역할기대를 인식하고 심적으로 겪게 

되는 곤란과 그로 인한 행동(Rue & Byars, 1992; 채영병, 2005)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역할갈등이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적응해야하는 압박 때문에 심리적 

혼란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교감이 학교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개인이 느

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위축, 좌절, 적대감,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들과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내적 갈등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등 외적 

갈등에 따른 감정 상태 모두를 포함한다.

2) 역할갈등의 과정

Robbins(1986: 297-305)의 관점에 따르면, 갈등의 과정은 [그림 Ⅱ-2]와 같이 

갈등의 과정 잠재적 대립, 인지 및 개인화, 행동, 그리고 결과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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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갈등의 과정

자료: Stephen P. Robbins(1986). Organization Behavavior. N. Prentice-Hall, 

p. 297.

① 제1단계: 잠재적 대립은 잠재적 대립(Potential opposition)으로서, 여기서는 

갈등을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타난다. 그 조건들이 직접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지만 갈등이 발생하려면 이들 조건 중의 하나가 필요하게 된다. 이들 조

건들은 의사소통, 구조, 그리고 인성적 변인들로 간단하게 유목화 될 수 있다. ② 제

2단계는 인지 및 개인화이다. 제1단계의 여러 조건들이 불만을 야기 시키면, 제2단

계에서는 잠재적 대립이 현실로 나타난다. 한편이든 양편이든 모두든 갈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를 인지할 때 1단계의 조건들이 갈등을 유발시킨다. 한편이든 양편 

모두든 갈등 조건들이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을 지각한다는 것이 반드

시 갈등의 개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개인화는 양편이 불안, 긴장, 불만, 적

대를 경험하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든 상태를 지칭한다. ③ 갈등과정의 제3단계에

서는 상대방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이익획득을 저지하는 행동을 취한다. 이 행동

은 반드시 의도된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좌절시키거나 훼방 놓기 위

한 행동이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갈등은 공개적으로 표출된다. 표출된 갈등은 간접

적이며, 고도로 통제된 형태에서부터 직접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이 단계에서 갈등처리 행동을 취한다. 이들은 갈등발생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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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나타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다. ④ 표출된 

갈등행동과 갈등의 처리행동 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시킨다. 그 결과

들은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순기능적일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조직성과를 해침으로써 그 결과가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제시된 [그림 Ⅱ-3]에서 

보듯이 갈등의 수준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을 수 있다. 갈등 수준이 너무 높아도 성

과를 저하시키고, 너무 낮아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감소시킨다. 갈등이 침체를 예방하

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긴장을 해소시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있

을 경우가 적정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상황 갈등의 수준 갈등의 형태 내적 특성 성과

A
낮음 또는 

없음
역기능적임

무관심, 침체, 변화대한 무관심, 

새로운 아이디어 결핍
낮음

B 최적 순기능적임 활력, 자기비판, 혁신 높음

C 높음 역기능적임 분열, 혼란, 비협조 낮음

[그림 Ⅱ-3] 갈등과 조직효과

자료: Stephen P. Robbins(1983). Organization Theory : The Structure and 

Design of Organization. Engle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p. 291

갈등수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할 때 구성원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결근과 퇴직률이 높아지며, 생산성이 낮아지는 등 조직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갈등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때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무관심이 최소화되며, 일을 보다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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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는 도전적인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동기를 증대시킨다.

[그림 Ⅱ-3]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갈등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 B는 갈등의 최적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상황 A에서 B까지의 영역(B점

을 포함되지 않음)에서는 관리자가 갈등을 고무하여 기능적 특성으로부터 충분한 유

익을 얻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반면 성황 B의 우측에 있는 영역은 갈등 수준을 감

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다. 갈등 관리 및 전략

1) 갈등관리의 개념

일반 조직의 경우 관리자는 자신의 업무시간 중에서 약 20%를 갈등을 관리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최근 학교조직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인 교육 관리자, 교사, 학생, 학

부모 및 학부모 단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등간에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 역

할, 입장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학교 조직에서 갈

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학습공동체 및 도덕적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목표

를 달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노승규, 2009).

교육조직은 전문적 관료제, 사회체제, 느슨한 연결체제, 조직화된 무질서, 재생산체

제 등의 성격을 지닌 복잡한 조직(유영국, 1993)으로 일반 조직과 다른 교육조직만

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느냐는 교육조직 발전의 성패를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은 어떠한 조직에도 생겨나는 현상이며 관리 여하에 따라 조직의 성과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갈등관리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갈등을 관리한다는 말은 조직에 해로운 갈등을 해소시키

거나 완화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용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Chung &Megginson, 1981; 백은영, 2004:31 재인용).

따라서 갈등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거나 통제 하는 데 있다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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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순기능을 증대시키고 불만족 또는 역기능

을 감소시키는 데 있는 것이라 하겠다(Bercovith, 1984; 이재규·조용대 1993:19).

조직 내의 갈등(Conflict)이란 행동주체 간의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관계(작용)

를 말한다.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개인이나 집단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갈

등은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된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갈등(심리적 갈등), 대

인 갈등(사람 간 갈등), 집단 갈등(집단 간 갈등), 문화갈등(문화 간 충돌), 역할 갈

등(상반된 역할 부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의사결정갈등(대안의 선택 기준이 모호)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윤정일, 2011). 또한 조직 내 개인 간 갈등을“직무갈

등”(task conflict)과“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호

정, 2013).

직무갈등은 자원의 배분, 절차와 정책, 사실의 판단과 이해와 등과 같은 직무의 내

용과 관련하여 집단 구성원들 간에 관점, 생각, 견해 등의 차이가 존재할 때 발생한

다. 한편 관계갈등은 성격, 가치관, 개인적 기호, 정치적 선호 등과 같이 직무와는 무

관한 문제들에서 집단 구성원들 간 차이가 존재할 때 주로 발생하며, 긴장, 화, 증오

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Jehn& Bendersky, 2003: 200; De Dreu & Weingart, 

2003: 741; Jehn, 1995: 258). 

오늘날 갈등은 조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생겨나며, 조직에서 반드시 관

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당한 갈등은 조직 문제 해결책으로 새로운 아

이디어나 제도를 구하게 되며, 조직 구성원이 분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등 조

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기도 한다(신유근, 2008). 이처럼 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는 조직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한편으로 지속적인 갈등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

적·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끼쳐 집단 응집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갈등은 어떻게 관

리하느냐에 관한 갈등관리 방식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렸다. 

Damiel(1982)은 ‘갈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되도록 갈등의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였다. Bercovith(1984)에 따르면 ‘갈등 관리란 

이미 일어난 갈등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

과를 만들 수 있도록 갈등을 낮추는데 필요한 구조나 행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

다. Greenberg(1993)는 ‘조직에 해로운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것 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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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조직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갈

등을 조장하는 것 까지 갈등관리’라고 말한다. 

이렇듯,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각 개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대처하는 방식을 갖는

다. 순기능적 측면에서 갈등 관리를 잘 할 경우, 조직이 침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

고 건설적으로 조직이 변동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

며 다양한 사고의 창의성을 높이고 조직의 유연성이 증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민첩

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된다.

2) 갈등관리의 유형

대개 갈등관리와 갈등해결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밀하게 보자면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 갈등해결을 갈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고 부정적으로 지각

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제거해야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갈등관리란 갈

등이 나쁘기만 한 것을 아니며 때로는 기능적이고 유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갈등관리가 더 폭 넓은 개념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기술 뿐 아니라 해결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갈등 상황에 있어서 그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대응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갈등상황에 대한 이런 자연

적인 반응(natural reaction)을 ‘갈등관리 유형(conflict management style)’이라

고 한다(McSwan, L. L., & Treadwell, W. C. Jr., 1981).

갈등관리방식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론적 틀로서 “이중적 관심모

형”(Dual Concern Model)을 채택해 왔다(Desivilya & Yagil, 2005: 56). 이 모

형은 1964년 Blake & Mouton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

금씩 변형되어 왔으며 주로 다섯 가지 관리방식을 이용하였다. 그 중에서 

Rahim(1983)이 선행 모형들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수립한 모형과 척도는 신뢰도

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고(Rahim, 1983) 널리 활용되고 있다

(Boonsathorn, 2007: 200).

이중적 관심모형 모델에 따르면 갈등 스타일은 두 가지 지향(orientations) 즉 자

아와 타자의 조합으로 형성된다. ① 자신, 자신의 관심사, 이해관계 그리고 목표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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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는 자아이다. 자신을 위해 가장 좋고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다. 결과는 상대방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강제적으로 관찰시킨다. 

② 상대의 관심사, 이해관계 그리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타자이다. 상대가 잘되기 

바라는 의지를 가지며 결과는 상대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의 이익보다 합의가 더 

중요하다. 갈등 스타일은 토마스(Thomas, 1976)의 척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합, 협상, 순응 그리고 회피는 일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쉽다. 이에 반해, 경쟁은 

복잡해서 은밀히 간접적으로 진행되거나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시도된다. 따라서 경

쟁은 세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Van de Vlient & Jansson, 2001).

[그림 Ⅱ-4]는 각각의 갈등 스타일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Ⅱ-4] 갈등 스타일

① 가장 좋은 갈등 스타일은 없다. ②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을 개발한

다. ③ 경쟁은 은밀하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통합과 타협은 사회적으로 선

호하는 갈등 스타일이다. ⑤ 갈등행동은 특정스타일의 표출이 아니라 여러 스타일의 

복잡하게 혼합된 결과이다. 

갈등관리 유형 이론은 Rahim(1992)이 ROCI-Ⅱ(The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라는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개인의 5가지 유형(경쟁, 통합, 타협, 

순응, 회피)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조직 갈등조사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다(De Dreu, C. K. W., Evers, A., Beersma, B., Kluwer, E. S., & Nauta, 

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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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갈등관리 유형 종합

자료: 김지선, 2013. p32. 

[그림 Ⅱ-5]은 여러 학자들의 갈등관리 유형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갈

등관리의 유형을 유목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김호정, 2011; 김지선, 2013). 

첫째, 경쟁, 지배, (9,1)유형을 포함하는 ‘지배적(dominative)태도’이다. 자신이

나 자신의 성과, 자신의 요구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타인의 목표나 성과, 요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형태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나 목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권위를 행사하거나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배형

(dominating)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해결책을 강요하며 상대방에게 양보

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고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낮다.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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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입장

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선호한다.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

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대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 방법

은 비난, 개인적 비판, 적대적 명령이나 위협, 반목적 농담(antagonistic jokes)이나 

괴롭힘, 공격성 질문 등을 동반한다. 

둘째, 회피, 무행동, (1,1)유형을 포함하는‘회피적(avoiding)태도’이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관심, 성과,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형태이다. 갈등 상황에서 의

견 불일치와 좌절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여 갈등 상황을 미루는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모두 낮다. 갈등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갈등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지도 않는 유형이

다. 단지,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

도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유형이다. 갈등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불평을 억제

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방적 토론을 회피하려는 수동적 전략이다. 

셋째, 협상, 타협, (5,5)유형을 포함하는 ‘타협적(compromising)태도’이다. 자

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성과요구를 적정한 절반 수준에서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

는 형태이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중도적 입장을 취함으

로써 갈등으로 인한 손질을 줄이고자 시도한다. 자신의 요구나 목표를 줄이며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넷째, 협력, 통합, 문제해결, (9,9)유형을 포함하는 ‘협력적(collaborative, 

integrating)태도’이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공동의 입장에서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

심정도가 모두 높다. 즉,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고자 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양쪽의 

입장을 공동으로 통합 할 수 있으며 양측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서로의 요구 및 성

과를 최대한 높은 수준까지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쌍방 

모두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방법으로 “win/win” 해결을 도모하는 전략이

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갈등에 직접 대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면서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53 -

다섯째, 수용, 인정, 양보, (1,9)유형을 포함하는 ‘순응적(accommodative, 

obliging)태도’이다. 자신의 성과나 요구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타인의 성과나 

요구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심은 높은 형태이다. 이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로 갈

등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맞추고자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인간관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관심사는 내려놓고 상대방의 목표를 충족시키

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을 따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갈등상태에서도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토론을 자제하므로, 더 이상의 의견

불일치나 갈등의 고조를 유발하지 않는다. 

학교조직에서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갈등관리유형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다. Owens& Valesky(2011)는 학교조직 갈등에 대한 상황 적합적 접근으

로 Thomas(1976)의 다섯 가지 갈등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갈등을 관리할 것을 제

안하였다. 상황 적합적 접근이란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피나 수

용은 갈등을 실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전략은 경쟁, 타협, 협력의 세 가

지라고 제안하였다. 이군현 외(2004)도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Thomas(1976)

의 경쟁, 협력, 회피, 순응, 타협의 다섯 가지 갈등 처리 행동을 제시하였고 갈등관리

의 기본전략을 승-패 전략, 패-패 전략, 승-승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승-패 전략

은 경쟁, 패-패 전략은 타협, 승-승 전략은 협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남정걸

(2006)은 갈등관리의 기법으로 승패․양패․양승의 접근, 무마(smoothing), 협상과 타

협, 회피를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Thomas(1976)의 경쟁(승패), 타협(양패, 협상과 

타협), 협력(양승), 수용(무마), 회피의 다섯 가지 갈등접근방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일반조직에서의 갈등관리 유형과 학교조직에서의 갈등관리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체적으로 Thomas(1976)의 갈등관리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회피와 순

응의 경우는 갈등을 실제로 관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협력, 타협, 경쟁 즉 

승-승, 패-패, 승-패 전략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역할 수행이란 권리·의무·태도·가치들의 집합인 역할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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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조직에서 교감의 역할 수행이란 교감에게 주어진 

법적, 제도적, 도덕적 임무를 스스로 지각하고 또한 교감에 대한 교직원들의 역할 기

대를 인지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학교조직에서 교

감이 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제반 교육활동의 성공적

인 역할 수행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역할 수행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구분되고, 조직에 유익하거나 해

로울 수도 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각 개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대처하는 방식을 

갖는다. 순기능적 측면에서 갈등 관리를 잘 할 경우, 조직이 침체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고 건설적으로 조직이 변동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학교 조직에서 관

리자는 갈등의 역기능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갈등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거나 통제 하는 데 있다

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순기능을 증대시키고 불만족 또는 역

기능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이론적 틀로서 “이중적 

관심모형”을 채택하고, 갈등 상황에 대응하는 5가지 유형(경쟁, 통합, 타협, 순응, 

회피 유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교조직에서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접근도 일반적인 갈등관리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한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

한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을 배경으로 하여 특성화고 교감들이 특별히 더 겪고 있는 갈등

의 상황이 무엇이며, 그 갈등의 원인, 갈등 대처 방법은 어떠한가를 통해, 갈등의 본

질과 의미를 이후 실제 연구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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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갈등 및 관리의 선행 연구 고찰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지아

(2016)가 고등학교 교감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 있고, 초등학교 

교감의 갈등관련 조세윤(2002), 최혜숙(2015), 초등학교 교장 관련 정해희(2003), 

이상근(2005), 정지성(2008), 최재원(201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직무와 역할에 관

한 연구로 초등학교에 노경래(2004), 이희영(2005), 박상완(2011) 등의 연구가 있

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의 리더십 및 직무에 관한 

연구에는 조성웅과 나승일(2011), 임석근(2012), 현수 외(2013) 등이 있다. 한편,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갈등과 관련된 수석교사 관련 연구(김지선, 박소영, 2013), 행

정실 직원 관련 연구(박호선, 2013; 김서영, 2012; 김진숙, 2018; 황지영, 2017)등

이 있다. 여기서 각각의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지아(2016)는 4개 시·도 고등학교 교감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교감의 역할로 학교구성원을 보듬어주고 감싸는 어머니 역할, 다른 학교구성원이

나 외부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학교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수석 교사, 행정실 직원, 교원단체 등 구성원과의 관계 갈등의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었다.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직무 갈등으로 교장만큼의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교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복수교감

제가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교감이 대부분 담당

하여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고, 중간관리자로서 교장과 교사 사이에서 의견을 조

율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했다. 일반 교과와 전공

교과 선생님들이 함께 근무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만 경험하는 교감의 어려움과 갈

등도 볼 수 있었는데 학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무분장과 인사관리는 교감이 고통

스럽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였다. 일반교과교사와 전문교과교사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많았으며, 대부분 전문교과 교사들이 핵심 부장인 교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교과 교

사들은 업무 분장에 소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전공교과집단과 일반교과집단이 서

로 업무가 적다고 대립하게 되면 업무를 상황과 과목 특성에 맞게 정리하는 것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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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각의 차이로 오는 오해와 이해 상충이 될 때 조정, 중재하는 교감의 역할이었

다. 갈등 원인으로 교장과의 유대 부족, 교감의 권한 부족,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

수 등의 교육 콘텐츠와 기회 부족,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부족 등을 들었다. 

조세윤(2002)은 초임교감의 인식에 있어서 주로 느끼는 갈등은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갈등, 직위

의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 가치관의 대립, 조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오해와 곡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갈등해소 

전략은 갈등이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만 있다면 갈등은 매우 가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며, 갈등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창의적으로 잘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경래(2004)는 복수교감제의 경우 역할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감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조건으로 교장의 요구에 잘 따르는 생

활, 승진규정에 맞추려는 생활, 자기 방어를 위한 생활, 그리고 유리한 쪽을 택하는 

생활이라는 범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희영(2005)은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하기 위

하여 엄격한 지배-복종관계 보다는 대화와 이해로 민주적 관계를 구축하고 교사들과 

원만한 의사소통 체제를 선호하는 개방적인 학교, 인간미 넘치는 학교를 중시하면서 

교사지도를 하고 있지만 권위적인 강압적 통제전략도 사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형태

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정보와 지식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교사의 의견 충돌, 동료 교사 간의 오해 등에서 갈등을 초래하며 

차츰 사회가 바라는 교감으로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된다. 

박상완(2011)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 교감이 

주도적인 행위자인 행위자 모델, 교장과 교감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

델, 교감이 교장과 교사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모델, 교감의 역할이 미미한 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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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등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교감이 느끼는 애로 사항은 전문성 부족, 교감의 영향

력 제한, 교사(단체)와의 갈등, 교장과 교사 간 이견 조정, 교사 특성에 맞는 지도력 

발휘 등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과 권한은 교장의 지도성, 교감

의 경력 발달 특성(정년 잔여기간, 교장연수 이수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교감직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역할과 책임 규정, 교감의 교육적 

지도성 강화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최혜숙(2015)은 교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교장의 일방적 경영의 요인, 교사

와의 관계, 교육과정 운영, 제한된 승진 기회, 교사들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이 생김, 

교장의 공정성 부족, 권한 위축 및 과중, 과중한 업무,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교장에게 의견 차이나 불만을 표현하지 못함,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분상의 불안

감, 교감의 직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들과 의사소통이 안 됨 등의 요인이 높은 빈도

를 나타냈다. 강사 및 계약직 교원 임용 및 관리, 교사복무처리 및 관리, 행정실과의 

업무조정 등의 요인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8명의 교감을 대상으로 현상학적인 방

법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로 학부모 민원 처리, 교장보좌, 교사의 교육활동 미

숙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정해희(2003)는 협력적 전략이 타협적 전략보다 직무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갈등 

관리할 때 이해관계의 상호 조정보다 이해관계자의 능동적 참여와 합리적 의사결정

이 학교조직의 효과를 더 높인다고 하였다. 학교장의 갈등관리를 위해 협력적 전략을 

사용할 때 학교 조직효과성이 가장 높으며, 권력적 전략을 사용할 때의 학교 조직효

과성이 가장 효과가 낮다고 하였다. 이는 학교의 업무가 사람을 다루는 교육으로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교사의 갈등은 가치관의 차이, 의사결정 방법, 직

무의 명료성 및 공정한 보상체계 등을 고려하여 협력적으로 관리할 때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

이상근(2005)은 학교장의 갈등관리전략과 교사의 사기와의 관계 연구에서 학교장

은 갈등관리전략으로 협력적 전략을 다른 전략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갈등관리전략은 협력적 전략과 타협적 전략이

라고 하였으며, 학교장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할 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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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나 권위에 입각한 권력적 전략을 지양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문

제를 풀어가는 협력적 전략과 타협적 전략을 병행하여 학교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고 시사하고 있었다.

정지성(2008)은 교원들은 학교갈등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목적이 결여된 학

교교육정책 추진,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과정운영, 전시 행정 위주의 업무추진 

등을 꼽고 있으며, 학교 내 갈등과 관련해서 중간관리자인 교감과 부장교사의 어떻게 

중간 교량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강도와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으

며, 학교의 갈등양이 많고 적음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존재여부 및 운영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교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보다는 수직구조가 갈등

상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원(2018)은 학교장의 갈등관리 전략의 전반적인 경향은 협력적 전략이 타협

적 전략이나 권력적 전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교

장의 행동에 따른 학교조직풍토의 전반적인 경향은 교장의 목표 지향적 행동과 인간 

지향적 행동이 관료지향적 행동보다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웅, 나승일(2011)은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변화몰입과 교사 효능

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였다. 교장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 효능감 및 학교풍토를 통해 교사의 변화몰입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

과관계는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 효능감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인과관계가 확

인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사 효능감, 학교풍토 및 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교사

의 변화몰입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성화고등학교장 변혁적 리더십은 학

교풍토를 매개하여 교사의 변화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나 교사 효능감을 

매개하여 변화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학교풍토는 교사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변화몰입에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석근(2012)는 교사들이 지각한 학교장의 변혁적 지도성과 교사의 직무만족 간 

상관관계를 밝혔는데, 독립변수의 인간관계와 담당직무에 미치는 영향은 솔선수범,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존중, 보상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존중 및 지적 자극,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솔선수범과 지적자극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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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교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은 인간존중과, 솔선수범이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학교장은 자신의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하는데 노력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수(2013)의 연구는 직업계고 학교장의 직무를 분석한 연구로 직업계고 학교장

의 직무를 구성하는 임무와 작업을 도출하고 각 임무에 작업의 순서를 정한 후, 작업

별 중요도, 난이도, 수행 빈도를 밝히고, 입직 초기에 갖출 필수능력 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직업계고 학교장의 정의는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등에

서 산업수요인재양성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경영자이며, 직업계고 학교장의 

직무 영역은11개의 임무(duty)와 95개의 작업(task)이 도출되었다. 

김지선, 박소영(2013)은 질적 연구인 “단위학교 내 수석교사제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 원인의 구조 분석”에서 수석교사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원인

으로는 제도 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량 부족, 교감과 경력교사의 수석교사에 대한 

심적 거부, 수석교사제에 대한 교원의 이해 부족,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수석교사

의 위상, 행정업무 위주와 폐쇄적인 학교문화 등을 들었다.

김지선(2013)의 양적연구인 “수석교사의 학교 내 갈등 원인 인식과 갈등관리 방

식”연구에서 다른 교원들과 갈등의 원인으로 학교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다는 점, 새

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만한 교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교원들이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제도 자체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수석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관리방식으로 학교 문화를 

바꾸거나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심어주기, 

교원들의 심리적 거부에 대해 새로운 친분 관계를 형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관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

원들을 위해 정보 제공하기였다. 수석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관리방식으

로 관리자의 경우는 순응적인 태도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일반교사의 경우는 타협적

인 태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정(2011)은 “갈등유형과 갈등관리방식의 관계: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



- 60 -

로”연구에서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갈등유형에 따

라 갈등의 문제가 달라지는데, Ohbuchi & Tedeschi의 이론은 갈등을 겪고 있는 주

된 문제에 따라 갈등당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달라지고, 관심사가 다르면 갈등관리

전략(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이므로(Ohbuchi &Suzuki, 2003: 64), 결국 갈등유형이 

다르면 갈등관리방식도 달라진다. 이 이론에서는 갈등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세 가지

로 압축하여 갈등관리 방식과 관계를 설명한다(Ohbuchi & Suzuki, 2003: 64). 첫

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조직성과 향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

고, 이러한 관심은 통합이라는 관리방식을 선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보

상, 불공정한 대우,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갈등

의 핵심인 경우에는 갈등 당사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관심은 상대방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와 지위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자 하는 “지배”방식을 구사하게 한다. 개인적 이해관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자신들

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관심은 지배방식을 선택하게 한다. 셋째, “감정

적 문제, 규범과 가치에 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당사들이 규범적 측면, 정당성의 

측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질서와 규범의 보호에 관심을 유발하게 하고, 이러

한 관심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일에 동기를 부

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갈등관리방식으로는 상대방의 견해나 입장은 묵살하고 자신

의 요구와 관심을 강하게 반영하려 하는 “지배”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① 직무갈

등은 약할수록 순응 방식을 선호하고, 관계갈등은 강할수록 지배나 회피 방식을, 약

할수록 통합 방식을 선호한다. ② 순응은 직무갈등을 완화시키고 통합은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을 완화시키지만, 지배와 회피는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③ 통합은 직무갈등과 관계갈등 간의 관계에서 일부 조절효과를 발휘하나 지

배, 순응, 회피, 타협은 의미 있는 조절 작용을 하지 못한다. ④ 전반적으로 갈등이 

약할 때는 통합이나 순응을 선호하게 되고, 여기서 통합과 순응은 직무갈등, 관계갈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약화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거친다. ⑤ 전반적으로 

갈등이 심할 때는 지배나 회피를 선호하고, 이 경우 지배와 회피는 직무갈등, 관계갈

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박호선(2013)은 연구에서 불분명한 업무분장과 관리자의 고압적이고 보수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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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다한 행정업무 등 학교 업무의 특성상 집단 간 상호 이해 측면보다는 교사와 

행정직원이라는 이원적인 역할 차이에서 오는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갈등을 말하고 

있으며, 다수 집단인 교사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나 행동도 행정직원들에게는 갈등 요

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직원은 관리자의 교사 위주의 의견 편중과 예산 집행 시 

의견 충돌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업무관계

의 명확한 법령 구분과 보수와 복무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행정직원은 크게 공감하고 

있다. 또한 관리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갈등 처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동참

여와 상호 이해 협조에 대한 부분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근원적인 갈등 요인은 소수

인 행정직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체계, 관리자의 고

압적이고 보수적인 학교경영방식, 교사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조직에서 관리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 능력 및 소

통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진숙(2018)은 갈등의 요인으로 불명확한 사무분장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사무

분장),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일방적 떠넘기기식 문화(조직문화), 

이질적 업무 수행에 대한상호 이해부족(직무) 등을 들었다. 따라서 학교 조직 내 갈

등의 해결을 위해서 학교 조직 구성원들은 사무분장의 명확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및 참여 기회 균등 보장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리자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전체가 학교 조직 내 

갈등의 효과에 대한 인식 및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 과정을 통해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황지영(2017)은 학교조직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교육행정직원 간의 불명확한 업무

사례를 들었는데, 서로 간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목적사업비 정산 및 보고, 교사 인사(호봉 책정 및 승급 등), 계약제 교

사 및 학교자체 계약직원(돌봄전담사, 방과후코디 등) 채용, CCTV 운영 및 관리, 배

움터지킴이 위촉 및 관리, 학교 수질 관리, 공기질 측정,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교

직원 건강검진 관리, 정보공시(학교, 교직원, 학생, 시설 등), 아우름정보사업(저소득

층 가정 학생컴퓨터, 인터넷 지원),정보보안업무, 급식비 징수 시 전출입, 장기결석 

증·감액 처리 요구 등의 업무에서 교사는 교육행정직원의 업무로 교육행정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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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교 조직에서 교감의 갈등에 관한 선행연

구는 주로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중등학교 교감의 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는 최지아(2016)의 연구 외에는 없는 실정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조직에서 교감이 겪는 역할 갈등은 교장공모제, 복수교감제, 수석교사

제, 교무 행정 조직 등에서 오는 직무 갈등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관계 갈등, 그리고 교감 자신의 문제인 내적 갈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복수

교감제, 수석교사제 등은 교감의 업무를 덜어 주거나 상호 보완해 주는 제도의 일면

이 있으나, 이러한 것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갈등이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역할 갈등의 원인은 업무의 불명확성, 교감의 권한 부족,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수석교사의 위상, 학부모 민원 처리 등이 있고, 관계 갈등의 

원인은 교장과의 유대 부족, 소통 부족, 교감의 수석교사에 대한 심적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은 대체로 위계적일 경우에는 순

응적 방식으로, 동료 교직원인 경우에는 타협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 조직에서 교감의 역할갈등 경험은 학교마다 상황 및 다양성이 다

르기 때문에 양적 조사연구도 필요하지만, 양적 연구로는 파악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

별 학교 상황 하에서 각 교감이 겪는 역할갈등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

는데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 학교마다 개설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 여건이 매우 다르고 차이가 많

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교 상황에서의 교감의 역할갈등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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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설계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직무 역할 과정에서 겪는 갈등은 소속 학교 상황 및 

개인적 특성 등 수 많은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직무 수행에서 겪는 갈등 경험 상황은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 하는가 같은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본질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절차는 [그림 Ⅲ-1]과 같이 문헌 고찰, 참여자의 선정, 자료 

수집(심층면담), 면담자료 전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연구의 타당성 확보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6.타당성 확보

1.문헌 고찰

2.참여자 선정

3.자료수집(심층면담) 4.면담자료 전사 5.자료 분석 및 해석

[그림 Ⅲ-1] 연구의 절차

1단계로 연구 목적 및 문제와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의 발달 및 교감의 직무와 

역할, 역할갈등 및 관리 이론 고찰, 역할갈등 및 관리의 선행연구 문헌을 고찰하였다. 

2단계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경험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다음 절에서 제시된 

참여자 선정의 방법에 따라 11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3단계는 선정된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1~2차례 실시하였다. 3단계는 심층 면담 시 녹음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사(transcribe)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전사된 내용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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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주제(theme)를 구성하여 이를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3, 4, 5단계인 심층면담과 전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은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 6단계는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으로 동료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를 통하여 전사된 내용을 분석 및 해석한 과정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특

성화고등학교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보그단(Bogdan)과 테일러(Taylor)의 양적, 

질적 패러다임의 속성에서 현상학적 접근은 일반화를 고려하지 않는 단일 또는 소수

의 사례연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홍기형, 2018). 또한 시·도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교육의 방향, 목표, 시책이 다르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관리자(교장, 교감) 인사 발령, 자격 연수 과정, 초빙 교원제, 교장 공

모 등 각 시도마다 차이점이 있어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로 국한하여 선정하였다. 

2019년 3월 1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은 <표 Ⅲ-1>와 

같은데, 전체 71개 특성화고등학교에 복수 교감을 포함하여 남성 교감 62명과 여성 

교감 11명이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 학교수
설립별 성별

공립 사립
남 여

공립 사립 공립 사립

농생명 6 6 6 1
공업 28 17 11 16 11 2

상업·정보 35 17 18 12 16 5 2
가사 2 2 1 1

계 71 40 31
34 28 8 3

62 11

출처: 경기직업교육추진계획(2019) 및 각 학교 홈페이지 활용 연구자 정리

<표 Ⅲ-1>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의 교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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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감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 교감의 역할은 다양한 교육환경과 

물적․인적에 따라 역할 수행방법이 다양하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할갈등 경험도 

교감 재직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초임교감이 적응하는데 

대략 6개월(한 학기)정도 걸린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최승천, 김병찬, 2013)이기

도 하며, 교감의 전반적인 업무를 경험해 볼 수 1년 이상인 자로 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에서 교장, 교사, 행정 직원 등 교육 주체들과의 교감이 역할 수행

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 경험 가능성과 개연성이 많은 현직 교감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예로 공모교장, 여성교장 또는 여성교감, 인문 과목 자격증 소유 교감, 

복수 교감, 수석교사 유무 재직교,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 

넷째, 계열별(농생명, 공업, 상업·정보, 가사), 설립 기준(공립·사립), 성별(남, 

여), 학교 소재지(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을 고려하였다. 농·공·상·가사 계

열의 특성이 다르고, 한 학교에서 5년간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순환 근

무를 하는 공립과 인사이동이 없는 특성을 가진 사립의 근무 환경이 다른 점이 많고, 

농촌과 도시 간 지역 소재지의 특성에 따른 근무 환경이 다르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

하여, 가능한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 선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경

기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현황을 검

색하여 교감 명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2013. 3. 1자 부터 2018. 9. 1자까지 경기

도 중등관리직인사발령 현황 자료를 가지고 교감 재직 학교와 경력을 조사하였다. 위

의 기준에 합당한 교감을 선정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학교 현황(교육

목표, 학교 연혁, 학생, 교직원, 복수교감, 수석교사 재직교, 여성 교감, 시설, 학과 안

내, 교육과정, 교직원 소개, 특색사업 등)을 파악하였다. 질적 연구이지만 양적연구와 

같이 대표성 있는 참여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해 계열, 성별, 설립, 소재지 등 교감 수 

등을 고려하여 1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위의 합당한 조건을 가진 교감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양식(연구 참여자의 소속 학교 및 기초 조사지)과 연구 참여 동의서, 질문지를 

경기도교육청 통합메신저를 활용하여 송부하고, 이 연구 참여를 흔쾌히 허락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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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전화 통화 후 선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선정 결과는 농생명 3개교, 공업 3개교, 상업․정보 4개교, 가사 1개교로 11명을 선

정하였다. 성별은 각 계열 1명씩 여성 교감(공립 3명, 사립 1명)을 선정하였으며, 특

히 여성은 전체 11명(공립 8명, 사립 3명)으로 많지 않지만, 역할 수행에서 갈등 경

험의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각 계열 1명을 선정하였다. 설립별로 공립 7

명, 사립 4명을 선정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대도시 3명, 중소도시 4명, 읍·면 4명으

로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한 개 시군은 2명, 그리고 각 1명으로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표 

Ⅲ-2>와 같다. 

연

번
성명 계열 설립

성별 총교육

경력

교감

재직

연수

연령
최종

학력

대학

전공남 여

1 A교감 농생명 공립 0 31.5 5 54 석사 인문

2 B교감 농생명 공립 0  31.6 2.6 57 석사 농생명

3 C교감 농생명 공립 0 30.7 3 53 석사 농생명

4 D교감 공업 공립 0 28.6 1.0 56 석사 인문

5 E교감 공업 공립 0 30.6 1.6 56 석사 공업

6 F교감 공업 사립 0 33.6 4 60 박사 공업

7 G교감 상업·정보 공립 0 36.6 2.0 59 석사 상업

8 H교감 상업·정보 공립 0 32.6 3.6 57 석사 인문

9 I교감 상업·정보 사립 0 30.6 4 56 박사 인문

10 J교감
상업·정보 

가사
사립 0  28.4 1.6 55 석사 상업

11 K교감 가사 사립 0 30.7 4 56 학사 공업

계     7 4

<표 Ⅲ-2> 연구 참여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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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육경력은 28.4년에서 36.6년까지, 재직연수는 1.0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게 분

포하고 있다. 연령도 53세에서 60세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최종 학력은 학사 1

명, 석사 8명, 박사 2명으로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립 교

감 중 1명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대학 전공은 농생명 2명, 공업 2명, 상업 

3명, 인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재직교의 계열과 대학 전공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5명(농생명 1명, 공업 1명, 상업·정보 2명, 가사 1명)으로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편의상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연구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예비 면담자를 선정하여 예비 면담을 실

시하였으며, 그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추가할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 3>와 같다.

면담을 실시하기 앞서서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소속 학교 및 기초조사지연구를 가

지고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예상 질문을 준비하였으며, 면담을 통하여 깊이 있

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진솔한 역할 갈등 경험을 끌어내

기 위해서, 교감 재직교의 홈페이지, 교육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포털시스템(하이

파이브: H-Five), 학교교육계획서, 경기도교육청 2019 직업계고 학교 홍보 자료집 

등을 활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으로 부족한 것은 추가 전화 인터뷰를 통한 

문서 수집 방법 등으로 보완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현황은 <표 Ⅲ-3>와 같다. 1차로 7명은 하

계 방학을 활용하여 2019년 7월 23일에서 8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로 

자료의 충분성 확보를 위해서 각 계열 1명씩 4명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면

담을 실시하였다. 3명은 추가 전화 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

별로 면담은 1회 면담 시 4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1명은 2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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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에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자와 참여자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인 교감실과 교무 협의회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

의 동의하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끝나면 녹음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전사하였다. 1차 이후에 면담 내용

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이 생기거나 추가적으로 면담이 필요한 경우 대면, 

전화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여 자료를 재수집하였다. 

연번 성명 면담일자 시간 장소 회수 비고

1 A교감 2019.07.23 2시간 교감실 1

2 B교감 2019.08.02 1시간 교무협의회실 1

3 C교감 2019.09.27 1시간 교무협의회실 1 추가 면담

4 D교감 2019.08.01 1시간 15분 교무협의회실 1

5 E교감
2019.07.25 1시간 30분 교무협의회실 1

2019.11.30 10분 2 전화

6 F교감 2019.09.27 40분 교무협의회실 1 추가 면담

7 G교감
2019.08.23 1시간 20분 교무협의회실 1

2019.11.28 15분 2 전화

8 H교감 2019.09.24 1시간 20분 교무협의회실 1 추가 면담

9 I교감 2019.07.26 1시간 15분 교무협의회실 1

10 J교감
2019.07.23 1시간 10분 교무협의회실 1

2019.09.06 20분 교육청지원실 2

11 K교감 2019.10.04 40분 1
추가 

전화면담

<표 Ⅲ-3> 연구 참여자의 면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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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해석

전사한 면담 내용은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방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크게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을 거쳤으며, 전사 자료를 반복 읽으면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별도의 표시를 하는 작업인 세크멘팅을 통해 활용여부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

였다. 분석에 새로운 의미를 부과할 수 있는 자료 구분에 활용하기 위해 전사내용에 

진한 색으로 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범주화는 <표 Ⅲ-4>와 같이 연구 문제의 역

할 갈등의 상황, 역할 갈등의 원인, 역할 갈등의 대처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하위 

범주로 교감의 법적 직무영역 중심으로 교장 보좌 영역과 교무 관리 영역(교육과정

운영, 교원․채용 인사, 행정직원·교원단체, 교사, 업무분장․평정 등),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특성화고 적응, 전문성 향상과 승진 노력 등의 개인 적응 영역으로 하였다. 

범주 범주화 내용

대범주 역할갈등의 상황, 역할갈등의 원인, 역할갈등의 대처

하

위

범

주

교장보좌 영역

◦교장(경영스타일, 비전, 교육관, 성향 등)

◦교감선생님의 교장 보좌 역할 모델

◦교감의 역할 수행 및 정립 갈등

교

무

관

리

영

역

①교육과정

  운영

◦특성화고의 취업과 진학의 진로 정체성

◦신입생 모집, 학과 개편 등

◦기능대회, 영농학생(FFK)페스티벌, 상업교육페스티벌 

운영 등

②교원·채용
◦교장 공모, 복수 교감, 수석교사, 고령 교사 등 교원 

◦ 계약제교원(기간제 등) 채용

③행정직원·
  교원단체

◦행정실 간의 관계, 교육공무직 채용(사서, 영양사. 행

정실무사 등) 및 관리, ◦교원단체

④업무분장·

평정

◦교무 업무 분장(보직교사, 담임배정, 부서 배정 등)

◦근무 성적 평정 

학생 및 학부모 영역
◦학생교육지도(학폭, 교권 침해 등) 

◦민원 처리

<표 Ⅲ-4> 범주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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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영역에서 역할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구명하고자, <표 Ⅲ-5>과 같

은 방법으로 전사내용을 코딩, 범주화, 범주화 확인을 하였다. 각 범주별로 의미 있는 

단위들의 공통된 특성을 구분·조정·통합하여 구성 요소를 추출하여 본질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문구로 추상화하는 표현을 하거나 면담자의 목

소리를 왜곡 없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에믹(emic)의 접근 방식을 따라 면담

자의 말을 차용하여 이름을 붙였다. 연구 참여자의 전사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

고 읽으면서 비교 반복하였다. 본질과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진

한 색으로 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화자에 교감을 표시하였다. 대

범주화는 연구 문제인 갈등 경험 상황, 갈등 원인, 갈등 대처로 나누었다. 그리고 하위 

범주화는 교감의 법적 직무로 1. 교장 보좌 영역 2. 교무 관리 영역(교육과정운영, 

교원․채용 인사, 행정직원·교원단체, 교사, 업무분장․평정 등), 3. 학생 및 학부모 영

역 4. 특성화고 적응, 전문성 향상과 승진 노력 등의 개인 적응 영역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질 표현을 구상하였다. 

개인 적응 영역
◦특성화고 적응 ◦교장 승진 및 전문성   

◦상급기관(교육청)관계

화

자
전사내용 범주화

영

역
본질 표현

E 저는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동등하다고 생

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서는 그래도 가

장…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파트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 1 지원자, 중재자 모델

과 파트너 모델의 충

돌 갈등

G 그러니까 교감은 2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철저

하게. 그림자 역할. 교장은 천사역할, 교감은 

들들볶아요. 

상황 1 교장은 천사? 교감은 

악역?의 갈등

B 왜냐하면 내일 모레 내가 그만 둔다고 그러면 

귀찮아서도 그만 두겠지만 또 전도유망한 사람

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0에

서도,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장이 교감의 평

가를 안 줘버리잖아. 그럼 2-3년 늦어버리는데 

원인 1 근무성적평정 평가권 

남용

<표 Ⅲ-5> 전사내용의 코딩 범주화 예



- 71 -

5. 타당성 확보

이 연구에서는 타당성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판단이나 개입, 질문의 과도한 

구조화를 배제하고 참여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정리하여 원 자료를 충실하게 분석하

고 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심층적 

기술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연구 결과와 해석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

청 통합 메신저(경기도 초중고 교육공동체의 누구에게나 쪽지 전송, 대화, 파일 공유 

등 할 수 있는 카톡, 밴드 등과 같은 SNS 행정시스템)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확인 과

정을 거쳤다. 통합메저신저로 <표 Ⅲ-6>과 같은 내용으로 전송한 후 전화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코멘트 등을 부탁드렸다.

연구자와 격리되는 연구대상으로 인식하는 양적연구와는 다르게 연구자와 연구에 

화

자
전사내용 범주화

영

역
본질 표현

누가 그래

C 목표지향주의일 경우에 갈등이 많아져요. 내 의

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나친 갈등인데 그

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 내 

의견이 아니라 그룹 안에 의견이잖아요.

원인 1 내 의지대로 하려는 

성취 지향 및 목표지

향 주의 

A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접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이제 5년 동안 몸에 뱄어요. 교

장 받들어 모시기.

대처 1 순응

A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해서 

그 분은 저하고는 서로 관계는 잘 유지는 됐어

요.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대처 2 갈등상황에서 갈등

에 대처하기를 포기

하거나 꺼려함: 회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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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는 이들을 참여자로 대우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자주 적용되는 검토 작업이다

(Lankshear & Knobel, 2004). 따라서 연구결과와 해석을 이들과 공유할 뿐만 아니

라 자료수집의 과정에서도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구분 내용 비고

발송

예시

연구자 이중헌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인터뷰 전사내

용과 결과 및 해석을 보내드립니다. 이 연구문제인 특성화고

등학교 교감이 경험하는 역할 갈등 상황과 원인은 무엇이며, 

대처방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갈등 경

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로 바쁘실 텐데 시간되시는 대로 전사내용과 본문에 인용한 

교감 선생님의 결과 및 해석이 바르게 된 것인지, 읽어 보시

고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논문 인용은 가명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인용사항을 

밝히는 것이 예의라 생각해서 공유합니다. 혹시나 삭제할 내

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

월 3일 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와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7

00고등학교 이중헌 드림

회신 

예시

다음은 회신의 예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논문으로 인해 

교장 교감간 역할 갈등이 정립되어 행복한 학교문화가 이루

어졌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H교감, 2019.12.31.)”

<표 Ⅲ-6> 연구 결과 및 해석 공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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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동료 연구자와 전문가, 동료 교사에게 연구 방법, 의미, 해석을 보여주어 이

로부터 도출된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 연구자가 근무하는 특성

화고등학교 교감 자격을 가진 부장교사, 글쓰기, 언어 능력이 우수한 국어과 부장교

사, 연구 능력이 있는 전문과 부장교사의 검토 과정과 두 명의 박사 학위자의 검토를 

받아 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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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갈등 상황

가. 교장 보좌 상황

1) 지원자, 중재자 및 파트너 역할 모델의 충돌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 모델은 교감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교장 지도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을 지원자 모델(A, 

B, C, D, F, G)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재자 모델(H, I, J), 파

트너 모델(E)로 여기고 있었다. A교감의 경우, 일찍 승진하여 여러 명의 교장과 근

무 경험으로 “이제 5년 동안 몸에 뱄어요. 교장 받들어 모시기”라는 표현으로 관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D교감은 여성으로서 적극적 성격을 소유하고 있어, 실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행위

자 모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교장 스타일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지원

자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교감의 경우 중재자 모델이 적절한 모

델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우 업무 조정에 소극적일 수 있

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행위자 모델에 치중하면 교장과 관계가 불편할 수 있다고 표

현하였다. 교감의 역할 모델 중 행위자 모델이 없는 한 이유로 여겨진다. E교감 역시 

적극적인 성향으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델이라고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교장의 스타일에 따라 교감은 업무 역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은 직위나 위치 이런 것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교감이 

조금 자기 의견을 내면 불쾌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또 저것이 나랑 엊그제까지 같

이 교감을 했는데 그랬다고 나를 교장대우 안 하나? 이럴까봐. 그런 거 신경 많이 써

요. 내려가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접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이제 

5년 동안 몸에 뱄어요. 교장 받들어 모시기(A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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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좋고, 싫음이 딱 나타났으니까. 근데 교감 오르니까 좋고 싫음을 나타낼 수가 없

더라고요. 또 선생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갈등에 대해서 또 중재자 역할도 해야 

되고(J교감).

사실은 주도자 모델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는 그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그 갈등

은 없지만요 교장선생님이 주도자 모델이시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운영 스타

일이 그렇게 뭐 크게 저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교장선생님을 많이 보좌

하고 있습니다(D교감).

뭐 어쨌든 교감의 역할은 교장과 교장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모델이…가장 적절한 

모델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또 막상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그러

다 보면 이제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뭐 기본적인 방침

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이제 존중해서 가지만, 학교가 가야될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변해야할 땐,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던져주는 스타일이에요. 단순한 중재자의 역할에만 머물면 이

제 업무자체도 그렇고 역할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행위자 

모델을 한다고 봐야 되나? 근데 또 너무 행위자 모델이 치중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이 또 

괜히…(I교감).

저는… 교장, 교감이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장이니까 다 책임을 진다, 또 교장

으로서 책임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안 지려고. 

속된 말로 뺀질거리는 교장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간의 이견이 있어서 저는 교장이든 교감이든 교사든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는 뭐 여기에서는 그래도 가장…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

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E교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당연히 기획위원회에서도 하고 다 해. 하는데 그걸 한 방 

맞아 버리면 그게 필요한 거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같은 학교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같은 관리자다. 교장이 팀장이야. 교장은 팀장일 뿐이고 선생

님들 다 얘기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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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영역을 다 인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B교

감). 

이처럼 교감들은 교장을 보좌하는 영역에 있어서 교장의 지도 스타일, 성향, 성격

의 함께 교감 자신의 교육관, 가치관, 성향, 성격에 따라 여러 스타일을 보이고 있었

다. E교감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B교감 역

시 관리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같은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주적 의

사 결정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는 교감이라는 역할 자체가 학교에서 단지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장과 함께 공동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

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수행되지 않고 단지 지원자나 중재자 역할에 

머무는 상황에서 내적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 방 맞아버리면 

그게 필요한 거지”같은 기권형 모델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E교감 같이 추구하

는 모델은 파트너 모델이 좋다고 여기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 업무 처리 방식, 또 

교장이 어떤 태도로 교감을 대하느냐, 인간관계의 성향, 성격 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학교라는 조직도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 따른 스스로

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곳이기에, 교감이라는 역할이 처한 

상황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책임질 수 있기

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교감 스스

로가 조직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적응하며 교감의 위상을 정립해가며 자리매

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장은 천사?’,‘교감은 악역?’

학교 내에는 다양한 관리자 조합을 가정할 수 있다. 먼저는‘남자 교장-남자 교

감’의 유형, ‘남자 교장-여자 교감’의 유형, ‘여자 교장-남자 교감’, 여자 교

장-여자 교감’의 유형, 교장-복수 교감(제1교감, 제2교감) 등의 조합이다. 그리고 

남자 교장-남자 교감의 유형 중 교장(전문직 출신)-교감(일반 승진), 교장(일반 승

진)-교감(전문직 출신), 교장(일반 승진)-교감(일반 승진), 교장(전문직 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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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문직 출신) 등의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교장(전문직 출신)-교감(일반 승진)의 경우 갈등 상황이 많이 드

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출신 교장의 경우 전문직의 관료적 수직적 위계질서 

속에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몸에 밴 관료적, 권위적 스타일이 나타날 소

지가 많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가치관, 교육관을 가지

고 교육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G교감의 경우, 교장은 천사 역할을 하는 반면, 자

신은 철저한 그림자 역할, 즉 제 2인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가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

으로 교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전문직 출신 교장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스타일에 

따라 예스맨, 악역 등의 역할 수행을 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장과의 관계를 나름

대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감이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교장이 질투한대요. 그것도 있대요. 왜냐? 사랑은 

교장이 받는 거고 교감은 선생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생

님들이 교감이랑 좀 뭐랄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교감 역할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감이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행정실하고 친하면 이건 교장이 있을 자리가 없다

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역할 기대가 다르구나. 하지 말래요. 교장이 기

분 나빠 한 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다 끝나고 나서 또는 교장선생님이 시작할 때 

요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교장 멘트지 교감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 교감이 딱 나서면 싫대요. 자기도 교감일 때는 몰랐는데 교장 나가니까 교감이 교

장 역할 하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전문직 출신 교장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건데 이러면서 스타일이, 윗사람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쓰고 예, 예, 예. 하고 

듣는 입장이지, 감히 윗사람을 제끼고. 관리적 스타일이 강한 거지. 전문직 출신의 

90% 이상이 그런 거 같아요. 교감이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교장이 교감이 했던 말

을 또, 일단 하지. 그런데 싸가지 없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총회할 때, 

아니 학부모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물러서거든요. 지도 얘기 

안 해요. 교장이 다 날리고. 거기서 이제 맞겠더라고. 만약 거기서도 내가 멘트 날리면 

교장이 무슨 말을 하겠어. 교감이 다 했는데 교장이 왜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면 저는 인사만 딱 하고 뒤로 싹 빠져있거든요. 이번에 축제할 때도 사진 찍

고 하는데도 저는 같이 안 찍었어요. 웬만하면 교장이 옆에 와서 찍으라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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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더라고요. 학부모 대표들 쫙 있잖아요. 교장 있고 학부모들 있고, 그런데 부장들

은 교감선생님 가서 같이 들어가세요. 하는데 교장이 오라는 소리 안 하는데, 알죠?

보통 내가 교장이면 교감선생님 오세요. 같이 찍어요. 하는데 뻔히 앞에 서 있는데 오

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서운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서운한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나서면 안 되겠다. 그 자리는 교장선생님 생색내는 자리인데, 내가 나

서 봐야. 그러니까 교감은 2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림자 역할. 그래도 그

건 아니잖아.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하세요. 하면 

그럴 때만 나서고 교장이 나서는 거는 교장 있는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 그림자 

역할을 해야 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교장은 천사역할, 교감은 들들볶아요. 선

생님들을, 교장이 지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안 되어 있냐고 호통치고 지

시하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우리 교감이 최고야. 그러니

까 그때는 교장이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더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속마음 들은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 때 쯤 교감선생님, 했을 때 나는 그때 흘려 

들었거든요. 교감선생님이 독하게 해야 된대요. 교감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 내 교육철학과 맞지 않으니까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

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얼마나 꽁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꽁해 있었는

데 교감선생님은 여태까지 그런 줄 몰랐지? 제 교육철학은 선생님들하고, 아니 저 행

정실하고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교감. 그래서 참 분위기를 으쌰 으쌰 하면

서 그랬는데 교감이 너무 엄하게 하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론가는 구멍이 

터진다. 이 생각이거든요? (G교감).

교감은 자신을 그림자, 제2인자라고 칭하며 학교의 결정,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와

의 관계 등에서 언제나 교장의 결정과 역할을 더 두드러지게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감은 교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 나름의 결

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각 상황에서 소신 있고 일관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교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

서 철저하게 교장의 2인자,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받으면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때로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교감에게 일에 대한 즐거움이나 보람보다는 일종의 자기 수치감이나 패배감, 

열등의식 등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교장과 그 다음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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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감의 위치와 역할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마땅교감이 단지 교장의 그림자 역할

이나 교장의 역할을 빛내 주는 위치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 의

식 전환이나 보다 분명한 권한 위임으로 역할 분담과 수평적, 분권적,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3) 교장의 과도한 권한 발휘

학교현장에서 교감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 평정권 등 교장의 권한

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상황에서 겪는 갈등 상황이다. 교장과 교감은 공통의 목표 설

정과 비전 제시로 학교를 경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장이 비전을 잘 제시하지 못하

면서 그 책임을 교감에게 넘길 때, 교감으로서는 최종 의사결정권이 교장에게 있으므

로 자신의 결정권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교장과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

관이 다른 경우에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역할 

수행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은 근무성적 평정권을 이용하여 

교감의 역할에 한계감을 주고 있었다.

이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거 왜 그래? 그러니까 교감한테 딱 얘기 한 번 

하면 교감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 결정권자가 교장인데, 그럼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뭘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지. 교감 시절에 어느 누가 교장을 제끼고 이렇게 비전을 비추

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하실 분이 몇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내가 그만 둔다고 그러면 귀찮아서도 그만 두겠지만 또 전도유망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0에서도, 아니 마음에 안 든다고 교장이 교감의 근평을 

안 줘버리잖아. 그럼 2~3년 늦어버리는데 누가 그래?.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맞아버리니

까 아이씨, 여기 있기도 싫다. 이렇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남

아서 뭘 한다고 해봐야 되는 게 아니구나. 좌절감도 생기는 거고 관리자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 거고. 그런 일들도 많이 겪은 거지(B교감).

A교감의 상황에서도 보여 지는 바, A교감은 교장이 교육공동체의 비전을 말로만 

제시하지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안위만 생각하고, 공감과 소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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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한 채, 두개의 단어인 오직 “감사 와 승진”에 매달리면서, 규정 지침만 강조하

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특히 교감이 자기 의견을 내면 교장은 

깔아뭉개고 불쾌하게 생각하였다고 했다. 그래도 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

으로 참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소신, 운영을 하기 위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소신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전달할 적에 완전히 저를 

깔아뭉갰죠. 어떤 뭐든지 다 뭐냐 면은 본인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감사. 승진. 오로

지 두 개의 단어만 써먹으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소신껏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분의 어떤 중임에 대한 콤플렉스라던가 그런 게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중임. 그 다음에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는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의심과 불안 이런 거를 일관했죠. 교장이, 학교장이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도 감사가 걸리 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면은 행정적인 문제는 걸지 않겠다. 소신껏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다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너무도 행정적인 거. 규정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규정

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셨어요. 무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A교감).

그러나 E교감은 교육보다는 행정을 더 우선시 하는 지침과 규정을 강조하는 공권

설에 입각한 교장에게 순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자 역할로서 조정, 보좌, 관리, 장학지도.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전

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하게끔 좀 독려한다고 할까? 교장선생님께 이렇게, 이

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 교장선생님 스타일이 약간 

이제 그 학교개념론 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권설에 바탕을 둔 이념을 많이 갖고 계셔

요. 그니까 지침대로만, 또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또는 지침은 이러니까. 이렇게 기

준을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지침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

래서 저는 교장선생님께 지침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구

성원으로서 먼저 좀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충언을 많이 합니다(E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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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서나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성적평가

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급자는 자신의 소신과 상급자의 평가기준 사이에

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장과 교감의 관계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교감이 실제적인 업무처리와 역할수행을 했더라도 교장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평가와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교감은 자신의 소신과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부담 사이

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및 그에 따른 보상 등의 경계가 모호함으로 발생되는 갈등상황이라 여겨진다. 

첫 번째 갈등상황 영역은 이처럼 교장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경계의 모호함 그리고 교장과 교감의 지도 스타일, 성

향, 성격 등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며, 교감은 그 상황에서 대부분 교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

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믿음을 주는 신뢰와 함

께 민주적, 수평적, 분권적 리더십과 마인드, 교장과 파트너 모델을 형성하는 것을 바

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는 2

인자’ 로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나 역할에 대한 보람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근무성적

평가 영역을 관할하는 교장과의 관계에서 철저한 2인자 역할, 그림자 역할, 악역을 

담당해 줄 것을 인식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교무관리 상황 

1) 취업과 진학의 진로 정체성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의 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취업과 진학이라는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F, I, K교감의 사립 경우 신입생의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열정 등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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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에 비해서 취업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었다. 사립은 교사의 이동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 신입생 선발이나 취업에 큰 문제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학생의 진로는 공사, 공기업, 제1금융권, 공무원 시험, 대기업, 중견기업, 유명 요

식업 등으로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 기업체와 산학협력 유대로 취업시키고 있었으며, 

대학은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진로지도를 하고 있었다. 

근데 뭐, 인문계 애들 지도할 때와 특성화고등학교 애들 지도할 때 뭐 수준차이 때문

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인문계도 어차피 잘하는 아이들, 심지

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오는 아이들 섞여있기 때문에 이 학생 능력

에 있어서 편차가 심하고.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래도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진로 교육이 좀 어느 정도 활성화 돼서 그런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서, 열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정말 그 중에 마지

못해서 온 아이들은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저희는 이제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반 편성은 그대로 섞어서 하지만 이… 아이

들 진로 지도라던가 직업 교육은 아이들 희망 분야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위권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갈 애들은 그 쪽으로 이제 만들어서 또 관리를 해주고, 의욕이 없는 애들은 자꾸 이제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면서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다.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직업교육을 좀 많이 시키죠. 그렇게 해서 기초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별도로 방과 후를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걔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아이들이 쉬운 자격증부터 하나씩 따다 보면 자신감이 생

기나 봐요. 개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은 “저 뭐 땄어요! 자격증!” 자랑하면서 “다른 

것도 하나 따게 해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도 뭐 어

차피 안 되는 아이들은 끝없이 설득을 하지만 또 결국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취업률이 대개 50% 정도 나오니까… 나머지 50%는 아이들이 어떤 취

업의 의지라던가 이런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어…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전문대학이라도 가서, 더 시간을 가지고 니가 뭘 할 건지를 생

각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대학 가는 비율이 한 27~28%.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제는 지금은 거의 저희가 재직자 전형을 활용하도록 일부러 아이들을 설득

을 해요. 왜냐면은 4년제 정도 갈 점수의 아이들이 물론 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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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열심히 하면 정말 괜찮은 직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 여기서 일단… 직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배우다가 대학을 가라. 하고 유도를 많

이 하니까 4년제 들어가는 비율은 5% 정도?, 공기업이라거나 공무원 시험도 많이 합

격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는 졸업생들 중에서는 6% 정도는 공기업이나 공사, 공단, 

제1금융권,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은 우리가 이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이제 학

력차가 심해서 저희는 이제 구, 본시가지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영어더라고요. 영어는 이제 꾸준히 베이스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1학년 들어올 때부터 공무원 희망하는 아이들은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

래서 매년 뭐 한, 두 명은 합격을 해요.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이니까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도 저희들 기본 자격증이라든가 다 취득하

게 만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역량이 있어서 그런지 떨어져도 공기업 같은 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I교감). 

공립의 C교감 학교는 특성화고 정책의 장점인 고졸 공무원 채용 제도를 활용하여 

공무원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로 진출하도록 계속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다. 종국교육과 계속 교육의 딜레마를 갖고 고민하는 모

습도 보였다. 

영농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영농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경험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3년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전문대학 가면 비율이 높아져요. 이제. 영농 

비율이.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 과정이 그 저기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영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선생들 얘기가 그 얘기가 

많아요. 너무 경험적으로 보면 짧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고

등에 배웠던 게 직업교육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속적으로 가는 거죠. 고등학교를 통해서 전문대학을 애들이 가고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가서 더 공부해서 영농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비율이 높다고요. 

그게. 굉장히 높은데 당장 고등학교 3년 과정만 가지고는 아이들도, 부모들도 쉽지 않

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학교로 가고 대학도, 일반 농과 대학도 많이 

가요. 더 공부해서 자영농으로 하겠다하는 애들이 많아요(C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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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감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강조하면서 신입생을 

확보하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술직

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봉급을 받는다면 애들이 대학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큰 선물의 기간으로 생각하며 계속 교육을 강조하며, 교

사들로부터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인데 인문계화 하려고 하느냐의 비난을 들으면서 

까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정체성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럴 때는 공략 방법이 제 생각에는 이제 특성화를 안 오려고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면서 대학을 잘 가게 하고 싶잖아요. 대학을 잘 보내는 쪽으로 해서. 만약 안 되

면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보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봉급을 받는다 그러면 애들이 대학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저혼자 고칠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 대학 생활을 즐겨

보는 것도 애들한테 큰 선물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해도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경험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진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지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선택했기 있는 거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인

문계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성화고에서는 인문계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인문계화 하려고 하는가보다 저에게는 직접적

으로 얘기는 안했는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마음대로 인문계화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그 거기 때문에 있었다고 했죠

(D교감).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질의 우수한 기능인, 기술인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무엇

보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수한 소질을 가진 학생

을 많이 확보하는 경우 교수학습, 생활지도,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습 

및 생활지도를 비롯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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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감의 경우 충분한 취업처 부족, 확실한 보장 부족, 교사들의 짧은 기간 근무, 

비선호 지역, 기간제 문제, 특성화에 대한 인식 개선 부족, 부정적 시각 등 학생 모집

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니까 저는 그 00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구조, 열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내 보여줄 게 사실 약해가지고 모집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교통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모집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도, 아직도 여기선 특성화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충분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

하게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학부모들한테 이 지역에 학교에다가 충분한 홍보

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와서 보라고 홍보를 못

하겠어요. 또 하나는 교직원들도 계속 2년 있다가 떠나니까 그런 게 어떤 보장되지 않

아서 오라는 말을 충분히 못하겠다는 거죠. 선생님들 기간제도 이제 최근에는 해결이 

됐지만 당시에 기간제 문제. 계속 그 학교에, 열악한 학교니까 끄트머리 교통도 안 좋

고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항상 변하잖아요. 안정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구조가. 인적자원들이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교육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A교감). 

J교감의 경우도 인생은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대

학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 수학 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대학가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은데 대

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맞는지 진학과 취업의 갈등을 보이면서, “그래서 반 정도

가 중도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감으로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중도탈락이 많은데 꼭 대학을 보내야 될 건가. 진학하면은 이건 국가적인 낭비인 

것 같습니다, 국가도 특성화도 정체성을 다 잃는 것 같습니다.”라며 특성화고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고 있었다.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사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진학한 거, 졸업한 걸 한 번 찾아

봤어요. 데이터를 좀 달라 그래서. 10명이 진학을 하면 5명도 졸업을 못합니다. 중간

에 그만 둬버립니다. 아이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그냥 특성화고등학교

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진학을 하는 아이들도 전문대나 이런 데 진학하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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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과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의 어떤 흥미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두 안에 든 기억으로 남들이 대학 가니까 간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이상만 가지고 갔다가 현실로 와서 부딪히면은 대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중도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감으로서 그

런 걸 알고 있는데, 중도탈락이 많은데 꼭 대학을 보내야 될 건가. 저는 그래서 아이

들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을 때 가는 게 진짜 대학

이지, 지금 가서는. 그 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이 들어가서 

반은 중도 탈락한다. 대학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학부모가, 학부모가 먼저 합니다. 학부모가 내 자식은 그냥 대학 보내… 

여기 업체가… 취업처는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그 회사를 한 번 갔다 

오던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TV에 나오

는 것처럼 여기 뭐야, 출입증을 이렇게 띠릭 하고 한 손에는 커피 하나 들고 가는 이

런 데만 생각을 하지, 주변에 있는 열악한 데 가보면은 내 자식은 그런 데 안 보낸다

는 얘기죠. 그러면서 취업 했다가도 오라 그래가지고 대학 보내버리는데, 이 아이가 

대학 나오면은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본인 인생에 

또 뭐… 우리가 100살 까지 사는데 대학 뭐 중도 탈락하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서 인생을 사는 것도 또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문 교과 수업을 많이 하니까. 국 영 수 등 기초 수학 능력이 부족하니까. 대학

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 하죠. 적응 못 합니다. 진짜 못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나 하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봐서 아이들이 적어도 20% 안에. 전교에서 20% 안에 

드는 아이들은 대학진학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 말 안합니다. 그 밑에 아이들은 따

라가질 못합니다. 특히 거의 뭐 밑에서 제대로 학교생활 못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뭐 수업시간에도 그런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면은 이건 국가적인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고등학교도 한 번 졸업생들을 추수지도 

한 번 해보십시오. 걔네들이 뭐하고 있나. 그러면은 저희 학교도 한 번 해봤는데, 

3-3-4입니다. 30%는 취업을 했고, 30%는 대학을 갔고, 30%는 취업도 진학도 안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이것 때

문에 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아니고, 진학도 아니

고. 그러니까 백수죠, 얘네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저희가 졸업하고 6개월 정도 후에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국가도 특성화도 정체성을 다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의 가장 큰 목표는 취업이든 진학이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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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100% 그 쪽에 들어가 있게. 중간에 있는 아이들. 취업도 아니고 진학도 아

닌 아이들, 가장 이 숫자를 줄여라. 하는 게 교장선생님의 올해 목표이십니다(J교감).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가 취업 중심 학교인데 취업과 진학의 딜레마에 갈등하는 

교감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부 단순 노동

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으

며, 대학 문호가 넓어져서 웬만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 가드

라도 수학 능력의 부족으로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함으로 국가적 

낭비라는 생각하고 있는 교감도 있듯이, 취업과 진학의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을 것인

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운영할 것인가? 진학과 취업의 딜레마로 진로 정체성

에 대하여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기능대회, 페스티벌 지도 등 기피 업무의 분담 조정

특성화고 교감들은 지도교사들의 기능대회, 페스티벌 지도 등에서 개인주의, 승진

관심 부족, 소확행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농생명교육 및 상업교육의 페스티벌은 학생이나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관계로 참여도나 지도 열의가 학교마다 편차가 있으며, 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학생 

참여와 지도에 대한 영역에서 갈등을 갖고 있었다. 농업계열, 상업계열 역시 대회의 

긍정적인 기대에 대한 부족과 방과 후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는 별로 없어 지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FK에 대해서 성적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FFK가 

과거에는 그곳을 학생들이 입상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고 이제 좋아지

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권유를 하고 확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권유 한다는 게 어렵고 어려워서 학교에서

도 그 FFK에 대해서 그렇게 전념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한다는 그러지 않아요. 학

생들이 이제 피로를 느끼고 나가서 자기 분야의 한번 교류하는 그럼 기회로 삼고 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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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좀 지도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치중하거나 열심히 하거

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이 남아서 공부를 한다면 연습이라든가 그런거 

할 때 초과를 달고 많이 해요. 선생님들의 성향이 있는 거죠 개인성향이 그런 부분에 

성취욕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은 열심히 하고 책임감 있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

은 일과 중에 좀 하고 일과 외에는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 줘서 보강할 기회만 주고 그

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죠(B교감)

교감은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학생 진로에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다. 특별히 기능대

회 참여와 지도는 지도교사의 열정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이것 역

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E교감의 경우“귀찮고,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그렇다고 봉

급이 더 나와요? 그런 거 없으니까. 입상도 어렵고, 입상하면 물론 상금이야 있지

만” 등의 표현을 보면 개인주의, 승진의 관심 부족, 소확행 등으로 표현되는 트렌드

에 따라 지도 교사와의 갈등이 있었다. H교감의 경우도 365일 거의 지도해야하는 

것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른 공무원, 공기업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기능대회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 은행권, 공기업의 진출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며,“시험에 올인을 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근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 

낭비”해야 하는가로 표현하며 갈등하는 상황이었다.

아, 저는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요. 직업고등학교는 기능대회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들 이론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배워

야 되잖아요. 또 출전하는 선수가 배우면 그 기술이 또 다른 학생들, 전공생들한테도 

전이 되잖아요. 전파되고, 그런 걸 통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학교도 조금 옛

날만큼 열의는 식었어요. 기능대회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소확행이라고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진급이나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막 밤늦게까지 남아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나와서 애들 지도하고 이런 걸 안 좋

아해요. 그 지금은 예를 들어 금메달 따면 선생님한테 1200만 원 똑같이 줘버리잖아

요. 상금으로. 그러면 지도교사는 김영란법 때문에 본인이 다 가져야 해요.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많이 열의가 식은 거 같아요. 그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학교 명예도 있고 그런 것이죠. 꼭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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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연구 점수 인정받고 교감은 인정 안 받아요. 관리자는 없고 그래서 저기는 뭐야, 

그 00고라든가 일부 학교는 제과인가? 이쪽은 도저히 안 되는가보더라고. 정보력도 약

하고 일반인들한테 안 되니까 다 접어버렸더라고. 선생님들의 열정이 좀 약해요. 애들

을 입상 시키고 아이나, 지도해서 입상을 하고 싶으면 애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

도 열심히 가서 배워오고 인적 네트워크도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런 거 싫은 거예요. 귀찮고,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그렇다고 봉급이 더 나와요? 그런 

거 없으니까. 입상도 어렵고, 입상하면 물론 상금이야 있지만(E교감).

전국대회 금 은 동만 하면 연구점수도 받아요. 금전적인 보상 금 1200만원 받듣가?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1년 365일 명절도 올인 해요.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고 성

적이 안 나오면 또 그게 뭐냐고하기도 하구요. 공무원 이라든지 은행권이나 공기업, 

이렇게 아이들이 그쪽으로 또 가야 되는 애들이고 시험에 올인을 해서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근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H교감).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의 가장 큰 특성은 공업계열 학

생 중심인 기능대회, 농생명계열 학교 중심의 영농학생(FFK 페스티벌), 상업·정보

계열 중심의 상업교육페스티벌 대회가 있다. 

이 기능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

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그리고 영농학생 페스티벌은 과제이수, 

실무능력 경진, FFK 예술제, 농업교사현장연구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

여 농업교육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상업교육페스티벌도 상업·정보 계

열의 비슷한 성격의 행사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해 오던 역할 중 하나로 학교의 명

예와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서의 교장, 교감의 학교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

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도하기를 바라지만, 기능인 우대 풍

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상과 함께, 지도교사들의 개인 가치관, 태도 등 소확행, 

개인주의화, 승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갈등 본질의 일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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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장 공모제(公募制)의 공모(共謀) 개연성 및 인사 유혹

A, D교감의 인터뷰 내용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사실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기간 연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공

모 사업을 하느라고 선생님들한테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다. 공모가 사전 개연성이 

많아요. 대부분 정년 연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일반 승진 교사들의 자리

가 그 만큼 줄어들지요”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사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슬쩍 슬쩍 

날렸어요. 전체 회의 때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 이런 그 저기 그 의견조사 할 때도 우

리 그 전문 교과에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

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잘 판단해서 애들한테도 잘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 했고, 학부모 회장한테는 사실 교장공

모제하면 학교가 엄청 발전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분들이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

떤 철학을 가지고 교장을 해 보겠다 하는 분 보다는 자신의 기간연장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공모 사업을 하느라고 선생님들한테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러

니 그것을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

들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 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머님들하고 많이 이야기 잘 나누

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0%밖에 안 나왔어요(D교감).

그냥 냅두면은 A교감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었는데, 좀 센 교감이 00고의 교감이었

어요.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B, 순위가 좀 뒤지만 B교감이 공모로 오고 싶어 했어요. 

자동으로 발령 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 좋은 교감이 올 수 있잖아요. 반반인데 공

모교장, 이 B. 000. 이 교감선생님을 공모로 받아 들이면은 이 사람은 신뢰를 하거든. 

이 바닥에서 다 아는 교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면 괜찮다. 그래서 추진했어요. 그

러나 경기 00시 초등학교 내부 공모교장 도입을 놓고 벌어진 투표 사전 조작 사건으

로 시끌었 잖아요. 공모가 사전 공모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감들은 꺼리는 것 같

아요. 대부분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일반 승진 교사들의 자리가 그

만큼 줄어들지요(A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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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교장의 인사 업무는 교감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교장공모제의 유형

은 크게 내부형과 초빙형, 그리고 개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출과 추천 절차에 

따른 교원단체와 학부모 및 지역 인사와의 갈등,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의 문제, 단위 학교의 변화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장 公募하랬더니 조작 共謀 투표용지 위조로 교장 공모제

의 무자격 교장 공모제 찬반투표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가 있듯이 인사 유혹의 그림자가 늘 상존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한 것 같다. 교장

공모제 운영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공모학교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모 소문을 퍼뜨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전에 임의로 임지를 희

망하여 공모 추진을 어렵게 한 행위, 사전에 학교 내부인, 학교운영위원 등이 특정인

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으로 관련자에게 신분상 불

이익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제(公募制)가 공모(共謀)의 개연성과 

인사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제도 일면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4) 복수교감·수석교사와 겪는 양면의 동전과 같은 간섭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중

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는 복수교감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도리어 교감끼리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불필

요한 간섭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E교감, I교감은 복수교감제가 채택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E교감의 경우 보

통교과 복수교감으로 교장 보좌 모델로 기권형 모델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선임교감이라는 이유로 기득권, 우선권, 거절할 수 없는 업무 한계 설

정의 갈등을 표현했다. 사립의 I교감의 경우도 외양상 큰 갈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으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근무하는 선임 교감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이 분은 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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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에서는 기권자 모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불편하기도 합니

다. 목적사업에 의하여 해외체험학습 인솔 시에는 선임이 먼저고, 업무분장에 의하여 

구분된 업무에서 선임으로서 업무 배재 희망 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예, 전보내신, 

원거리 출장 업무 등),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인솔시 안전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

우는 선임 배제하고 그래요(E교감).

아니요, 걸치진 않아요. 2교감 소속 부서는 2교감선생님을 결재 라인으로 올리되, 1교

감을 이제 협조자로 넣어서 공람을 시켜줘라. 그래야 이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근데 

간혹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뜻하지 않게 서운해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때는 교감들끼리 얘기하죠. 부장들한테 절대 내색하지 

말아라고. 그 외에는 큰 갈등이 없어요. 저희는 규모가 커서. 또 나눠서 하는 게 어떤 

면으로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관리 영역이 이렇게 좀 나눠지니까.(I교감)

복수교감제 역시 중복되는 역할에서 어떻게 서로 역할을 나누고 또 업무를 분장하

며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갈등상황으로 되기도 하고 반

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응답자들은 의견이 갈렸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이도 있는 것에 비추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역시 결국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역할과 관계를 정리하

는가 하는 것이 갈등상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복수교감 배

치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

다. 사립과 공립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 사립 교감의 경우는 이동이 없는, 승진에 큰 

영향이 받지 않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어 보였으나, 공립의 경우는 선임 교감과 후임 

교감의 갈등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선임의 기득권,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 등을 이용

하여 혜택 등에 대한 공평성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교감제 역시 운영

에서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간 관리자가 2명으로 인해 업무 불명확성과 상

대 교감의 업무 스타일, 가치관, 인문 교감과 전문계 출신 교감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즉 일은 전문계 교감이 주로하고, 해외여행 인솔은 인문과 선임 교감이 가는, 

수혜를 받은 경우와 같이 다양하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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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교감 학교의 경우 수석교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교감의 역할을 보완해주고 있었

으며, 연배이지만 예의가 바른 교사의 평가로 긍정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수석교사님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실장 저 수석교사님 셋이서 저보다 

한살이 많으신데 제가 특성화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특성화 건축 관련일을 하시기 때문

에 늘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선생님 늘 도와주려고 하고 제 입장에서 좀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중간에 역할 좀 하시

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왜 선생님들 장학 그런거 시험문제 한 번씩 이렇게 걸러내 주

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보거든요. 가서 수석교사님은 특성화 관련 많이 봐주시고 다 

보기 힘드시니까 저는 보통교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래서 업무도 좀 나누고 수석

교사님 자체가 너무 인성이 좋으세요(D교감).

위의 경우 같이 인문과 출신 여교감 학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 대해 잘 모르고, 

전문과 과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를 멘토 역할을 기대하

며 교감의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감과 경력교사의 수석교사

에 대한 심적 거부는 이들이 수석교사를 경쟁자로 인식하거나 열등의식을 느껴 경계

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교사는 대체

로 부장급 교사와 원로급 교사이다. 이들이 수석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서로 동등했던 특정 교사가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특히 수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같은 교사로서 본인

은 상대적으로 무능력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불편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감과 수석 교사의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갈등

과 혼란을 많이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직원은 관료적인 수직적 위계 조직에서는 

위상이 많이 작용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교장, 교감 외는 모두 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교감은 수석교사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수석교사

는 나름대로 교감 서열의 위치, 대우 등 자리매김의 법적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갈등 본질의 일면일 것이다.



- 94 -

5)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리 갈등: 인사 경고 받았어요!

교감의 업무 중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의 결원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

약제 교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데, 갑자기 병가나 산가를 사용할 경우, 2월과 8월 인

사 발령 시 미배치로 인한 경우 인사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성화고에 근무한 A교감의 경우 근무환경 여건이 어려운 읍·면 소재지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 교과의 경우 전문교

과 교사 선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공 교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능력 및 

자질 등의 문제로 교사를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실제 업무

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B교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감사에 지적 받고 경고라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예, 기간제가 어려웠고, 초빙도 어려운 게 거기가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00은 너무 

외딴 데 있으니까 교육환경이 안 좋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서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간제 구하기도 어렵고, 또 특성화는 거기 00과. 

그게 00과목? 이런 거를 전공한 기간제 교사 자체가 어려웠어요. 또한 선발을 해 놓아

도 조건이 좋은 곳에 합격하면 그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구요.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 교사가 없어서 그 기간제를 임용하는 데,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격증만 가진 교사를 선발해놓으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문항 

출제도 오류가 많고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000 때문에 말도 못하

게 힘들었대.  내가 구체적인 건 못 들었는데 000가 얼마 전에 00에서 만났더니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대. 그래서 000 교감이 어떻게 된 게 안 데리고 왔대. 그래서 그 

자를 안 데리고, 안 쓰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나, 정규가 났다 그랬나. 그랬

는데, 000이가 또 대형 사고를 엄청 쳤대(A교감).

요즘은 다 그렇죠.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던져주면 반드시 확인하

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경고도 맞고 주의도 맞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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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뭐냐면 2월 달에 인사 같은 경우 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고기간 3회를 지켜

야 되고 1차, 2차, 3차도 다 기간을 지켜서 그때그때 결재를 다 시간적으로 보면 순차

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월 달 바쁠 때 그때도 사람은 안 구해지고 그래서 공

고를 내야 되고 하고 공고 내고 사람 구하고 왔다가 다시 안 한다고 해서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엉켜버리는 거야. 그 결재하는 시점이, 하루가 늦어지고, 그런데 마

지막 날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인사 규정에 어긋나서 날짜

가 이제 하루 지나거나 공고하는 거를 한 번 빼먹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제 교

사를 채용을 했어. 그러면 이게 위반이야. 그래서 경고 받았어요(B교감).

이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기간제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겨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사가 제대로 업무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책임

성 소재에 있어서 교감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것은 결국 교감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에 따른 갈등

상황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제도의 문제로 인한 갈등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는 제도를 상급 기

관에서 채용하여 인사 배치를 하는 것이나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기간제 교사

를 줄여나가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감은 교장과의 관계 뿐 아니라 수석교사라든가 고경

력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수행하거나 지도하는 부분 등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갈등상황에는 교감과 갈등을 겪는 교사 개인의 인격, 자존

심 문제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감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책임감이 

없는 진상인 교사 같은 관계를 어렵게 하는 교사 그리고 “교사들의 권한이 더 커졌

다고 할 것 같아요. 을의 시대야! 교감 교장이 을인 시대”같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관계 

맺기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6) 고경력, 불통, 진상인 교사와의 관계 갈등

A교감의 경우 고경력 교사와 갈등을 겪은 경험을 말하였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자기 역할에 대해 책임감 없는 부장교사와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아예 



- 96 -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 E교감의 경우 자기 의견

만 최선이고, 설득도 어렵고, 소통도 되지 않는 소위 ‘진상’이라고 불리는 교사와

의 갈등과 어려움을 말하였다.

000. 000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도 저하고, 제가 갈등을 피했어요. 그 분은 교사로서는 

좀 자질이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업무로서는 뭐 학생부장인데 담배꽁초 하나, 애들 관리 하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

도 놀란 게, 학교 뒤에 담배꽁초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

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애들을 내가 담배 피

지 말라고 지도하느냐. 왜냐. 그래서 하나도 안 했어요. 애들 관리, 애들 지도 이런 게 

막중함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몇 번 데려다 물어보

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해서 그 분은 저하고는 서로 관계는 잘 유지는 됐어요. 갈

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제가 복이 많은 거예요. 있어요. 처음에 1

년 음악하고 명퇴한 사람들은, 명퇴한 음악 선생인데 다 그리고 저한테 가르치드라니

까. 교감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해서 수업공개 자기 시킨다고 

지랄하고, 그래봤자 저보다. 저보다는 아니고, 한, 두 살 많았나? 그렇지만 그걸 떠나

서 교사잖아요. 어떤 60살도 수업공개를 하는데 그건 교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1년 

있다 명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저보다 2살 많으니까 57세에 진로부장님 있는데 그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로활동을 해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재직기간에 따라 선생님들 목소리가 점

점 더 크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 이제? 예시로 뭐가 있지? 점점 옛날에는 이렇게 

시키고, 시켰다 그럴까?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교사들하고 모든 것을 

어떤 교장, 교감의 관리자가 혼자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는 게 거의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근데 내가 해줘도, 해주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야 돼. 교감, 교장이 어떤 설득력이 

약해졌다고나 할까요? 선생님, 교사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고 할 것 같아요. 을의 시대야! 

교감 교장이 을인 시대......관리자의 권한 책임이나 책임은 그래 많이 주면서 권한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거의 수평관계로. 

뭐, 교육감이 원하는 수평관계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 권

한이 거의 없는 거지. 교사들이 결정에, 교사들의 결정과 책임권한이 더 커졌다고 그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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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책임이. (A교감).

저는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인 선

생님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게 가장 어려

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치관이 뭐라 그

럴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도 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아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뭐 원래 

업무가 수능 담당이에요. 근데 수능이 11월 달이면 10월 달에 병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가르친다고 하긴 하는데 애들은 

불편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보면. 쥐 잡듯이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특성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만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제 그 선생님에게 일을 분배를 하거나, 또는 그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외면을 

해서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이 넘어가거나 하는 그런 부

분.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어렵더라고요(E교감).

7) 정말 악몽 같은 2월 교무 업무 분장 및 1등수의 근무평가

대부분의 교감들은 가장 기피 업무 부서로는 단연 학생부라고 말하였다. 근무성적 

평가에서 교장 40%, 교감 20%, 교사들의 다면평가 40%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

하여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 활용된다.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반영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무성적평가(근평) 외의 요소를 대부분 취득하여 1정 자격연수 점수

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좌우되는 시스템이다.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수 30%, 우 

40%, 미 20%, 양 10%로 상대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30%의 수에

서 2등수를 받는 경우는 규모가 큰 학교도 불리하지만 작은 학교는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1등수를 5년 이내 3번을 받아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이 승진에 아주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승진 요소에서는 단연 근무성적이 좌우되는 제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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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평 1등수를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승진에 절대적 요소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근

무성적평정 때문에 주요 보직(교무, 학생 등)를 거쳐야 승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업

무 분장 시 누구에게 근무성적을 줄 것인가 교감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E교

감의 경우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2월이 정말 악몽 같잖아요.”라는 표현으로 업무 

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H교감의 경우 인사 예고제 비슷한 형태로 

갈등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출신인 E교감의 경우 특성화고에서 수석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 부장

의 경우 “씨알 머리가 있는 건데”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통 교과 교사보다는 교육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특성화 교과 교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통과 

교사와 특성화 교과 교사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보이지 않는 내부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무 분장의 경우 교장과 협의하여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공모 형식

의 자원, 성과급, 차년도 업무 분장 고려 등 인센티브 부여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

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네. 인사복무… 교직원들에 인사에 있어서… 교사 인사 문제죠, 업무 분장. 업무 분장

으로는 있었어요. 업무 분장에서는 기피 부서. 학생부. 기피 부서에 대해서 서로가 원

하지 않을 때,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를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어떤 

반발.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교장이 누르는 바람에 됐거든요. 그

게 제일… 업무분장에서 어려움은 항상 해마다 겪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거죠, 업

무 분장(A교감).

요즘 몇 년 전까지 그런 어려움은 못 느꼈는데 근래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기피 업

무를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학교 여건하고는 무관

하게 생각이 나뉘면은 거부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상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B교

감).

선생님들한테 생활인권부를 하게 되면 교과 시간을 좀 더 줄여준다. 그리고 2년을 했

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 다음 해에는 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공모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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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한 분이 맡으셨고요. 그 분이 너무 올해 잘 하고 계세요(H교감).

그러니까 1년 반에다가 1년 캔슬된 거하고 2년 반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

무 죽어라고 했는데, 점수는 완전히 이제 엉뚱한 사람이 받아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점수 모자라서 담임 점수 담임하고, 동아리 점수 챙기고. 동아리 지도교사 챙기

고, 그 다음에 1등 수 챙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지금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자… 교감이 됐을 때는, 여기 와서는 이제 지난 12월 달

에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교무를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학생부장이 이제 

2년을 했어요. 교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새치기가 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아무 새끼나 가서 교무 달란다고 벅, 벅 주면 어느 누가 학생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가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이렇게 선생

님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순서가 잡히는 거지, 달란다고 교장 술 한 잔 사줬다고 너 시

키고, 나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그 학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E교감). 

저는 여기 신임이라서 잘 모르는데 전임도 그렇고, 전 전임도 그렇고 다 특성화에서… 

그리고 이제 또 아니 할 말로 보통교과에서 교무부장을 하면, 선생님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약간.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약간 씨알머리가 있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또 이제 어쨌든 전공교과에서도 승진 

자가 있어야, 그 뭐라 그럴까. 이게 후계라고 할까, 후임계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전공교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2월 달 되면 보직 맡기고 업무 분장 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가 아파요. 그렇죠? 2월이 정말 악몽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큰 타이틀을 찍어 놨으니

까,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 부장들 보고 당신 부서에 당신이 스카웃해라. 이렇게 얘기 

해놓으면 짐이 덜 하잖아요. 교감 입장에서도. 그리고 요즘 또 선생님들도 다 자기들

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 또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E교감). 

사립 J교감의 경우 보통교과 교사와 전문과 교사간의 알력이나 갈등이 꽤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전문과 교사는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 방문 등 교환 수업이 많

으며 그로 인한 수업 교환 등 학사 운영의 애로점, 자격증 취득, 기능대회,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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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으로 매도하는 보통교

과 교사의 비난 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보통교사와 전문교사 사이의 

벽과 인식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특성화 때문에 어떤 그… 자격증 반 이런 걸 계속 유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희들은 돈 받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 때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문 교과 선생님들이 자격증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업하시

는 거에 대해서 돈으로 연관시키더라고. 너희들은 돈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왜 앓는 소

리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인문계 선생님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오면은 아마도 

어떤 학교나 벌어질 일일 겁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 소리를 저한테 직접 대

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편의 좀 봐줘라.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다보면 수업, 교환 수업도 있고, 보강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

기한테 직접 피해가 오니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나가냐, 선생이면 수업이 

우선인데. 물론 수업이 우선이죠. 근데 수업만 가지고는 아이들 취업을 못 시키는데(J

교감).

교감의 직무 갈등을 심하게 겪는 경우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새 학년을 시작할 

때 교무 조직과 업무분장일 것이다. 교무조직과 업무 조직에서 “2월 한 달 만 잘 넘

기면, 한번 얼굴 붉히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면, 일 년이 편하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주장, 개인주의화, 쉬운 업무 선호 등 같은 인간의 욕구 

본능이 갈등의 본질의 일면일 것이다. 

8) 교장의 교통정리, 울타리 관리가 필요한 행정실·교원단체의 갈등

사립의 경우에 연구에 참여한 교감 4명의 경우 갈등이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소통과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행정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립의 경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외양적으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같이 보이나 이동이 잦은 공립의 경우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A, B, D교감은 인사 관련 업무 모호성과 불명확한 한계를 이야기 했으며, A교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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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행정실장의 개인 특성, 마인드 등으

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는 표현을 통해 아주 큰 갈등의 한 면을 보여주었다.

업무 모호성에서는 교사의 호봉 처리와 계약제 채용(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 

인사 관련 업무이며 미세 먼지, 정수기, 폐수 처리 등 보건 관련 업무를 서로 전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관련 업무로서 교사의 인사 업무는 교감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발 과

정까지는 교감이 업무를 추진하고 계약서 작성, 신원 조회 등은 행정실에서 하는 것

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호봉, 채용 계약이 교

감의 업무라면 명확한 업무 권한 부여(교감, 행정실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연수 

기회 부여를 제시하였다. 

인사 호봉 문제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는 인사 담당관이 학교에서는 교감으로 되어 있

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봉은 인사호봉 담당관은 교감이지만, 담당자는 따로 정하게 되

어 있거든요. 담당자는 거기 행정실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000. 근데 이걸 가지고 행

정실에서 교감한테 하라고 그 때 했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 갈등이 있어

요. 담당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교감한테 시키려는 그런 게 있었다. 

또 하나는 기간제에, 기간제 채용에 관한. 평가. 이런 거 까지는 교무실에서 하고 채용

계약에 관한 거. 채용에 위한 계약 관련은 행정실에서 했는데 이것까지도 다 교감이 

해야 된다. 교무실에서 해야 된다. 싸워가지고 교무실로 넘겨왔잖아요. 그래서 교무실 

행정실무사 000 씨가 했거든요. 이거 구분이 이전에도 있었으나 000 실장이 와가지고 

이거 기간제는 교무실에서 필요한 선생님들로 뽑는 거기 때문에 계약 못한다. 물건 계

약만 하지 사람의 인사 관련 채용은 못한다. 해서 이거에 대한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무실 행정 실무사한 테 이관이 돼서 교무실에서 일을 한 거예요? 숨어서 공

부하느라고 거기 계장이 이 업무를 해가지고 계장과 업무를 제가 같이 했었어요. 그 말

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 다음에 시설 문제도 저한테 떠 넘겼던 거죠.(A교감).

업무 분담 상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교감이 그걸 다하는 능력

이 되지 못하고 권한은 부여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에서 주무관이 제 자리에 

와서 하고 그러는데 업무 분담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권한부

여를 교감에게 할거 면은 교감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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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던지 아니면 초등처럼 행정실에서 한다 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권한부여가 어디에 되어있는지가 중요한데 권한부여가 교감에게 

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에요. 제대로 하려면 권한 부여 승인 신청을 교육청에서 행정실

로 돌리는 이런 공문을 발송해서 권한부여를 행정관에 돌려놔야 완벽하다고 할 수 있

죠(B교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의 단

체 협약을 통한 학교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형태도 드러났다. 

A교감의 경우 교과서관련 업무를 사서 공무직이 담당해도 학교 업무 효율성면에서

는 괜찮을 것 같은 데, 노조와의 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려는 상황 앞에서 소신 있게 역할 분담을 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 규모나 학교 환경에 따라서는 고유 업무인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

으며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라든가 사서 업무량이 많지 않을 경

우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 공무직이라서 단체 협약 사항을 통해 업무를 맡아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감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장의 업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런 결정하고 정리해주는 거를 교장선생님이 해주신 게 참 어려워

요. 교장이 안 해줘요. 행정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강한 실장이 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업무의 불확실성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면,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다르잖아요. 거기는 영양사예요. 교육공무직. 공무직이 올 적

은 공무직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행정실에서 하니까 영양사의 복무라던가 이제 그 다음

에 급식실에서 문서 기한이나 그런 모든 것을 행정실에서 해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

육활동이라고 말도 안 되게 땡깡 부려가지고 교무실로 올려왔었어요. 영양사 관련된 

것도?. 네.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급식, 식단. 다 올라왔었어요. 그니까 

사실은 000 5급 공무원 시험공부하려고 자기가 결재를 안 하려고 숨어서 하느라고 모

든 기안 문서를 다 교감이 하도록 넘겨버렸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기간

제 채용도 그렇고 영양사 문제, 하여튼 급식실 업무 관련도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 몇 개까지가 교무실에서 하라고 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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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해줘야 해서 판단해줘서 교장선생님한테 1, 2, 3, 4, 5 번호 매겨서 써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행정실로 도로 내려갔거든요. 그 때 행정실장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어요(A교감).

행정실하고 좀 많아요.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요. 그런 건 딱 울타리 관리

를 잘 해줘야 되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업무량이 엄청 

많아져. 그거 또 도교육청에 물어봤는데 교장이 결정하는 거래. 대부분 다 학교장이 

정리하는 거 같더라고. 보건실도 마찬가지. 보건 업무도 그렇고. 모든 업무는 다 그래

요. 도에 물어보면 그런 경영 쪽에서 오는 것은 주로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에 

관련 있다가 다 이쪽으로 많이 넘긴다고 행정실에서. 행정실이랑 관계 좋아? 행정실장

이랑? 좋다가 안 좋다가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한바탕 했어요(E교감).

위에서 보듯이 소수의 행정공무직과 다수의 교사로 구성된 교원과 이원화된 행정 

조직에서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감들은 업무 불확실성을 줄여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위성보다는 

단체 협약사항 등 노조의 관여 때문에 불편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업무를 교

사에게 맡김으로서 갈등을 대처하는 면도 있었다. 이 역시 교감의 역할에서 행정실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갈등상황의 본질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드러나

는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개인의 성격이나 성품이 훌

륭하냐 하는 것에 따라 갈등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는 것으로 보

인다.

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관계 상황

1)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의 충돌

소질이 있고 우수한 학생 선발 기능을 갖고 있는 F, K교감의 경우 학교폭력과 교

권 침해는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인성교육, 학교장의 의지 

및 구성원의 노력, 진로의 확실한 취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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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이 되어 선발 기능이 거의 없는 학교의 경우 A, G, J 

교감의 경우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J교감의 경우 조폭 수준 정도 학생,  

“3D도 저런 3D도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약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러기도… 살려달라고”라는 학생부장의 어려움 토로 등 업무 조정 및 학생, 교사 갈

등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으로서 2년 근무하고 일반고등학교로 인사 이동한 G교감

의 면담은 특성화고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어려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통제 

불능인 학생들 꽤 있잖아요. 네, 미달 되니까 다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오고, 선별, 선

발 기능이 없어지니까. 수업도 마찬가… 생활지도 어려울 텐데. 사실은 그 아이들 몇 

명이서 수업 분위기서부터 모든 말썽은 다 부리고 다닙니다. 근데 또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순서를 밟아야 되니까. 또 000도교육청에서는 순서를 밟

으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뭐… 교내봉사도 안 하는데 뭐 특별교육 보낼 수

도 없는 거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

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하는 데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예전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알아서 나가는데, 올해는 안 나가요. 아니, 

지금 000도 그러시겠지만 공통적일 겁니다. 대드는 놈들이 이건 뭐 대놓고 하니까. 뭐 

여선생님한테는 무슨 년.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큰 문제는 여학생이 하나가 그… 학

폭과 관련 돼서. 이 아이는 진짜 셉니다. 범죄… 범죄라고 표현하긴 좀 뭐한데, 소년원

을 벌써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도 안 고쳐집니다. 그리

고 또 사고 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조폭수준입니다. 이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도위원회 열어서 순서를 밟는 수밖에. 행정적으

로서. 이제 예전 같이 야단을 치면 좋은데 야단 쳤다고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선생이 하는 일인데. 하다 보면 뭐 이 녀석, 저 녀석 할 수도 있고 뭐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거 가지고 민원 넣더라고요.  올해 아이들은 더하다는 것 밖에 말씀 못 드리

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학년부장은 아… 3D도 저런 3D가 없습니

다. 불쌍합니다. 약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약을 드세요. 저번에도 한 번 

요 전 분이, 지금 학년부장 하시는데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드렸어요. 학폭위였는데 이건 뭐 협박도 들어오고, 협박도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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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협박입니다, 조폭협박. 밤길 조심해라, 너 살 것 같으냐.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

까 이게… 교육청… 참… 한심한 게, 선생님들한테는 수사권도 없고, 지도권도 없고, 

징벌권 하나 딱 주고 나서 이걸 다 처리하라 하면. 지금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J교감).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 적게 발생하고 하니까 학폭은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그 전에 

비하면 거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G교감).

특성화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습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

하고 있었으며, 무기력한 교사와 무기력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끌어주지 못한 

관리자의 역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아이들 위에, 앞에 있는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교사 

위에 무기력한 교감이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알아서 경력들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해주

는 선생님들 위에서는 저도 힘이 났는데, 그거는 누구든 어느 관리자든 능력 있는 관

리자로 보일 수가 있지만 능력 있는 관리자가 되려면 정말 무기력한 선생들을 정말 끌

어내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A교감).

특성화고는 특히 학생 선발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거의 통제 불능인 ‘조

폭 수준’ 이라고까지 표현되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했을 때 선도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별다른 통제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 교사들은 너무나 무기력해

지며, 그런 교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교감 역시 무기력해지거나 속수무책일 경우가 허

다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도할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수단들을 놓치게 만들었고 이것은 현장의 학생들을 지

도해야 하는 교사들을 인솔하고 관리해야 하는 교감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감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

의 돌출행동 내지는 무기력한 교사들의 현실과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조정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큰 대안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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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부모의 과도한 학교운영 개입 및 언론 기피증 

교감의 역할 중 가장 어렵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학

교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재정의 운용, 교원의 임용(초

빙교사, 공모교장 등) 혹은 경영방침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상황에서 겪는 민원처리 갈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지원하고 지지하

기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반대세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하는 경

우가 많다.

C교감의 경우 전임 교감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학교 정책 개입과 간섭 등으로 명예  

퇴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해

결하는 것은 교감이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와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교감, 

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어떤 학교는 민원해결이 교감의 주된 업무가 됐다고 하소

연하는 경우도 있다. 전에는 민원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 상례였지만, 최근에는 바로 상급 교육청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학폭이 일어나는 경우, 일부 민원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교사의 과오가 있을 경우 

학부모 민원과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갖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처리 문제로 

사회 이슈화되고 매스컴에 탈 경우 가장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힘들어 하는 게 학부모 관계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본인이 

얘기한 게 없고 평상시 얘기한 게 학부모 얘기만 했어요. 학부모들이 인문계 학교에서

도 그렇고 여기 00에 와서도 계속 운영위원장이니 해 가지고 계속 여기 학교에 정책

적으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학교 정책을 너무 지나칠 만

큼 과도하게 간섭을 해요. 힘들어서,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만 했어요(C교감). 

요즘은 제일 좀 선생님들 어렵게 하고, 관리자를 어렵게 하는 갈등은 외려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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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학부모들. 민원. 그 민원을 들어봐서 타당하고 그런 거면 저는 적극적으로 들

어주거든요. 근데 아예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민원들

을 보니까 학폭 관련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학폭. 부모들이 대개 보면은 자기 아이

를 옹호하려는 마음이 앞서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 아이가 잘못 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규정이 이렇고를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가니까 개중에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결국은 교감이 나서서 설득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오거나 현장조사를 나와도 제가 다 해야 되고. 설득을 해도 일방적

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 때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교육지원청. 계속 민원을 넣

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서 교육청에서 중재도 하고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올해에 들어와, 아, 작년 말에 교육청 감사과에 또 넣어가지고 감사를 받았는

데.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 그런, 반복되는 민원을 넣는데 왜 이렇게 그 때마

다 나오냐.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다섯 번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I교감).

저희 학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힘들었어요. 저도요. 교사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치

고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경험 부족과 대처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언론을 탈까봐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교감은 근평이라든가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라든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처리하려구 하는데 학부모가 예전같

이 않고요. 무조건 자식 말만 믿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없었지요. 학부모님한테. 코너

에 몰리니까 결국은 병가를 내고, 그 다음에는 자율연수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E교

감).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감은 교사, 교직원, 학생 외에도 또 학부모라는 상황과의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민주화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가 높아지고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때로 어떤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원을 넣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압력적 방법을 교사들에게 행하기도 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특히 감사 등으로 연결되면 교감에게는 승진이나 근평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 관리 문제로 언론에 노출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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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리의 책임을 물어 인사 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교장의 근무성적 즉 근평 수

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승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 교

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기준·평정업무처리 요령(2019)에 의하면 평정자인 교장은 평

정점을 경징계 처분 자는 ‘수’평정 불가, 중징계자는 ‘수’,‘우’평정이 불가하다. 

단,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교감이 교사와 학생들과 학교를 

관리하면서 학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 부담과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등 자신

들을 보호해 줄 적절한 장치가 부재하다고 느낄 시, 소신껏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오히려 낮아진 자존감이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 학부모 등의 눈치를 보는 형

태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에 끝없이 노출될 것이며, 이는 스스로의 자

존감을 지키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 교감 자신의 적응 상황

1)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일부 교감은 특성화고 적응과 전문성 향상 및 승진 노력의 상황에서 갈등을 드러

냈다. 특성화고 출신 대부분의 교감들은 중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 발령을 기대해 보

기도 했지만, 발령에 만족을 하고 있었다.

C교감의 경우 “무슨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행복한 거지. 송충이가 뭐 느티나무

를 먹어야 행복한가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만족을 보였다. E교감의 경우도 

“특성화 근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만족해요. 일은 힘들긴 하지만, 뭐 배운 게 천

직이라고 특성화”, 일반계 근무에 대하여“ 신상이 편한 대신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

을까.”라는 표현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성화 출신 교감으로 특성화고에서 

만 근무하다 일반계로 이동한 G교감의 경우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일반계고등학

교 적응에 대한 질문에 “적응하는데 바빠요.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성화고 생각하면 아주 눈물겹습니다. 특성화고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로 표현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적응의 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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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다.

중학교 인문과 출신 A교감은 집 인근 중학교 발령을 기대했으나 특성화고에 발령

을 받은 경우이며, 고등학교 인문과 교감 출신 D교감은 인문계 고등학교 발령을 기

대하였으나 특성화고 발령을 받았을 때, 특성화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부담, 굉장한 부담, 당황스러운 감정을 가졌다.

저는 만족도가 100% 정도 돼요. 아니 농대 나온 사람이 농업학교에 있으면 그게 행

복한 거지. 무슨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행복한 거지. 송충이가 뭐 느티나무 잎을 먹

어야 행복한가요?(C교감).

예, 제가 6개월 먼저 발령받았는데 교장선생님이 야, 나 갈테니까 어떠냐. 괜찮냐. 이

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십시오. 이제 얘기했죠. 지금 뭐 특성화 근무에 대해

서는 사실 저는 만족해요. 일은 힘들긴 하지만, 뭐 배운 게 천직이라고 특성화이고 하

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과에 뭐… 선배님들… 선배 한 분, 후배 한 분이 있는데 이제 

화성 쪽에 이제…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룰 대로 탁, 탁, 탁, 탁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타이트하게 돌아가면서 땡하면 나오고 

땡하면 간다는 거예요. 뭐, 초과도 없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계획서, 돈 따오고 이

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좋기는 하겠지만 나중

에는 교감이 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신상이 편

한 대신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 모습이 어떨까. 제가 일 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언젠가 모르게 저도 이제 특성화 스타일이 된거죠. 그렇게 생각해요(E교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해도 보

람이나 자긍심 가지기가 쉽지 않자나요 특성화고는. 그에 비하여 여기 선생님들은 자

긍심이나 자존감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다는 면이 전에 있던 특성화고 생각하면 아주 

눈물겹습니다. 특성화고의 헌신과 노력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교를 지키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오고 최소한만 해도 해놓고 기본유지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G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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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거리.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싶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일반적인 중학교. 왜냐면 제가 중학교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특성화고 근

무는 저한테 엄청난 부담. 굉장한 부담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실제로 역할을 못했고(A교감).

인문계 고등학교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학을 애들이 정말로 많이 잘 보내고 

싶었어요 특성화 왔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Ncs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

거든요 한 달 동안은 조금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D교감)

2)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승진 노력: 대학원의 딜레마! 

교장 승진을 위해서 대학원 수강하는 경우 B교감은 4학기를 마쳤으며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H교감의 경우 혁신대학원을 합격하고도 포기하였다. 늦게 교감자격

연수를 받는 교감의 경우 일부의 교감들이 대학원을 사이버나 주말을 이용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다. 학교 관리와 자기계발, 전문성 향상, 유리한 승진 점수 확보 사이에

서 많은 내적 갈등을 갖고 있었다.

교장 승진도 준비도 대학원이라든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대학원, 그 다음에 

연수 점수. 그 다음에 교감도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 교감 근평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건 맞아요. 

교감 근평 받을 때, 학교 업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는 업무들. 그 평가 기준이 다 

교육청 위주더라고요. 어울림 프로그램을 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학폭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하는데도, 그거는 평가 기준이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 그

런 사업을 했느냐, 잘 했느냐. 이런 거에만. 그리고 해마다 평가 기준이 교육청 마음대

로 바뀌어요. 평가 요소가. 그니까 그런 데에서는 갈등이 있었어요. 교감이 교육청에서 

주는 어떤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선생님들하고 소신껏 운영을 펼치는 데 조금 

지장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뭐 그니까 공모교장 제도가 많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

로 공모에 응하지 않은 저는 공모 준비를 안 한 저는  위축감?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A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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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데요 요즘에는 명퇴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교장 선생님 모든 걸 다 결정하시고 손에 쥐고 계시

기 때문에 교감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학생을 가르치는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런데요 교

장이 되면은 어떤 결정권도 생기고 그러니까 재밌는 있겠죠 근데 그냥 거기에 너무 연

연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D교감).

그거야 교감이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을 위한 대학원 수강. 이건 제도가 그러니까 그

것을 뜻을 두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존중을 하죠. 그 분들이 대부분 교감이라면 

경력도 많이 있는 지긋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빨리 그렇게 승진을 해서 최고

경영자로서 학교를 경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진 분이라면 마땅히 이루고

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E교감).

그런데 이제 교감이 대학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사실 없어요. 제가 혁신 대학원

을 합격을 했어요. 아주대 대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합격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포기 각서를 쓰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50, 

50이다 보니까 교육청 5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출장도 많고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대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연구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사실은 너무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게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H 교감).

자기 자신의 미래의 영역에 관한 갈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 내지는 

미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자 하며 또 그것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감이라는 역할을 교장으로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

로 여기고 그에 따라 연수라든가 대학원 과정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교감의 역할에 만족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다. 이는 결국 교감이라는 역할에 대한 자

신의 만족도 내지는 자긍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리라 보여 

진다. ‘교감’ 이라는 역할 자체가 주어지는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다음 

교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든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내야 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

들과 대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신의 교감이라는 역할에 대한 자긍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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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만족감이 낮다면 앞으로 교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욕구와 압박에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는 내적 갈등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교장 승진을 위한 목표

를 설정하면, 교육청과 학교장의 근무성적평가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갈등의 본질이

라고 볼 수 있다. A교감같이 “어떤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선생님들하고 소신

껏 운영을 펼치는 데 조금은 지장은 가져 왔어요.”라는 면담 결과와 같이 자신이 소

신 있게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많은 제약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H교감의 경

우와 같이 “교감이 대학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어요. 5시에 땡 하면 

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 각서를 썼어요.”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학원을 합격

하고도 대학원 수학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승진 목표를 두는 경우 자신의 

목표 성취와 학교 관리라는 두개의 일을 양립해야하는 선택의 갈등과 이수할 때까지 

늘 갈등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두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교감의 경우 승진에 필요

한 연구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나 계절대학, 토요일에 주로 수업하는 대학원을 

두 번 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많은 내적 갈등과 육체적, 시간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이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교장과 교사 사이에 놓인 ‘샌드위치’ 교감

의 심정을 그들이 어찌 이해하겠나.”, “교감은 없다.”, “교감은 짧을수록 좋다.”

와 같이 교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불문율 같이 그 만큼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이 어

렵고 갈등과 난관,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승진 욕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갈등의 

본질이며 의미라고 여겨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승진 반영 점수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 학위 취득자에게 승진 가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제도가 만들

어진 것은 교감들이 자기의 승진 목표와 자기 발전의 성취 욕구를 줄여주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교감 직위를 가지고 학교 관리와 개인의 학위 

취득과정의 선택의 과정에서 갈등을 많이 겪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적 성취감과 한 단계 성숙해가면서 교감으로서의 역량과 갈등관리의 리더십, 교감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을 통하여 성찰과 성장을 한

다고 여겨진다. 이것이 진정한 교감의 역할갈등 본질이며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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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갈등 원인

가.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 가치관 및 태도와의 부조화

전문직 출신 교장과 일반직 출신 교감의 조합의 예에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스타

일의 교장과  온화한 스타일, 화합주도형 스타일의 교감과의 조합의 경우 지도 스타

일, 태도, 가치관 차이 등이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다. 교장은 “사랑은 교장이 받고, 

천사의 역할, 짱의 역할”, 교감은 “악역과 무서운 사람, 독한 역할, 예스맨”을 기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철학은 선생님들하고, 아니 저 행정실하고 선생

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교감, 그래서 참 분위기를 으쌰 으쌰 하면서 그랬는데 

교감이 너무 엄하게 하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론가는 구멍이 터진다. 이 

생각이거든요?'”과 같이 교장과 지도 스타일, 가치관이 다른 것이 갈등의 원인으로 여

겨진다.

그런 말 기분 안 나빠요? 교장이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내 가치랑 틀린데. 교감이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교장이 질투한대요. 그것도 있대요. 왜냐? 사랑은 교장이 

받는 거고 교감은 선생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감이랑 좀 뭐랄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교감 역할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교감이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행정실하고 친하면 이건 교장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

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하지 말래요. 교장이 기분 나빠 한 대요. 그런데 교

감이 딱 나서면 싫대요. 전문직 출신 교장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건데 

이러면서 스타일이, 윗사람 얘기하면 무조건 받아쓰고 예, 예, 예. 하고 듣는 입장이지, 

감히 윗사람을 제끼고. 관리적 스타일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교감은 2인자 역할을 해

야 된다?  철저하게. 그림자 역할. 그러니까 이제 교장은 천사역할, 교감은 들들볶아

요. 선생님들을, 교장이 지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안 되어 있냐고 호통치

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교감선생님이 독하게 해야 된대요. 네. 제 교

육철학은 선생님들하고, 아니 저 행정실하고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교감. 

그래서 참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면서 그랬는데 교감이 너무 엄하게 하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론가는 구멍이 터진다. 이 생각이거든요? (G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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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경우는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고 제 1인자로 학교 구성원에게 좋은 모습으

로 보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며, 교감은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역할

을 하기 원한다. 그래서 교감은 스스로를 그림자 역할이라고 하며 교사들을 지도하거

나 할 때 스스로 알아서 악역을 맡거나 해야 한다고 여긴다. 여기서 교감이 자신의 

존재감을 교장보다 더 드러내거나, 앞에 나선다면 교장과의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교감의 성향, 가치관, 성격, 과거 경험 등에 따라 다양한 모

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교장의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

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며, 소신껏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

스맨으로 처신하기도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여

겨진다. 결국 교장과의 첫 번째 갈등원인은 서로 개인적으로 부딪히며 자기를 드러내

는 방식이나 지도 스타일, 가치관, 성격 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감을 학교의 2인자라고 할 때 자신 스스로가 또 학교에서 교장과 그 외 구성원들

이 교감의 자리와 위치를 어떻게 메겨주는가에 따라 스스로가 느끼는 그 갈등의 강

도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적 스타일의 가치, 성격이나 대처능력의 문

제일수도 있으나 위임제도 등 직무 갈등과 관계 갈등으로 보인다. 

2) 교장의 인사 근무성적평가권 남용

B교감의 경우 교장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일반적으로 만점을 주는데, 교감과 갈등이 있을 경

우에는 평가권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함으로 갈등의 원인임을 들었다.

지금도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감 시절에 어느 누가 교장을 제끼고 이

렇게 비전을 비추고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하실 분이 몇 없으실 거

예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내가 그만 둔다고 그러면 귀찮아서도 그만 두겠지만 또 전

도유망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0에서도, 아니 마음에 안 든

다고 교장이 교감의 평가를 안 줘버리잖아. 그럼 2-3년 늦어버리는데 누가 그래(B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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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경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과 승진에서 근무실적·근무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

를 평가한다. 근무성적 평가권은 교장 50%, 교육청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장의 평가권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감으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소

신 있는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교장의 리더 역할이 부족해도 그것을 대치하

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은 교장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교감이 느끼는 역할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교장의 리더십 및 교감의 전문성 부족

B교감의 경우 교장이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 때, 교감으로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G교감의 경우도 특정분야 전문성의 부족할 경

우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의견을 들어 주고 공감함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교 인문 교과목 출신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험이 

전혀 없는 A교감의 경우 “저 선생님들한테 제 마음 속에 저 선생님들한테 조금 거

부를, 미움을 받지 않을까. 항상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관리자인 것 같은데 

좋은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좋은 관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한 교감이었던 모습”이라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학교 폭력 사건

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은 학생부장, 교무 부장 등 경험이 없는 것이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이야기 하였다. 즉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족의 아쉬움도 표현하기도 했다. 

인문계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가 참 어렵죠. 교장이 말도 안 했는데 

비전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교장 입장에서 그

런 비전 제시 이런 게 없으니까요(B교감).

교감 실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또 분명히 있지요. 제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

식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야 되고, 거기서 주장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그럴 때 듣고, 합의가 되고 저도 들어보니 공감이 되고 그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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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측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런 거는 별로 없습

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위 이제 알지도 못하며 주장하면 심하게 갈등 생기겠죠(G교

감). 

아쉬웠고, 안타깝고요. 때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하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

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저 선생님들한테 제 마음 속에 저 선생님들한테 조금 거부

를, 미움을 받지 않을까. 항상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관리자인 것 같은데 좋

은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좋은 관리자는 아니었던 것 같

아요. 제가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애들 생활지도라든가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거를 도와주지 못했던 거요. 선생님들을 끌어내주지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아침 맞이 라든가 또 애들이 점점 자라는 애들한테 정말 학교에 대한 흥미

와 관심을 끌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이벤트라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

주지 못한 게 제가 교감으로서는…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아이들 위에, 앞에 있

는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교사 위에 무기력한 교감이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알아

서 경력들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해주는 선생님들 위에서는 저도 힘이 났는데, 그거는 

누구든 어느 관리자든 능력 있는 관리자로 보일 수가 있지만 능력 있는 관리자가 되려

면 정말 무기력한 선생들을 정말 끌어내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학생부장으로서의 경력이 없었어요. 없어서 학폭처리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 끌고 지도 못해줬던 거죠. 그 업무 매뉴얼이, 업무 매뉴얼은 있었으나 

그게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가 없거든. 모든 사안이 실질적인 사안은 매뉴얼대로만 처

리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처리에 어떤 처리할 때 어떤 융통성이나 지혜가 있어

야 돼.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 그 때 그 000 그 놈(A교감).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장이 제시한 비전을 개별 교사들은 각기 교육활동을 수행함

으로써 실현해나가기에,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 관리자는 저마다 개성을 가진 교사 간

에 의견과 정보,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되어야만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교장이 비전을 제

시하지 못하고 리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교감은 그에 반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거나 앞으로 이끌며 나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갈등을 겪는 원인이 된다. 또한 특성화고의 특성에 비추어 교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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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사들보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때 교사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따

를 것인가 아니면 더욱 연구해야할 것인가 등 의사 결정의 어려움과 자존심의 문제

로 이어지는 것이 역할 갈등을 겪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 교감의 의지대로 하려는 성취 지향 

C교감의 경우 “목표지향주의 일 경우에 갈등이 많아져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

니까 그게 지나친 갈등”이라는 표현으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이는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 결정하고 협의체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와

도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교감은 이와 관련된 역할에서 자신의 목표나 의지만 내세

울 수 없음을 인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원인이 됨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목표지향주의일 경우에 갈등이 많아져요.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나친 갈

등인데 그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 내 의견이 아니라 그룹 안에 의

견이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작게, 아니면 함께 가기 때문

에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교장, 교감이 하니까 거기

에 따른 책임도 있고 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과의 갈등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문제

가 딱 떨어졌을 때 교감, 교장이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 어떤 문제해결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딱 떨어지면 그 관련된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거기

에서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개인이 갖

는 갈등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의견들이 나와요(C교감).

의사 결정 과정이나 소통 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인이 목표 지향적이거나 자기 주도

적일 경우, 자신의 목표 기대 수준이 높을 경우 그것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을 보인다. 특히 학교라는 조직 하에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면서도 교사들을 이끌고 

의견을 수렴하며 의사 결정 과정을 중재·조율해야 하는 위치인 것을 감안하면 지나

친 자신의 목표지향성이나 자기의 결정에 대한 확신, 자기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스타일 등 협의와 소통의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과도한 자기 주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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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갈등의 원인으로 보인다. 

5) 인간성 및 소양 부족, 신뢰 부족

E교감의 경우 교감이 겪는 갈등의 원인은 인간관계, 인간성, 소양을 들었다. A교감

은 신뢰를 들었다.

교감이 겪는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따지고 들면 사

실은, 인간 관계인거고 인간 관계를 또 따지고 들어가면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까 교감의 소양, 교사의 소양 또는 교장의 소양.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보자기가 크면 

많은 것을 쌀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자기가 작으면 조금만 싸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의 소양이나, 교장의 소양이나 교사의 소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거고 또 갈등을 겪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소양, 교장의 소양, 교감의 소양.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방법도 인간성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E교감).

그 다음에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신뢰하

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의심과 불안. 이런 거를 일관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제 

소신을 펼 수가 없었어요(A교감).

인간관계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예절, 노력 등 인성과 소양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

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소양과 인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단련되었느

냐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을 보다 크게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소통과 공감의 부족

A교감은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소통이랑 이런 것은 부재지. 완전 부재”라는 

표현으로,  C, F교감도 소통의 부재를 갈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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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직원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소통이랑

이런 것은 부재지. 완전 부재.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떤 학교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교

육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로만 했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분(A교감).

그거야. 소통 부재죠(C교감).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

고 일에 대해서 할 때 젊은 분들은 후딱후딱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느리시잖아요. 생각 자체가 좀 보수적일 때가 있고 그

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 부딪히지만 은연중에 소통이 부족한 그런 것들

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F교감).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라는 교육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개

인적 특성과 역량을 학교의 교육목표와 잘 융합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

러나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공동체 간의 견해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갈등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의사소통 역량은 개인을 넘어 여러 사람이 공

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가는 조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

은 조직의 핵심 요소이자 조직의 본질로 보았으며 의사소통 없이는 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 특히 학교조직은 다수의 조직이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

비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소모되는 인간 집중적인 조직으로 어느 조직보다도 구성

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학교 조직에서 소통과 존중, 긍정적이고 수평

적인 관계에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학교에서 매우 중요

한 학교 문화의 바탕이 될 것이다.

7) 감사, 규정 준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

A교감은 "너무도 행정적인 거. 규정 이런 거에 매달려가지고, 규정에 매달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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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교감의 경우 “공권설에 바탕을 둔 이념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니까 지침대로

만, 또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또는 지침은 이러니까.”라는 표현으로 교장이 너무 

행정적인 규정에 얽매여서 자유로운 결정과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서 교장을 보좌하는 데에 겪는 갈등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장이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도 감사가 걸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행정적인 문제는 걸지 않겠다. 소신껏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다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너무도 행정적인 거. 규정 이런 거에 매

달려가지고, 규정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셨어요 (A

교감).

저희 교장선생님 스타일이 약간 이제 그… 학교개념론 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권설에 

바탕을 둔 이념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니까 지침대로만, 또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또는 지침은 이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지침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E교감).

규칙과 규정은 안정성, 일관성, 계속성을 보장하는 한편, 조직의 경직성과 목표의 

전치(goal displacement)나 왜곡을 낳게 된다. 규칙과 규정을 지나치게 준수하고 강

조하다보면, 규칙과 규정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도 그 자체가 목표

인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와 같은 역할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형식주의를 

심화시키고, 개인의 창의력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

정이나 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교감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8) 교장 중임 콤플렉스

A교감의 경우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교장과 함께 학교 경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

장의 교장중임제의 불안과 걱정 등 중임 콤플렉스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교장이 중임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근무한 교직원 다면 평가를 받고 교장 중임 추

천 여부가 결정되는 인사제도 때문에 감사, 학교 문제 등이 있으면 중임이 어렵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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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교장의 중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소신, 운영을 하기 위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소신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전달할 적에 완전히 저를 

깔아뭉갰죠. 어떤 뭐든지 다 뭐냐면은 본인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감사. 승진. 오로

지 두 개의 단어만 써먹으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소신껏 펼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분의 어떤 중임에 대한 콤플렉스라던가 그런 게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A교감).

교장의 경우 승진해서 4년 이상 남을 경우 중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속 해서 교

장직을 수행하는데 4년 이상 남을 경우 중임을 신경 쓰며 관리해야하는 인사 시스템

이다. 중임 조건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 학내 문제 등 관리에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온라인평가 결과 총점의 70%미만이거

나 참여율 60%미만의 경우는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교장중임심사위원회에서는 현장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중임 추천 적격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A교감과 함께 근무

한 교장의 경우는 본인의 중임이라든가 감사, 승진 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김으로 

교감이 소신껏 활동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갈등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일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무 관리 갈등 원인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정체성 혼란

D교감의 경우 “대학 생활을 즐겨보는 것도 애들한테는 큰 선물의 기간이라고 생

각해요.”, H교감의 경우 “취업과 진학을 다 가지고 가자”, K교감의 경우 “그래

서 취업을 아예 커리큘럼도 다 짜 있고요. 다른 학교와 달리 저희는 전문 교과가 

60% 이상이고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애들

도 거의 안 흔들린다고 볼 수 있어요”로 표현하는 것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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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확립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거는 저혼자 고칠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 대학 생활을 즐겨

보는 것도 애들한테 큰 선물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D교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가 살린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고, 

그래서 취업과 진학을 다 가지고 가자. 이렇게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H교감).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분명하게 잡고 가니까요. 선생님들도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전

문적으로 아예 교육시키게 되죠. 막 과가 여러 개 있으면 또는 인문계하고 종합으로 

돼 있으면 이 선생, 인문계 선생님은 너 공부 잘하니까 대학교 가라고 하고 또 이쪽은 

기능이 좋은데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을 야 너는 취업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자꾸 흔들리고 애들도 더 흔들리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과도 하나 하려다

가 두 개를 잡은 건데요. 그래서 취업을 아예 커리큘럼도 다 짜 있고요. 다른 학교와 

달리 저희는 전문 교과가 60% 이상이고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얘기

하고 하기 때문에 애들도 거의 안 흔들린다고 볼 수 있어요(K교감).

특성화고등학교의 목표가 취업 중심 학교인데 취업과 진학의 딜레마에 갈등하는 

경우의 교감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여전히 

열악한 일자리, 단순 노동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 내 고졸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는 인식, 낮은 직무 

수행 역량 등으로 긍정적인 직장경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 

문호가 넓어져서 웬만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진학과 취업의 두 마리의 토기

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가? 진로의 정체성을 늘 고민하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고경력 교사의 역할 부족과 독특한 성향

A교감의 경우 본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황당했죠. 몇 번 데려다 

물어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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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공개 자기 시킨다고 지랄하고”라고 표현하면서 갈등을 이야기 하였다. 교감은 자

신 보다 연령이 많은 고경력 교사들을 관리하는 데 교감이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수

정을 요청하거나 소통하기가 어려울 때 오는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애들 관리, 애들 지도 이런 게 막중함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몇 번 데려다 물어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

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해서 그 분은 저하고는 서

로 관계는 잘 유지는 됐어요.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애들 관리, 애들 지도 이런 게 막중함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몇 번 데려다 물어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

는 포기했어요. 1년 음악하고 명퇴한 선생인데 저한테 가르치드라니까. 교감이라고 어

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해서 수업공개 자기 시킨다고 지랄하고, 그래봤

자 저보다. 저보다는 아니고, 한, 두 살 많았나?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교사잖아요. 어

떤 60살도 수업공개를 하는데 그건 교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1년 있다 명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A교감).

고경력 교사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오랜 경력을 방패삼아 

학생지도나 수업지도 등에 있어서 자신이 해오던 바를 굽히지 않거나 또는 뭔가 잘 

못되었을 때도 수정하지 않을 때였다. 그리고 관리자와 교사의 위계질서, 연령과 상

관없이 “그래봤자 저보다. 저보다는 아니고, 한, 두 살 많았나? 그렇지만 그걸 떠나

서 교사잖아요”라는 표현으로 교사로서 본인 역할을 숙지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교감의 태도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었다.

3)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 인식 차이

I교감의 경우 교사와는 학교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변화 등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관

점으로 학교를 관리하지만, 교사의 경우는 자기 입장과 더 쉬운 업무를 선호하고 수

동적으로 움직이는 역할 인식의 차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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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 주로 이제 교사들하고의 갈등은 역할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은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이제 

그… 교육의 변화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지만, 교사들은 대개 자

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어떤 당위

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해를 하더라도 어떤 교사들의 태도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 일이 자꾸 만들어져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자기가 귀찮아지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자꾸 다른 명분을 만들어

서 반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갈등의 시발점

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걸 더 하라고 그러나. 

이런 거죠. 저는 뭐 그 외에는 특별히 이제… 뭐, 주로 교사들은 당연히 자기가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면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게 뭐 커다란 

갈등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주로 학부모와의 갈등은 뻔하잖아요. 학부모들이 자

기 아이만 생각하니까. 근데 학교는 교육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이 아이, 저 아이를 

다 고르게 생각하고 뭐 잘하는 아이도 가르쳐야 되고, 못하는 아이들도 껴안고 가르쳐

야 되는 입장인데 부모들은 대개 자기 아이 입장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

들이 있죠(I교감).

역할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 갈등이나 원인은 그냥 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려

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같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저희는 많이 수렴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기 초에도 각 부서 이렇게 대화를 갖고 많이 의견 수렴 하고 원

로교사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협의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그랬던 경험이 

없어요(G교감).

교감이 겪는 갈등 원인은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역할인식의 차이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교사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처리

하려고 하는 경우, 자신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교감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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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 부족과 자기중심의 진상인 교사 

E교감의 경우 못생기거나 못나고 꼴불견이라 할 수 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진상이라고 하는데 “진상인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것의 어려움과 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아는 선생님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저는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인 선

생님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게 가장 어려

워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치관이 뭐라 그

럴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도 소통이 안 되고 자기만 아는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뭐 원래 

업무가 수능 담당이에요. 근데 수능이 11월 달이면 10월 달에 병가를 내는 거예요(E

교감).

조직에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의 구성원 중 

소통이 부족하며 도무지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거나, 주변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구성원들을 다루기란 매우 어렵다. 교감의 경우는 여러 유형의 교사들을 다루고 

지도해야 하는데 특히 소통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과 

생각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교사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직에서 그렇게 소통이 어렵거나 자기중

심적이며 배려심이 전혀 없는 구성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인다. 

5) 기피 업무와 선호 업무의 조정력 부재

승진 포기, 개인주의화, 자기 개성이 강하여 업무를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배정하기

가 어려운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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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 교직원들에 인사에 있어서… 교사 인사 문제죠. 업무 분장에서는 기피 부

서. 학생부(A교감).

근자의 변화해가는 풍토 ? 풍조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자기주장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승진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의 기대를 일찌감치 저버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해서 기피업무를 배정할 때는 곤란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몇 

년전까지 그런 어려움은 못 느꼈는데 근래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기피 업무를 안 

하려고 하고 쉬운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은 학교 여건하고는 무관하게 생

각이 나뉘면은 거부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상에 애로가 있더라고요. 부장 보직 중에 

학생부장 이런 거 보직을 임명할 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B교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속담에 “내가 하

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시어인 기소불

욕”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싫은 일은 안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과급 

같은 것도 자기는 학생부 일 안 한다고 그러면서 성과급 받을 때는 많이 달라고 그러

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이게 제가 수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

금 현재도 이제 힘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I교감).

교감은 교사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분장하고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교사들마

다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기피부서가 되어 가고 있고, 또 학생부장 이런 보직

도 매우 꺼려하는 실정이다. 또 예전보다 교사들 스스로가 무기력감을 느끼기

도 하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화되는 등 개성이 뚜렷하기에 억지로 

어떤 보직을 맡긴다든가 업무를 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업무

분장 및 교사들에게 맞는 보직을 잘 맡기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

는 것이 교감의 역할인 동시에 또한 그것으로 인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거나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교감은 업무를 균등 분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업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

력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민주적 방법으로 업무 분장을 통

하여 갈등을 최소화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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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직원·교원단체와의 업무 모호성과 불명확한 한계

행정직원과의 갈등 원인은 업무의 모호성과 불명확한 한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정 중재하는 것이 교감으로서 어려운 면이 있으며, 교장이 업무를 정리해 주어야하

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교감은 갈등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게 이런 결정하고 정리해주는 거를 교장선생님이 해주신 게 참 어려워요. 교

장이 안 해줘요. 행정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생각이 다른 강한 실장이 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업무의 불확실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딱 울타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업무량이 엄청 많아져.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대응 훈련 이런 것

도 다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막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부

딪혀 가지고 그쪽으로 넘겼어요(E교감).

이렇게 교감은 행정직원 등과의 관계에서 또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기관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원적 구조의 갈등이다. 교육기관의 역할을 

세분화 하자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역할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직의 

역할이 같은 교육목표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원은 행정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행정직은 교육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오는 갈등이 크며,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 조직 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제도와 같은 직무 갈등이 

큰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칙과 더불어 업무 표준화를 통한 업무의 불명확성의 불

식 노력과 함께 구성원 간의 관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

과 투명성, 참여 기회의 균등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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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업무 전가,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A교감의 경우는 행정실장의 자기 자신의 승진을 위한 업무 전가로 갈등을 겪었다. 

또한 교육공무직 사서와 교과서 업무를 가지고 협약 사항이라고 업무를 거부할 경우 

조정하기가 어려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G교감의 경우 

“자기들의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반기를 요즘 확 들죠. 또 개인이 그렇게 막 교장, 

교감이 강하게 추진하면 또 걔들이 쫓아와요. 단체로”로 이야기하면서 교장, 교감의 

학교 경영 관리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즉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및 업무 

이기주의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우리 학교도 새로운 사서가 왔는데, 그 협약서인가 있잖아. 교육공무원 단체에서 협약

서를 갖고 와가지고 교과서 업무가 그거에 좀 들어있더라고. 이번 협약에서 안 하는 

게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빼주라는 거야. 그거 빼주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같잖

았지.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교과서 업무 좀 도와주면. 협약사항이라고 내놓으니까 

이거는 빼자. 싶어서. 그 때 그 왜. 그 때 그. 그거 있었죠. 사람 개인의 문제 같아요.

땡깡 부려가지고 교무실로 올려왔었어요. 네. 쓰레기 처리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급

식, 식단. 다 올라왔었어요. 그니까 사실은 000 5급 공무원 시험공부하려고 자기가 결

재를 안 하려고 숨어서 하느라고 모든 기안 문서를 다 교감이 하도록 넘겨버렸거든요. 

최악이었어요(A교감).

그 000가 우리 학교에 있거든. 이 친구가 무슨 단체에 가입했나봐. 노동조합에. 내가 

한 마디 했더니 아, 이건 아닌데요. 교감선생님 하더라고. 아,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그거 노동조합 뭐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있더라고. 법령을 

알아야 되겠더라고. 아니, 뭐 법령이라기보다는 조심해야죠. 그래서 비정규직 노조의 

대체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교감이 알고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 거기는 뭐냐면 비정규

직 단체 있잖아요. 왜, 도교육감 이런데 만나서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약사

항이라고 확인을 안 했는데 우리는 교과서는 사서가 안 하죠. 거기는 선생님이 하죠? 

대부분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는 거 같더라고. 어느 학교를 가든. 그런

데 봐서 선생님들 업무가 많으면 거기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제약이 좀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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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더라고. 거기는 교장이 또 위임을 해야 되는데 협약이 있고 자기들의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반기를 요즘 확 들죠. 또 개인이 그렇게 막 교장, 교감이 강하게 추진하면 

또 걔들이 쫓아와요. 단체로(G교감). 

비정규직단체, 교육공무직원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

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진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이행 점검을 하고 있

다. 그들의 목적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경영을 위한 교무 조직과 

업무 분장 등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는 업무 분장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단체 협약 

사항으로 제약을 줌으로써 관리자의 원활한 학교 경영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

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 학생 교육 및 학부모 관계 갈등 원인

1) 신입생 선발 기능의 부족과 학습 무기력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이 되어 선발 기능이 거의 없는 학교의 경우 A, G, J교감의 

경우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공립에 근무하고 있는 G교감의 경우 “근데 

무한경쟁에 빠지니까 사립학교만큼 우리가 또 그만큼 융통성 있게 하기도 어렵고 말

씀하신대로 이런 경쟁을 항상 모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본

질적인 회의도 있긴 하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해야 되고”

라는 표현으로 사립의 경우와 비교하면서 공립에서 신입생 모집을 노력하면서까지 

모집해야하는 본질적인 회의를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꼭 학생을 그렇게 학생 모집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이게 구조가 

지금 특성화학교 이렇게 경쟁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모든 생존을 자력갱생이

랄까요? 그냥 특성화고등학교에게만 맡겨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없

고. 여기 와보니까 무한경쟁이에요. 무한경쟁. 특성화고등학교 끼리. 사립학교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제일 선호해요. 물론, 나름대로 거기의 교육내용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

데 무한경쟁에 빠지니까 사립학교만큼 우리가 또 그만큼 융통성 있게 하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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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쟁을 항상 모시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본질적인 회의도 있긴 하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해야 되고(G

교감).

2) 기본생활습관 형성 부족 및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신입생 선발 기능이 부족한 경우 학습 능력과 함께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한 학교폭력과 수업 방해와 같은 수업권, 교권 침해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J교감의 경우 조폭 수준 정도 학생, ‘3D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약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살려달라고’라는 학생부장의 어려움 토로 등 업무 

조정 및 학생, 교사 갈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G교감 역시 신입생 확보가 

어려운 공립학교 교감으로 신입생 모집에 본질적인 회의를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모집하지만,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달 되니까 다 들어오는 거죠. 다 들어오고, 선별, 선발 기능이 없어지니까. 수업도 

마찬가… 생활지도 어려울 텐데. 대드는 놈들이 이건 뭐 대놓고 하니까. 뭐 여선생님

한테는 무슨, 무슨 년.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학폭과 관련 돼서. 이 아이는 진짜 셉

니다. 범죄… 범죄라고 표현하긴 좀 뭐한데, 소년원을 벌써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근데도 안 고쳐집니다. 조폭수준입니다. 그거 가지고 민원 넣더

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 학년부장은 아… 3D도 저런 3D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약 먹는 사람도 봤습니다. 약 먹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스트레스 때문

에…  지금 학년부장 하시는데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살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

요, 그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드렸어요. 학폭위였는데 이건 뭐 협박도 들어오

고, 협박도 뭐… 그냥… 조폭협박입니다, 조폭협박. 밤길 조심해라, 너 살 것 같으냐. 

그 정도로 심해요(J교감).

많아요. 많은 편이죠. 그런 아이들…함부로 배운 아이들, 함부로 기본생활습관이 형성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 여럿이다 보니까 수업방해가 많고 선생님들하고 갈등… 자기

들이 성질을 부리는 건데, 누군지 사랑을 계속 주면 바뀐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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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 학급에 여럿일 때는 이게 힘들고 또 수업을 지나치게 못하게 만들어지고, 그

래서 부득이 이제 퇴학시킬 수밖에 없는. 기회를 많이 줘도 여전히 하니까 그런 아이

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자퇴가 대부분인데, 실상은 이제 계속 다닐 수가 없는 상황

에 이르니까 자퇴라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선도처분을 받을 때 퇴학을 내리면 자퇴를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여간 중도에 탈락되는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었죠. 작년이. 

워낙 그렇게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아픈 얘기죠(G교감).

신입생 선발 기능이 부족할 경우 기초 수학 능력의 부재와 함께 기본생활습

관이 잘 형성되지 않는 학생이 많이 입학 경우는 수업 자체가 어려우며, 더불

어 생활지도도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교감은 교사들의 수업 및 생

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마음 아픈 

현실임을 깨달으며 어쩔 수 없는 체념하기도 하며, 한편 자퇴 등으로 학교 밖

으로 나갈 때 마음 아픔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학교 내에서 잘 적응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3) 학부모의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 및 자기 아이 과잉보호

C교감의 경우 전임 교감이 과도한 학교 정책 개입과 간섭 등으로 명예 퇴직의 원

인이 되기도 했다. I, A교감도 부모들의 자기 아이의 과보호와 학생만 믿는 오해로 

발생하는 민원처리로 갈등 겪었다.

운영위원장이니 해 가지고 계속 여기 학교에 정책적으로 과도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러면서 학교 정책을 너무 지나칠 만큼 과도하게 간섭을 해요. 힘들어서, 

(C교감).

요즘은 제일 좀 선생님들 어렵게 하고, 관리자를 어렵게 하는 갈등은 오히려 학부모들 

같아요. 학부모들. 민원. 그 민원을 들어봐서 타당하고 그런 거면 저는 적극적으로 들

어주거든요. 근데 아예 설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 민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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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니까 학폭 관련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학폭. 부모들이 대개 보면은 자기 아이

를 옹호하려는 마음이 앞서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상대방 아이가 잘못 했는데 왜 우리 아이한테 뒤집어 씌우냐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규정이 이렇고를 얘기를 해도 납득이 안 가니까 개중에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결국은 교감이 나서서 설득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가 오거나 현장조사를 나와도 제가 다 해야 되고(I교감).

제가 학폭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어떤 뭐라 그럴까? 처리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리

에 대한 어떤 능력이 미흡했던… 부족했던 거예요. 처리…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걸릴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했어도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의기

소침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끌려간. 질질 끌려 다닌 거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어요. 교감으로서 행정적으로 교사도 보호하면서, 학교도 보호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민원처리가 항상 부모한테 끌려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우

리의 어떤 강력한 중심,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 질질 끌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학

부모한테 너무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적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경험부족이죠(A교감).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 학교 운영 

개입,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보호 및 학생만 믿는 풍토와 문화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라고 볼 수 있다. 

4) 교사 지도 미숙으로 인한 민원처리 

E교감의 경우 교사의 지도 미숙으로 민원 처리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 했

다. A교감의 경우도 상급 기관인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의 아쉬움, 학부모에게 마냥 

수그리고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대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곤란함을 겪은 경우가 아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하고 애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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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확장이 되가지고 이제 부모가 개입을 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날 

선생님하고 있었던 일을 꼬치꼬치 집에 가서 다 얘기를 하면 그 선생… 그 부모님들은 

그걸 다 메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한테 딱 들이 댔어요. 이거는 교육

이 아니고 이거는 학대입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학대입니다. 이거

는 인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그런데 그게 제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학부모님이. 그런데 교사인 사람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

대로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됐는데, 결국

은 학교… 학부모님이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교과 반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걸 중간

에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다른 선생님들 반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

생님이 병가를 냈어요. 병가를. 결국은 진거죠. 학부모님한테. 코너에 몰리니까 결국은 

병가를 내고, 그 다음에는 자율연수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기간제 썼어요. 그러

니까 이제 이렇게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것을 선생님이 강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신분상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한테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갑질

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들었어요. 학부모

가 학교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청으로 전화를 걸고, 교육청에서

는 또 장학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제 문제도 아닌데 제가 해결

을 했어요. 또 선임교감선생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제 또…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학부모하고 애들 사이에… 아니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지금 상에서는 뭐 민원 실리

주의가 됐으니까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교사입장에서 

부당하다. 교감이 누구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들면. 사실 누구 편이 어디 있어

요. 근데 이제 본인이 문제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대들고 그러면 참 기

가 막힐 일이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속이 끓기도 하고 그런 거죠(E교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못해줬던 거예요. 항상 학교에서 학폭위 터

지면 선생님들이 수그리고 최대한 어떤 민원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추후지도만 잘 해

라. 저는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최대한 우리가 하기는 하되, 우리가 

못할 건 못 합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내놓는 거. 이렇게. 못 한다고 하고, 법적으로 갈 

때는 가도록 하는데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또 어려울 거예요(A교감).

교사의 지도 미숙으로 민원 처리과정에서 교감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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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 대부분 민원은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민원 실리주

의이다. 교감은 학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지만 교사는 교사입장에서 교

사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대드는 경우와 같이 분통이 터지고, 

속이 끓기도 하고 처리하는 데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사의 지

도 미숙으로 인하여 병가, 자율 연수로 이어지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어

려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

교감의 중요하고 어려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런 민원 처리

인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경우 법적 소송이나 언론화 우려, 감사, 징계 등

으로 인하여 교장 승진의 제한 우려 등으로 갈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라. 교감 자신의 적응 갈등 원인

1) 특성화고 교육과정 인식 부족 및 경험 부족

인문계 출신 A, D교감의 경우, NCS, 현장실습, 기능대회, 페스티벌 등 특성화고등

학교만의 특성을 가진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초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갈등의 원인이라 볼 수 있었다. 인문과 교감 출신

인 D교감은 일반고를, 중학교 출신 A교감은 집 인근 중학교 발령을 기대했으며 처음

에는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부담과 함께 황당한 감정을 가졌다. A교감의 경우 

“NCS가 제일 두렵고, 어렵고. 그 NCS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고”라는 표현 하였다.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싶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일반적인 

중학교. 왜냐면 제가 중학교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근데 특성화고 근무는 저한테 엄

청난 부담. 굉장한 부담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실제로 역할을 못했고. 저는 많은데 그게 저는 그거 같은데, 

그거 뭐죠?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하나 들은 거, 새로운 거 들어야… NCS가 제일 두렵

고, 어렵고. 그 NCS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NCS하고 애들… 전 아무것

도 못했지만, 애들 취업하고 취업 나가기 전에 실습 나가는 걸 뭐라 그러죠?  아주… 

예. 그 뭐라 그러죠. 애들 전공도 못 살리고. 식품과 애들은 이렇게 잘 배웠는데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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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 싸고 이런 거. 단순 노동? 한계? 이런 거를 느꼈을 때(A교감).

인문계 고등학교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학을 애들이 정말로 많이 잘 보내고 

싶었어요, 특성화 왔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NCS가 무슨 말인지도 몰

랐거든요 한 달 동안은 조금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D교감).

특성화 출신 교감들은 대부분 중학교나 인문계고등학교 발령을 기대해 보기도 하지

만, 대체적으로 발령에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C교감의 경우 매우 만족을 보였다. 인문

과 출신이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I교감의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

지고 있었다.

그럴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죠. 저도 실제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우리가 수업할 때는 주로 아이들이 전혀 수업에 참여

하지 않고 가끔씩 막 반발해서 하는 경우라든가, 이 학부모들이 아이들 얘기만 듣고 

전혀 엉뚱한 민원을 제기해서 막 궁지로 몰거나 할 때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끼듯이… 

그 관리자가 되어서 한 번씩 회의가 드는 거는 사실은 뭐, 단순하죠(I교감).

E교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인사 발령은 특성화고 출신 관리자가 가는 게 맞

다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성화고 경험이 없는 경우 특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

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 출신이 관리자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이나 

관례, 문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 교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 시스템에 젖어 있던 교감선생님이 특성화

에 오면, 특성화에 어떤 그… 애들이 실습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어수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못 견뎌 해요. 전임교감선생님이 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일 이제 교사하고 교감선생이 싸우는 거야. 종 안 쳤는데 왜 나

왔느냐. 그 다음에 실습시간인데 왜 애들이 돌아다니느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

성화고등학교의 어떤 그런 풍습이나 분위기를, 중학교에 계셨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일반계고등학교에 계셨던 교감선생님들은 그 특성화 분위기를 몰라요.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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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 같아. 뭐 이상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교감선생님들이 더 이

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임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년 있다 다른 데 가셨어

요.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후배인데 술 한 잔 먹어보면 막 욕을 해요. 선생님들을. 선

생들을 욕해요. 특성화. 예, 특성화 교사를 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특성화는 

특성화 전공 교과 선생님이 계시면 좋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승진제도로 봤을 때는, 

그 특성화가 교과가 적으니까, 다 인문계는 빨리 되고(E교감). 

교감연수 한 5년 전이나 되는데. 하여튼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행정적인 거 

있죠.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하여튼 행정적인 거 뭐 이런 거. 학폭위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 때는 멘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있나요? 

아, 교장연수도 멘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특성화관련 프로그램은 기억이 없어요(A교감).

경기도교육청의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전문교과 교사 선발은 인문교과에 

비해 전문계열 교사의 교사 수가 적은 관계로 자격연수 선발에 있어서 인문교과교사

의 수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특성화고 인사 발령에 있어서 전문

교과 출신 교감을 배치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적은 수와 인사시기가 맞지 않아서 

인문교과 교사가 많이 발령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발령받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교감자격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특성화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고 있으며, 인문과 출신 교감자격연수 대상

자는 사실 특성화고 발령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부담과 당황스

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성화고 관리자 인사 배치에서 전문과 출신 교감을 우선 배치하는 인사 시스템과 

함께 전문과 출신 배치가 어려울 경우 특성화고 적응을 위한 특성화고 경험이 풍부

한 교감이나 교장을 활용하여 사전 적응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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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 노력과 상급 기관의 근무성적 평가권에 대한 제약 

승진 규정에 현 교감의 직위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위에 대하여 연구 점수를 부여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때 대부분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연구 점수로 활용하였으나, 

교감 직위에서 다시 연구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감들이 사이버 대학이나 취득이 

용이한 대학에 몰리는 경우가 있다. H교감의 경우 혁신 대학원을 합격하고도 포기한 

경우로 학교일도 많은데 승진을 위한 대학원 수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E교감의 경우 제도에 맞추어 승진이 늦

은 교감인 경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교감의 경우 상급 기관의 근평에 자

유롭지 못하여 교육청의 각종 지원활동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는 평가시스템이라고 

봐야한다고 하며, “어떤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선생님들하고 소신껏 운영을 

펼치는 데 조금 지장은 가져왔어요."라는 표현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교감이 대학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사실 없어요. 제가 혁신 대학원

을 합격을 했어요. 아주대 대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합격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포기 각서를 쓰고 못 갔어요. 이제 50, 50이다 

보니까 교육청 5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출장도 

많고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대학원이라든지 뭐 다른 

연구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사실은 너무 쉬운 게 아니다. 이런 게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H 교감).

그거야 교감이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을 위한 대학원 수강. 이건 제도가 그러니까 그

것을 뜻을 두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존중을 하죠. 그 분들이 대부분 교감이라면 

경력도 많이 있는 지긋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빨리 그렇게 승진을 해서 최고

경영자로서 학교를 경영해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진 분이라면 마땅히 이루고

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E교감).

교장 승진도 준비도 대학원이라든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대학원, 그 다음에 

연수 점수. 그 다음에 교감도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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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 교감 근평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건 맞아요. 

교감이 교육청에서 주는 어떤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선생님들하고 소신껏 운영

을 펼치는 데 조금 지장은 가져왔어요(A교감).

현 승진 규정에는 제도적으로 현 직위에서 학위 취득 경우 연구실적 가산점을 부

여하고 있다. 승진 문제와 보이지 않는 자기계발, 전문성 향상, 학교 관리 업무와 양

립에 대한, 그렇게 대학원 학위 취득에 대에서 긍정적이지 않는 분위기 등으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교감의 근평은 교장의 근평도 중요하지

만, 대부분의 교장은 교감에 대하여 만점을 주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교육청, 도교육청의 근평이 중요한 승진, 자격 연수의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 갈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갈등은 교육 구성

원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 갈등과 여러 가지 업무에서 오

는 직무 갈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교감의 갈등 원인은 결국 구성원들과의 인간  

관계에서 각 구성원들과의 관계 시마다 교감은 제 2인자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각각 

다른 역할과 기대를 부여받음으로 인한 갈등원인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며, 이

것은 개인의 어떤 성향, 가치관, 인격의 성숙도 등 자신과 상대방의 내적 심리적 영

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높은 자신의 기대 수준, 높은 인간 욕구의 자아실현에서 찾

는 것이 갈등의 본질이며, 더불어 업무 관계에서 오는 직무 갈등은 교감이라는 위치

가 주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의 역할의 책임성과 한계, 권리 등에서 그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갈등 대처

가. 교장 보좌 갈등 대처

1) 교장 스타일에 맞추며 철저한 제2인자

대부분 교감들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치려는 생각은 갖고 있

었으나 몇 번의 갈등 관계를 빚으면 교장스타일에 맞추는 순응형의 대처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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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A교감의 경우 빠른 연령에 교감으로 승진하여 4명의 교장을 모셨는데 교장의 스타

일에 맞추는 스타일을 보였다. “이제 5년 동안 몸에 뱄어요. 교장 받들어 모시기.”, 

“어쨌든 교감은 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라는 표현으로 직급이나 지위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순응하는 모습을 보

였다.

관리적 스타일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교감은 2인자 역할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그

림자 역할.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은 천사역할, 교감은 들들볶아요. 선생님들을, 교장이 지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들한테 안 되어 있냐고 호통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선생님들

이 다 우리 교감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때는 교장이 자기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이 더 좋은 줄 알았거든요(G교감). 

제가 교장 4명을 모셨는데요, 어떤 교장은 저에게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해주고. 

위임해줬어요, A교장선생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교장은 절대로 위임해주지도 않았

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이 달라서 이전 교장과 두 번째 교장은 완전히 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전 또 수정을 해야 했어

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굉장히 깨끗하게 학교를 위해서는 잘 했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서 받들어 

모시는 것 밖에 없어서 저는 아무런 위임 어떤 권한이 없었어요. 네 번째 교장은 모든 

걸 다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니까 지금 교장선생님

한테는 일일이 의논을 해놓으니까 저한테 권한을 또 많이 주시는 거예요. 교무실에 있

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서 다 해결을 해라. 큰 그림만 그려준다는데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저도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니까 교장은 학교 전반, 커다란 그림이라는 건 

학교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만 이제, 비전이 아직 얘기도 안 나왔지만 큰 틀에 있어서

만 관여를 하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라든가 선생님들과의 학사운영 이런 거는 다 저

한테 교육…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감의 자리는 어떤 확실한, 확고한 어

떤 역할을 정립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감의 특별한 역할이라는 건 

행정적인 역할 정도밖에 없다. 권한은 없고 어떤 임무나 역할은 있다. 행정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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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언제든 저희는 교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

요. 교장은 직위나 위치 이런 것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교감

이 조금 자기 의견을 내면 불쾌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또 저것이 나랑 엊그제까지 

같이 교감을 했는데 그랬다고 나를 교장대우 안 하나? 이럴까봐.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요. 내려가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접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그게 제가 이

제 5년 동안 몸에 뱄어요. 교장 받들어 모시기. 실장님은 절대 안 하시죠. 실장님한테는 

행정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니까 행정실과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저를 시설관리위원장으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교감은 교장이 시

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또 그거를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

고. 또 선생님들의 복무라던가, 복무. 그런 거에 대해선 너무 잘 못해준 거죠.(A교감).

교감들의 대처 방식은 관료적 위계적 조직에서 최종 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평정권

을 가지고 있는 교장의 지도 스타일과 가치관, 태도 등에 맞추며, 자신에게 적합한 

갈등 대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같은 관리자이면서 제2인자 위계와 제도적

인 한계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관리자들끼리의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서로 자신

을 맞춰가는 것이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지름길이라 여겨진다. 아무리 성인군자의 품

성을 지닌 관리자라도 상대방이 모두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넓은 아량과 깊은 이해의 마

음으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교장과 함께 공동의 파트너십 발휘 

B교감 역시 관리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같은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 결정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는 교감이라는 역할 자체가 학교에서 단

지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장과 함께 공동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 

저 같은 학교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같은 관리자다. 교장이 팀장이야. 교장은 팀장일 

뿐이고 선생님들 다 얘기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한

다고 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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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영역을 다 인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B교감). 

C교감의 경우 의사결정시 구성원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갈등에 대처하기도 하였다. A교장의 경우 인문 출신 교장으로 교감과 

많은 의논을 하고 자유스럽고 충분한 소통과 수용이 있었으며, 권위적이지 않고, 온

화한 스타일, 확실한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감을 신뢰하고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었다. 이렇게 교장과 자유롭고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통합형 대처를 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을 교장, 교감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고 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들과의 갈등들이 많아지는데 어떤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교감, 교장이 관리자로서의 

책임 그 어떤 문제해결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딱 떨어지면 그 관련된 구성원들이 협의

체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개인이 갖는 갈등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

게 좋은 의견들이 나와요. 해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교라는 게 교장, 교감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조직. 학교는. 조직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고 하면 갈등도 어느 정도는 개인, 개인에서 집단으로 가니까 갈등의 근원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와해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도 참여하는 걸 좋아하잖아

요. 물어봐 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 들어

오면 같이 함께 얘기 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C교감). 

A교장의 경우 수학교과의 인문 출신 교장으로 선비스타일, 권위적이지 않고, 강직

하고 청렴, 온화한 스타일, 확실한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감과 많은 의논을 하고 자유스럽고 충분한 소통과 수용적인 면이 있었다, 

또한 교장이 교감을 신뢰하고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었다. 실제로 교장과 소통이 잘 

되는 A 교감의 경우가 그러한 갈등대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을 비교해드리자면 첫 번째 A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아주 선비 스타일이시잖아요. 

온화한 스타일. 그런데 그 어떤 확실한 기준은 있더라고. 업무 스타일이나 교직에 있

어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은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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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고, 나머지 어떤 행정적인 거 운영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굉장히 어떤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를 주셨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웠고 충분한 소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용적이셨고, 저는 또 제가 선생님들 위

에서 군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감 처음이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학교 내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거기다 우리는 경력자인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장님들이 해오시던 스타일, 부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어떤 결정을 원하실 때, 판단을 원하실 

때 저는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이 다 수용해주셨어요. 굉장

히 수용적이셔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업무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장선

생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아주 

수월했어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다 수용적으로 들어주시면서 판단해주시고. 대부분은 

저의 생각이 그 당시 선생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다 들어주시고, 

그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거의 99% 허용을 해주셨어요. 거기 대한 

판단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계셨어서 저는 되게 고마운 교장선생님이셨고, 지금도 관

리자하면서 그 분이 저 마음속에 주신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은 맞다. 맞으시

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막 강직하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일방적으로 끌

고 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도 많이 의논을 하셨어요.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시냐. 갔다 와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셨던 게 참 고마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운영하면서 제 의견을 말

씀드릴 기회를 많이 얻었죠. 제 존재감이 좀 있었어요. 존재감이(A교감).

E교감은 교육보다는 행정을 더 우선시하는 지침과 규정을 강조하는 공권설에 입각

한 교장에게 순응보다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개념론 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권설에 바탕을 둔 이념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니까 

지침대로만, 또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또는 지침은 이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지침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

장선생님께 지침 이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사람 사는 세상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먼저 좀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충언을 많이 합니다(E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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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공동의 입장

에서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고

자 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양쪽의 입장을 공동으로 통합 할 수 있으며 양측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서로의 요구 및 성과를 최대한 높은 수준까지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

는 유형이다. 이러한 갈등대처 유형은 교장과 그 스타일이 맞을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조직의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장과 교감이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맺을 때, 조직 내

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교무 관리 갈등 대처

1) 정확한 문제파악 및 종합적 대안 제시

I교감의 경우 교감의 비전 제시 및 당위성을 통한 자발적 문화 확산, 팀별 토의, 

연수를 통한 참여 의식 고취를 하고 있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F교감 소

통과 이해와 설득으로 교감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D교감의 경우 “11월 달에 부서 배분할 때 업무 적용할 때 그때는 확실히 합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면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합시다. 웃

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절대 화 안 내거든요.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목소

리 톤도 그렇게 하면서” 확실한 업무 분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한 갈등을 해결

하고 있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감으로서 하는 일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일을 

정확히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교장선생님의 어떤 리더십

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운 상황 같은 거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교감들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잘 서로 소통을 시키고 어려운 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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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설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왔을 때, 그렇

게 해서 뭔가가 되어 갈 때 성취욕을 느끼는 거잖아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는 쌓이죠. 사실, 사람들이 못 알

아줄 때라든지, 야, 교감이 교장과 한통속이 돼 가지고 말이지. 그런 얘기도 들을 때 

있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또 그거를 풀어나

가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F교감).

저는 뭐 자문 같은 걸 받아본 적은 없고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

아요. 하나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토의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또 그래

야 되고 저는 항상 모든 걸 이제 어떤 합리적 관점에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나 사례를 제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뭔가 느껴서 주로 선생님들이 본인도 아, 이렇게 표현해 봐

야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던져주는 거죠. 또 실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던 선생님들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자꾸 발표하게 만들고 해서 뭔가 자기를 돌아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렇지 

않고 오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나 해서 저는 피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명이라도 인식이 

형성이 되면 뭐 이제 우리가 자꾸 팀을 조직해서, 팀 별로 자꾸 토의하게 하고 연수 

다니게 하고 하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각 부문별로 두, 세 명만 있

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만 자꾸 만들어서 당위성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은 그

래도 말없이 따라 오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그냥 있어주니까 변화

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시간은 많이 걸리고 하니까(I교감).

알력이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실장님 연락을 해요. 그래 가지고 실장님 이번 일은 좀 

하셔요. 그런데 11월 달에 부서 배분할 때 업무 적용할 때 그때는 확실히 합시다. 어

쨌든 간에 올해는 실장님도 올해 1월 달에 오셨지만, 그리고 계장님도 올해 오셨지만 

작년에 실장님, 계장님 있을 때 업무쪽에서 이렇게 짠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

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업무는 여기서 하고 대신 이쪽 업무는 내가 보건 선

생님한테 이거 이야기해서 다른 거 하게 할게. 대신 하나씩은 합시다. 이러거든요? 그

리고 이쪽은 청렴으로 하고 솔선수범. 그런데 업무분담이 안 돼서 올해는 하여튼 작년

에 짠 대로 합시다. 그리고 대신 11월 달에 내년도 업무조정할 때는 서로 허심탄회하

게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면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합시다. 하면 교감선생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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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런데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은 왜! 이렇게 업무를 짜냐고. 그러면 아, 이거 실장님은 꽁하고 성격

이, 서로 부딪히니까 소리가 나지 우리 교무가 이렇게 하고 실장님이 아무 소리 안 하

면 소리가 나? 서로, 그 사이에 나만 죽어. 끼어 가지고. 무서워. 나만 죽겠어. 우리 교

무는 나한테 실장님은 나 어떡해? 원칙대로 해야지. 막 그러면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또 그래요. 일단 할 건 하고 업무조정 11월 달에 합시다. 그리고 느낀 것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저는 절대 화 안 내거든요. 가서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목소리 톤도 

그렇게 하면서(D교감). 

교감들은 설득과 대안 제시, 비전 제시, 리더십 발휘,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으로 

업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통합형 갈등 대처를 하고 있었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하여 공동의 입장에서 갈등을 관리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고자 하고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양쪽의 입장을 

공동으로 통합 할 수 있으며 양측을 모두 만족시킴으로써 서로의 요구 및 성과를 최

대한 높은 수준까지 달성하고자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갈등

대처 유형은 관리자와 교사 간 서로 맘이 맞을 경우 교육성과는 커질 수 있을 것이

다. 학교라는 조직을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 행정직원  

등이 이 같은 비전과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의견에 대해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를 발휘할 때, 조직 내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

며 행복한 학교 공동체가 될 것이다.

2) 교감 자신의 해결책 강조 및 교사의 양보 요구

적극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교장과 역할 모델에서 파트너 모델

이라는 생각을 가진 D교감의 경우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지시하고 

잘 잘못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면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극적, 주도적으로 

교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E교감도 옳고 그름을 지적

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지배형 대처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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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업무적으로 지시 할건 지시하고요 예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오시

라고 해서 그 분은 협의의실로 안들여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 그만큼 잘못하

고 있는 공개적으로 정말 보여 주는 거죠 뭐 잘못했으니까는 제대로 좀 해 갖고 그냥 

단지 그것만 안내할 뿐이고 나머지는 잘 하려고 해요(D교감).

안 한 것도 있죠. 내가 결재를 안 하니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선생님들 하

고 합의도 안 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결재 안 하고 반려했

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나한테 화를 못 내고 주위 선생님들한테 이제 화를 좀 냈더

라고요. 그리고 내가 합의 했냐, 안 했냐는 물어봤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합의 안 된 

건 안 된 거죠. 이건 내부 규정인데요. 그런데 내가 와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본인도 

스트레스가 쌓인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결재 업무가 있고 내가 모

르면 모르지만 아는 걸 가지고 틀린 것은 지적을 해야죠. 지적은 해야 되고(E교감).

자신의 목표나 목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권위를 행사하거나 타인을 지배함으

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배형(dominating)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선호하

는 해결책을 강요하며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대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교감들의 교사와 갈등 관계에서의 대처 방식은 교장 대처의 순응형은 나타나지 아

니하였으며, 자신의 목표나 목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권위를 행사하거나 타인을 

지배함으로써 지배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교장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위계적 

조직에서는 자신 보다 아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순

응형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갈등을 대처하는 통합형,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는 지배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 닭 보듯이 갈등 대처를 포기하거나 기피

E교감의 경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부장들의 업무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

우에 간섭할 경우 교사와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비를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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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저도 그냥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소 닭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라는 표현으로 회피하는 대처를 하고 있었다.

A교감의 경우도 고경력 교사로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나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책임감 없는 부장교사와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 아예 갈등을 회

피하여 포기하거나,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사과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며, 그 일을 덮고 넘어가며 새로운 업무의 시작으로 해소하기도 하였다. 

지금 최고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00부장입니다. 제가 받기 전에 00부장이 임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감 연수까지도 받았습니다. 학교 업무를 저한테 모든 건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저한테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략해버리고 독단

적으로 운영해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간섭을 하면 시비를 가리는 것이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는 뭐 싸움으로밖에 안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비를 피하

기 위해서 저도 그냥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감으로써 당연히 그래도 부

하직원이니까 나이를 떠나서 이렇게 포용을 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듣고 하려고 하는

데 그게 또 교감이란 지위도 있잖아요. 00부장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00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봐주고 그러면 다

른 부장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꼭 논의할 것만 논

의하고 그 외에는 서로 그냥 쉬운 말로 소 닭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른 선생님들한테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시비를 가리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시

비를 가려서 이긴들 뭐합니까? 교감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뭐 이제 

한 두 달만 피하면 되니까(E교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해나가려

고 해서 그 분은 저하고는 서로 관계는 잘 유지는 됐어요.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저는 선생님들을 일로는 살짝 불신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신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해도 그 

다음의 저는 제가 밖에서 해소하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제가 조금 키워

진 것 같아요. 저 원래 꽁하고 많이 그런 뭐지, 응어리 있어요. 뒤끝. 그러니 제가 그

래서는 안 되잖아요. 30명하고 살아야 되니까 좀 털고 그러는 노력을 해요, 조금. 컨

디션이 좋을 때 불러서 다시 새로운 업무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하니까 



- 148 -

해소를 해요. 왜냐면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러는 거 안 해요. 나도 덮고 싶어요. 그래서 새

로운 업무로 다시 관계를 맺으면 그 일로 잘 풀리면 지나간 것도 풀리는 것 같아요(A

교감)

교감 자신보다 연령이 많은 고경력 교사 경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피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연령이 낮은 교사에게 지배형을 사용하는 것과는 대

조적인 대처 유형이다. 회피(avoiding)나 무행동(inaction)의 갈등관리방식은 표면적

으로 갈등을 없애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여전히 갈등의 잠재성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심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갈등관리 대처에서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교감은 자신의 자리에서 갈등을 크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

고 표면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갈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처리된 것처럼 행

동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개인적인 활동을 통한 대처

교감들은 또한 다양한 개인적 활동을 통해 학교 조직에서의 갈등에 대해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1) 전문학습공동체와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한 소통 및 정보 공유

이 연구에 참여한 교감들은 위에서 서술한 갈등의 상황 시 그에 대한 대처 또는 

해소 방법으로서 교감들끼리의 전문학습공동체 구성이나 지구장학협의회 등의 모임

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이들이 함께 정보와 대처방법을 주고받음으로써 

고립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원만한 소통이 가능

케 하는 방법들을 찾는 통로가 될 수 있다. 



- 149 -

저희는 이제 연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창체시수를 좀 조정을 해서 보통 학교들

이 월요일이나 주중에 하루를 6교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저희는 주중에 이틀을 6교시까

지 운영해요. 그래서 한 주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든 뭐든 뭔가 연수팀별로 협의

를 하던 하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에 6, 7교시를 교사 동아리의 날로 

정해서 교사별로 어떤 자율적으로 구성을 할 때도 있고, 뭐 과목별로 할 때도 있고 해

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하면서 하던 산을 다니면서 하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 와라. 또 뭐 이제 가끔은 요즘은 특성화고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서 외부강사들 불러서도 많이 하죠. 한 학기에 뭐 적어도 두 번 이상, 

많을 때는 월 1회 이상. 그 주로 인식, 처음에는 인식 개선에 필요한 연수를 많이 했

어요. 사례… 또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을 불러서 왜 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I교감).

저는 대부분 퇴근 이후에는 개인적인 모임을 많이 해서 또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선

생님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해결방법을 많이 얘기해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런 사람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 서로 쌍방이지 문제가. 저는 개인

적으로 성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내려놔도 되는데 못 내려놓고 하는 것도 있기 때

문에 그 분, 주변 사람들의 조언, 경험자들, 동료들, 저하고 친한 사람들의 도움을 많

이 받아요. 그리고 놀다 오고 하루 지나 보면은 많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고, 개인 취미생활을 하고, 지구장학협의회 있고, 전문학습공동체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누고 있어요. 교감들끼리의 서로 많이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정보교환도 하고 또 

통하기 때문에(A교감).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교감 연수를 받고 와서도 

다른 학교하고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큰 도움 받았던 것은 처인구 교감선생님들의 모임.  지구장학협의회가 제일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멘토도 10시간 과정을 했는데, 어우 괜찮았습니다. 어, 멘토 과

정이. 그 교감선생님이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거를 실질적인 걸 얘기를 해주니까(J교감) 

그냥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나는 이런 어려운 점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 아니면은 어디에 문의를 해 봐라 이런식으로 얘

기를 하게 되고요. 또 막상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학교 흉이 될 수 있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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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00이라는 선생님이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만

약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D교감).

2) 운동, 취미 등 레저 활동을 통한 갈등 해소

대부분의 교감들은 등산, 운동(인라인 타기), 걷기, 텃밭 가꾸기, 취미생활(영화 감

상, 독서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통해 개

인이 조직에서 받은 갈등상황을 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는 개

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답으로 인식되어지며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공적인 대처방법으로 여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거야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걸로 삭히는 수밖에 없죠. 그걸 표현할 수는 없

죠. 텃밭 가꾸기하고, 집사람하고 텃밭 가꾸기 하고 등산하고 그러죠. 농사꾼이니까 농

사짓는 일을 하면 잊어버리고 운동도 되고 그러죠(C교감).

저는 뭐 스트레스 해소를 운동을 해서 풀려고 하고 있고 스트레스 적게 받으려고 하는

데 이제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떤 운동을 해? 저는 인라인이요. 아 인라인 

그럼 매일하나요?(B교감).

여기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아직 특별한 그 주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어차피 그럴 바에야 저는 그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남

은 걸로 책 한 권씩 사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책 읽어 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D교감).

스트레스 방법이 이제 많은 교감선생님들은 등산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는 그냥 그 스트레스가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한 거 보면 스트레스가 있긴 한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주말도 저희는 자격증 시험장 관리하다 보니까 거

의 토요일 날마다 나왔어요(H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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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앙을 통한 갈등 해소

연구 참여자 가운데 면담 중 종교에 대하여 꺼리지만, F, G, H교감의 경우 대화 

속에서 신앙을 표현하였다. 종교는 신(절대자)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통

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볼 때, 내적 갈등에 대하여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욕구를 줄이면

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한 방편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신앙을 통해서 남들 눈치보고,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삶의 모든 영역

에서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내면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가 원래 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찬양을 하면 거기서 악기도 하

고 그러면 그런 데서도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뭐 그렇죠(F교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는 확실히 선생님… 그 들로 부터. 들로 부터. 때

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 기준에 맞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들… 그럴 때 저는 

그렇다고 불러서 지시하고 나오라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저 속에서 갈등도 

있고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하는데 대부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으니까(G교감).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죠. 믿음으로 해소하기도 하구요.

일요일 날 이렇게 가족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걸으면서 얘기하고 힐링 

시간을 가져요(H교감).

4)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 노력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변화시키고 갈등에 대처함에 있어서 자신

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에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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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수련,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마음 빼기라는 직무연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

면 이제 직무연수 30시간 들어갔더니 전임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막 한참 막 

기싸움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명상, 법륜스님 강의, 정신과 의사의 어

떤 그런 상담, 책 이런 걸 막 읽었어요. 강의도 막 쫓아가서 듣고. 여름방학에 막 00

에 가서 마음 빼기 수련원을 가서 일주일도 있어봤고. 근데 결국은 이게 다 내 탓이에

요. 내 탓이? 내 탓이에요. 내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큰 보자기를 펼쳐서 수용을 

하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쪼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 거고. 그

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음 수련 많이 했어요. 근

데 이게 좀 다니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 비슷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마음 빼기에서 그걸 애들한테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

데 어쨌든 지금 직무연수로 잡혀있어요. 이제 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걸 또 권

장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소양이라고 생각해요(E

교감).

이상과 같이 각 영역에서 갈등의 본질과 의미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문구로 추상화하는 표현을 하거나 면담자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에믹(emic)의 접근 방식에 따라 면담자의 말을 차용하여 이름을 붙

여 갈등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혔다.

교감이 겪는 갈등 경험의 본질은 업무와 제도적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직무 갈등과 

학교 구성원 간에서 오는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나 자신의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은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내 구성

원들 간에 한 자기 갈등이 심하면 다른 유형의 갈등도 함께 심해지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며, 한 가지 갈등은 심한데 다른 갈등은 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직무갈등은 관계갈등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고, 관계갈등은 직무갈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호정, 2009). 역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의 불확

실성, 모호성 등 제도적 문제 등의 직무 갈등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의 소통 부

재, 자신의 목표 추구, 성취 지향적 태도와 이해관계, 개인주의화, 업무 이기주의, 쉬

운 업무 선호 등 인간 본성의 욕구 충족의 인간관계 갈등으로 나타나며 또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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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가치관, 태도 등의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욕구의 충

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듯

이 조직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욕심 내려놓기, 마음빼기, 신뢰 등 인간의 소양과 인간

성으로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교감은 역할 갈등 경험을 통하여 자

신을 성찰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 전문성 향상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교감상을 정립하고 성숙·성장해 간다는 것이 갈등 경험의 본

질이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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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및 논의

앞에서 밝힌 연구 결과를 편의상 교감의 교장 보좌, 교무 관리, 학생교육 및 학부

모 관계, 교감으로서의 적응 영역으로 구분하여 역할갈등 상황, 원인 및 대처 방식을 

종합하고, 역할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미 및 시사점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대체로 교장을 보좌하면서 교감으로서 지원자, 중

재자 및 파트너 역할 모델의 충돌, 악역 역할, 혹은 교장의 과도한 권한 발휘로 인하

여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교감이 겪는 모든 역할

갈등 경험 상황이 분석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감으로서 교장을 충실히 보좌하려

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교장의 리더십 스타

일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원자 역할이 많은 편이고 중재자 혹은 

파트너 역할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상완(2011), 

신현석(1995), Harris et al.(2003) 등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즉, 교감의 역

할 및 직무 수행은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 학교 상황 및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감은 교장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교감 

자신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 한편 어떤 교감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모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행

위자 모델에 치중하면 교장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은 대체로 교감 자신의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라 소신 있게 역할하지 않고 교장

의 리더십 스타일에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교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의 역할과 

직무가 비교적 명료하게 제시되고 또한 교감 자격 연수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직무역

량을 교육 및 연수가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재직하

는 교감들은 자신의 직무역량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따라

서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 및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하여 교감직의 위상과 성격을 재설

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교감이 교장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교장의 전

문성과 지도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감직에 고

유한 역할과 직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의 모호성과 불명확한 관계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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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해야할 제도적, 법적 장치의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교장을 보좌하면서 겪는 역할 갈등의 원인은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 가치관 및 태도와의 부조화, 교장의 인사 근무성적평가권 남용, 교장

의 리더십 부족 및 교감의 전문성 부족, 교감의 의지대로 하려는 성취 지향, 구성원

간의 인간성 및 소양 부족, 신뢰 부족, 소통과 공감의 부족, 감사, 규정 준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 교장 중임 콤플렉스 등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대체로 관

료적이며 위계적인 학교 조직의 특성과 교장과 교감의 리더십 스타일, 가치관,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리자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소통, 수평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선행 연구와 상통한 결과이다. 즉 박상완(2011)의 관리자

의 리더십 스타일, 교감의 전문성 부족, 최혜숙(2015)의 의사소통 부족과 Simon & 

March(1958), Pondy(1967)의 의사소통의 단절, 가치관의 대립, 하성찬(1999)의

인성의 차이, 인지 및 태도의 차이,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문제, 이문영(2016)의 관리

자의 지나친 목표 지향적 행동과 규정과 규칙 강조 등이다. 즉 인문 교과목 출신 어

떤 교감의 경우 특성화고 초임 발령으로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갈등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관리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이 들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부족, 리더십 및 전문성의 부족

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갈등과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갈등 원

인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야 하며, 이것은 개인을 넘

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해가는 조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 특히 학교조직은 다수의 조직이 기계와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

비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소모되는 인간 집중적인 조직으로 어느 조직보다도 구성

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교육부, 2015).

셋째, 교감이 교장을 보좌하면서 겪는 역할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교장 스타일에 

맞추며 철저한 제2인자처럼 대처하는 순응형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및 교

장과 함께 공동의 파트너십 발휘하는 통합형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교

감이 모든 역할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을 분석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감의 역할

을 잘 수행하면서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맞추며, 교감 자신에게 유리한 갈등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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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 교감들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껏 교육활

동을 펼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몇 번의 갈등 관계를 경험하면서 교장 스타일

에 맞추는 순응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교장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파악 및 종합적 대안 제시로 통합형(intergrating) 갈등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Thomas(1976)의 갈

등관리 유형 이론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 정해희(2003), 이상근(2005), 정

지성(2008), 최재원(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갈등관리 유형은 경쟁, 회피, 타

협, 통합, 지배 유형으로 나누는데, 교감의 갈등 대처 방식은 교장의 최고의사결정권

과 근무성적평정권, 교장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경쟁, 지배, 회피 유형은 볼 수 없

으며 통합형과 순응형의 대처 방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교무관리 과정에서도 다양한 역할갈등 상황에 직면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1)교육과정운영, 2)교원·채용과 업무 분장, 3)행정직원·교

원단체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다르게 

취업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에 따라 교감들은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을 경험한

다. 즉 취업과 진학의 진로 정체성 혼란, 기능대회, 페스티벌 지도 등 기피 업무 분담 

조정 갈등이 확인 되었는데, 대체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목적인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좋은 기업체에 취업시키고,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교감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자원이 

부족하고 소질과 적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입학함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어렵지

만,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취업 역량 및 민주적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사회

에 진출하도록 학교를 교장과 함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그래서 특성화 교감들

은 취업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정체성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입생 확보와 학과 개편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학교 실습 시설 환경을 

갖추며, 산학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교감은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과 흥미, 적성 등 소질이 없는 학생들이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홍보를 통한 신입생 

모집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과 본질적인 회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교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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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계 평준화처럼 배정받으며 신입생 모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업교육을 위해서, “전공 교과 교사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학생

이 오지 않고 학급 감축이 이루어지면 전공 교과 교사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느

냐 ”등 자조적인 표현과 홍보를 가겠다고 중학교 3학년 부장에게 전화를 했을 때, 

“자리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라“는 전화 응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 마

다 직업교육을 위해 관리자와 교사들이 신입생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지, 현직 교사들

의 자리 유지를 위한 직업교육인지, 대안학교 수준의 학생들을 직업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정환경이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 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팔자소관이

라고 자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을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의 가장 큰 특성은 공업계

열 학생 중심인 기능대회, 농생명계열 학교 중심의 영농학생(FFK 페스티벌), 상업·

정보계열 중심의 상업교육페스티벌 대회가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서 교감이 해 오던 역할 중 하나로 학교의 명예와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서의 교장, 

교감의 학교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지도하기를 바라지만, 기능인 우대 풍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상과 함

께, 지도교사들의 개인 가치관, 태도 등 소확행, 개인주의화, 승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과 갈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는 대학학업 중단

율과 졸업 후 취업 현황 등 대학 적응의 종단 연구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현황, 취업 유지율 등을 파악하여 고교 단계에서 취업과 진학의 진로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성화고등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기능대회와 페스티벌의 지도가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

여하고 있는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필요한가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교감들은 교원·채용과 업무 분장의 갈등 상황이다. 즉 교장 공모제(公募制)의 

공모(共謀) 개연성 및 인사 유혹의 갈등, 양면의 동전같이 상반된 장단점을 갖고 있

는 복수 교감제, 수석교사제, 고경력, 불통, 진상인 교사와의 관계 갈등, 인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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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어요!라는 표현의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리 갈등, 정말 악몽 같은 

2월 교무분장 및 1등수 근무성적평가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에는 고 경력 교

사의 역할 부족과 독특한 성향, 불통, 진상인 교사와의 관계 갈등이 확인 되었는데, 

대체로 교감들은 교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인사 업무에 애로와 갈등을 많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장 공모제 실시 여부, 기간제 교사 채용, 산학겸임교사 채용, 

특성화교과와 보통교과 교사의 업무 조정 등에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어떤 교감은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교육청(2019)의 선행 연구 사례와 일치한

다. 교장 公募하랬더니 조작 共謀 투표용지 위조로 교장 공모제의 무자격 교장 공모

제 찬반투표 과정에서 교사가 투표용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내부형 공모제 자격

에서 해당 학교 재직자는 공모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한 사실이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이경(2009), 백승관(2012)의 선행 연

구와도 일치한다. 내부형이나 개방형으로 공모·임용된 교장의 경우에는 교무 관리 

영역에서 교장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교감의 보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

진다고 볼 수 있다. 교장과 교감 사이에 교무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될 수 있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복수 교감제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제도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경래(2004), 최지아(2016)의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 즉 복수교감 학교는 역할의 비효율성, 비전문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

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수 교감제는 양면의 동전같이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

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교감의 역할을 보완해 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수석 교사의 배치 목적에 맞게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김지선, 박소영(2012), 박인옥(2013)의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수석교사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사회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교장, 교감

과 마찰을 빚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교사 간 과열경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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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리의 갈등 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즉 근무환경 여건이 어려운 

읍·면 소재지 기간제 채용에서 많은 어려움, 행정적 절차 미준수로 인사 상 불이익

을 감수하는 등 교감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혜숙(2015)의 선

행 연구와 일치한다. 즉 교감들의 업무 중 가장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 업무

일 것이다, 특히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사)의 채용일 것이다. 

정말 악몽 같은 2월 교무 업무 분장 및 1등수의 근무성적평가의 갈등, 그리고 특

성화출신인 어떤 교감의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수석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 

부장의 경우 “씨알머리가 있는 건데”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통 교과 교사보다는 교

육과정을 잘 알고 있는 특성화 교과 교사를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는데 이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보통교사와 특성화 교과 

교사가 함께 근무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보통과 교사와 특성화 교과 

교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과 내부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나승일 외(2003), 최지아(2016) 등의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보통교과 교사의 경우 전문교과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석 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 운영부장과 같은 학교의 핵심 

교육업무보다는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행정실과 교원단체, 노조와의 관계에서 교감들은 교장의 교통정리, 울타리 관리

가 필요한 행정실·교원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갈등 원인으로 업무의 모호

성과 불명확한 한계,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업무 전가,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및 업무 이기주의 등이 확인 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는 행정실, 교원단체 등 인

사는 교장과 행정실장의 감독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감은 사실상 감독 관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장과 행정실장

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업무가 많고, 교육과 행정의 이원화된 체제에서 교육행정과 교

무 업무의 모호성으로 업무 조정과 갈등 관리가 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

성화고등학교는 규모가 큰 예산을 많이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실과 원만한 관계 유지

로 갈등을 최소화하여야함을 알 수 있다. 업무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예는 인사 관련 

업무로서 교사의 호봉 처리와 계약제 채용(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 보건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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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미세 먼지, 정수기, 폐수처리 등) 등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 업무의 불명확성(김서영, 2012; 유중열, 

2013; 박호선, 2013; 황지영, 2017; 김진숙, 2018) 그리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일방적 떠넘기기식 문화(김진숙, 2018), 교사의 우월적 태도와 교육

행정직 공무원의 관료적 태도(김서영, 2012), 교사 위주의 소통방식, 행정업무 위주

와 폐쇄적인 학교문화 등으로 나타났다. 박호선(2013)은 관리자의 고압적이고 보수

적인 태도, 과다한 행정업무 등 학교 업무의 특성상 집단 간 상호 이해 측면보다는 

교사와 행정직원이라는 이원적인 역할 차이에서 오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말하고 있다. 황지영(2017)의 선행 연구에서의 불명확한 업무사례로 교육급여 및 교

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목적사업비 정산 및 보고, 교사 인사(호봉 책정 및 승급 등), 

계약제 교사 및 학교자체 계약직원 채용, CCTV 운영 및 관리, 학교 수질 관리, 공기

질 측정,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교직원 건강검진 관리, 정보공시(학교, 교직원, 학

생, 시설 등), 아우름정보사업(저소득층 가정 학생컴퓨터, 인터넷 지원)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학교조직 내에서 교사와 교육 행정직원 

상호간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업무 분

장의 표준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박호선, 2013). 즉, 교사와 교육 행정직원의 갈

등 최소화의 방안으로 업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단위 학교

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석을 통하여 구성원 모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조직 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제도와 같은 직무 갈등이 큰 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칙과 더불어 업무의 불명확성

의 불식 노력, 사무 분장의 명확화와 함께 구성원 간의 관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원

만한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원활(유중열, 2013),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이해

와 존중, 의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참여 기회의 균등 보장을 하여야 할 것

이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학생 교육 및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의 충돌, 학부모의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 및 언론 기피

증의 학부모의 민원 처리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역할갈등 원인은 신입생 선발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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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과 학습 무기력, 기본생활습관 형성 부족 및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 그리고 

학부모의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 및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잉보호, 교사 지도 미숙으

로 인한 민원처리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명진(2003), 강영혜, 박소영(2008), 전미애, 임세영(2012), 

박나실(2013)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이렇게 신입생 미달로 선발 기능이 

부족한 경우,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기력한 

상태로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특성화고의 경우 성적이 낮아 어쩔 수 없이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교실 수업이나 실습수업에 대한 몰입이 낮으며, 전반적인 학업능력 

수준이 낮아 수업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교감의 역할 중 가장 어렵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민원처리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교감의 전임 교감 경우는 과도한 학교 정책 개입과 간섭 등을 처리가 명예퇴직

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최혜숙(2015)의 선행 연구에서 교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학부모민원 처리, 교사의 교육활동 미숙 등의 요인이 추출 되었는데 이와 

일치한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낮은 출발점 행동과 학습의욕 상실, 불안

정한 가정배경 등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무력감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학

교에 지각 및 결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아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방해받고 있다. 

학업중단자수 및 중단비율이 2.7%(교육통계서비스)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

교가 특목고, 자율고와 일반고, 특성화고 순으로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교

육성과 등의 측면에서 위계적으로 서열화 되어가는 징후들은 고교 서열화의 정착 가

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김경근, 2002; 김영화, 이정희, 2003; 김정숙, 백병부, 2010; 

이유정, 2016).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사의 수업 및 생

활지도가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승진 노력의 “대학원 딜레마!”로 표현되는 특성화고 적응과 승진 노력의 갈

등을 겪고 있으며, 갈등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인식 부족 및 경험 부족, 

승진 노력과 상급 기관의 근무성적 평정권에 대한 제약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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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성화고등학교 적응에서 대체로 전문교과 출신 교감의 경우 중학교나 인문 교과 

출신 보다는 특성화고 근무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 인문과 출신 교감은 특성

화고등학교 경험이 없는 관계로 엄청난 부담, 굉장한 부담, 황당한 감정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전문과 출신 교감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행복한 거

지. 송충이가 뭐 느티나무 잎을 먹어야 행복한가라”는 표현으로 만족감을 표현하였

다. 그리고 어떤 인문 교과 출신 교감은 NCS, 학습중심 현장실습 둥 교육과정을 알

지 못하고 적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승진체제

에서는 현 직위에서 학위를 취득하여야 연구 점수를 인정받기 때문에 교감들이 사이

버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취득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학교 업무와 학업의 양립으로 

어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진을 위해서 교장의 근무성적평

가와 함께 상급 기관의 교육청의 평가도 잘 받아야하기에 평가에 자유롭지 못하고 

상급 기관에 많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승진 

노력에 있어서 대학원 수강은 바람직하지 않는 조평호(2003), 최재진(2010), 장인

영(2011), 감사원(2013), 채정관(2018)등의 선행 연구 결과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교장의 전문성은 학위의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학력 소지자가 반드시 교육력이 높거나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석·박사 학위 취득 여부와 교장의 전문성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학위 가점의 배

점을 줄여 승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승진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

외하자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 중 한 명은 반드시 특

성화고등학교 근무 경험을 가진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

감자격연수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경기도교육청, 

2019)으로 교감자격과정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특성화고 경험

이 풍부한 교감이나 교장을 활용하여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경험할 수 있

도록 사전 적응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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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이 겪는 갈등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역할갈등을 겪을 때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역할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연구 방법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감이 겪는 역할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

미를 탐구하여 기술하는 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법이 적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계열을 고려하여 농생명 3개교, 공업 3개교, 상

업․정보 4개교, 가사 1개교에 1년 이상 재직하는 총 11명의 교감들이었다. 자료 수집

은 2019년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는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심층 면담 시 반구조화된 질문지 및 개방형 질문이 

이용되었다. 1차로 7명은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면담하였으며,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

해 2차로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4명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녹취 결과를 전사하

여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는 반복적 비교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방법

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과 경험을 탐색하여, 면담자의 목소리를 왜곡 없이 효과적으

로 드러낼 수 있는 에믹(emaic)의 접근 방식을 따라 면담자의 말을 차용하여 이름을 

붙임으로써 갈등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역할갈

등 경험은 대체로 교장 보좌영역, 교무 관리 영역, 학생교육·학부모 영역 그리고 개

인 적응 영역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교감이 겪은 역할갈등 상황과 원인, 대처 방법 및 갈등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장을 보좌하는 하면서 교감은 ‘지원자, 중재자, 파트너 모델의 충

돌’, ‘교장은 천사, 교감은 악역’, ‘최종 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평가권’등으로 

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발현되는 상황에서 겪는 갈등이 확인되었다. 갈등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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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리자(교장, 교감)의 지도 스타일, 가치관, 태도의 인식 차이와 부조화, 교장의 

인사 근무성적평정 평가권 남용, 교장의 리더십 부족 및 교감의 전문성 부족, 내 의

지대로 하려는 성취 지향, 인간성 및 소양 부족, 신뢰 부족, 감사, 규정 준수에 대한 

지나친 강조, 교장 중임 콤플렉스 등 이었다. 어느 조직에서나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상급자가 하급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하급자는 

자신의 소신과 상급자의 평가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감은 

대부분 교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

분 교감의 역할 모델은 지원자 모델이나 중재자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파트너 

모델이 좋다고 여기고 있지만,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책임과 한

계를 가지고 교장과 파트너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교장은 학교 경영

의 최종 의사 결정권과 교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감은 자

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

는 경향이 있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감 역할

을 수행하였으나, 교장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스타일에 따라 예스맨, 악역을 하면서, 

철저한 그림자처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장이 시키면 해야 하지”라는 관료

적 위계질서 속에서 자조하면서 순응형과 회피형의 형태로 갈등을 대처하기도 하였

다. 이것은 학교라는 조직도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 따른 스스로 역할과 책임에 있어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곳이기에, 교감이라는 역할이 처한 상황은 주도적으로 무언

가를 결정하거나 책임지기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취할 것인

가 하는 결정을 교감 스스로가 조직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적응하며, 자신의 

성찰을 통한 교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성장하고 교감상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둘째, 교감은 교무 관리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구성원들과 다양한 갈등 경험

을 갖고 있었다. 갈등의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정체성 혼란, 고경력 교사의 

자기 역할 부족과 독특한 개인 성향, 관리자와 교사의 역할 인식 차이, 소통 부족과 

자기중심인 진상인 교사 등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있어서 취업과 진

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가하는 진로지도 및 정체성 혼란, 기능대회 지도교

사의 개인주의, 승진 무관심, 소확행 등으로 기피 갈등이 있었다. 특성화고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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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대한 중요성을 놓칠 수 없는 현실과 그럼에도 진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

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기능대회보다는 공무원, 금융권, 공기업 취업 지도가 진로 상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상황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기능대회 

지도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관리 지도 해 오던 역할 중 하나로 학교의 명예

와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서의 교장, 교감의 학교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도하기를 바라지만, 시대의 흐름과 가

치관에 따라, 기능인 우대 풍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상과 함께, 교사 개인의 

가치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갈등 상황임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양면의 동전같이 장단점을 갖고 있는 복수 교감과 수석교사, 고경력 교사의 

자기 역할 부족과 독특한 개인 성향 등으로 인해 갈등이 확인되었다. 복수 교감제의 

경우 중간 관리자가 2명으로 인해 업무 불명확성과 상대 교감의 업무 스타일, 가치

관, 인문과 교감과 전문과 출신 교감 관계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수석교사

를 교장, 교감 외는 모두 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교감은 수석교사를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수석교사는 나름대로 교감 서열의 위치, 대우 등 

자리매김의 법적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갈등 본질의 일면일 

것이다. 고경력 교사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방패삼아 그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거나 소

통이 어려운 것이 교감이 이들과 겪는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평교사의 경우 개인의 

인격, 자존심 문제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통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없

는 진상인 교사와 갈등하고 있었다. 교감은“교사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고 할 것 같아

요. 을의 시대야! 교감 교장이 을인 시대”와 같은 자조적인 표현으로 관계 맺기에서 많

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公募制)가 사전 공모(共謀)의 개연성과 인사 유혹의 그림자가 

상존하는 우려의 갈등이다. 즉 학교 구성원의 공모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

표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켜 언론화 되었으며, 내부형 공모제 자격에서 해당 학교 재직

자는 공모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악몽 같은 2월 교무업무분장 및 1등수의 근무성적평가(근평) 갈등이 있었다. 평교

사가 승진하는 길은 절대적으로 근무성적평가가 좌우하는 구조로 주요 보직(교무, 학

생 등)을 거쳐야 한다. 업무 분장 시 누구에게 근무성적을 줄 것인가 교감은 많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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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2월이 정말 악몽 같잖아요.”라는 표

현으로 업무 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 기피 및 쉬운 업

무 선호에서는 “3D가 없습니다. 불쌍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살려달라고”

라는 학생부장의 기피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 교사들이 서로 하기 싫어하거나 맡

기 싫은 역할 등을 말할 때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해주면서도 그들을 잘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교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결국 교

감의 고유한 영역 자체가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행정직원·교원단체의 경우 갈등은 업무 모호성과 불명확한 업무 한계,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업무 전가,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및 업무 이기주의 등으로 갈

등을 겪고 있었다. 소수의 행정공무직과 다수의 교사로 구성된 교원과 이원화된 행정 

조직에서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감들은 업무 불확실성을 줄여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위성보다는 

단체 협약사항 등 노조의 관여 때문에 불편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업무를 교

사에게 맡김으로서 갈등을 대처하는 면도 있었다. 이 역시 교감의 역할에서 행정실 

등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갈등상황의 본질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 드러나

는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개인의 성격이나 성품이 훌

륭하냐 하는 것에 따라 갈등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도 하는 것으로 보

인다. 

셋째, 교감은 학생교육 및 학부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 경험을 겪고 있었

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 갈등과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중재 

갈등 그리고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갈등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 갈등 원은은 신입생 

선발 기능의 부족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부족한 학습 무기력자 다수 입학, 학교폭력

과 교권 침해 증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 학교 운영 개입,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잉보호, 교사 지도 미숙의 민원처리 등이었다. 교감의 직무 영역 중 학

생과 관련 민원처리가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과

도한 학교 정책 개입과 간섭,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잉보호, 교사 지도 미숙으로 인

한 언론에 노출될까봐 등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이는 교감의 명예퇴직의 원인이 되기



- 167 -

도 했다. 이러한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교감이

다. 과거에는 먼저 교사와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바로 교감, 교장에게 민원을 제

기한다. 어떤 학교는 민원해결이 교감의 주된 업무가 됐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

다. 전에는 민원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상례였지만, 

최근에는 바로 상급 교육청에,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감에게는 승

진이나 근무성적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학교 

관리 문제로 언론에 노출되었을 경우, 학교 관리의 책임을 물어 인사 경고 이상을 받

을 경우 교장의 근무성적 즉 근평 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승진 제약을 받

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기준·평정업무처리 요령

(2019)에 의하면 평정자인 교장의 평정점은 경징계 처분자는 ‘수’ 평정 불가, 중

징계자는 ‘수’, ‘우’평정이 불가하다. 단,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

하다고 하였다. 교감이 교사와 학생들과 학교를 관리하면서 학부모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 부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등 자신들을 보호해줄 적절한 장치가 부재하

다고 느낄 시, 소신껏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여러 상황을 낮아진 자존감

이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 학부모 등의 눈치를 보는 형태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

고자 하는 상황에 끝없이 노출될 것이며, 이는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고 보람을 느

끼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일부 민원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교사의 과오가 있을 

경우 학부모 민원과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갖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처리 문

제로 사회 이슈화되고 매스컴에 탈 경우 가장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일부 교감은 흥미와 소질과 적성이 부족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 인문계를 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들어오거나,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적 배려자를 모아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갈등하고 있었다.

넷째, 교감으로서의 역할 적응과 교장 승진 준비 과정에서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교감들은 교장 승진 노력과 전문성 향상의 갈등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상급 기관의 

평가권,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교장 승진에 목표를 두는 경우 자신의 목표 성취와 학교 관리라는 두개의 일을 양립



- 168 -

해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 성취감을 꾀하고 한 단계 성숙해가면

서 교감으로서의 역량과 갈등관리의 리더십, 교감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었다. 

교감의 승진에 있어서 교육청의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갈등을 겪고 있었

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근무의 만족에 대해 교감들의 반응은 전문계 출신의 경우 

“무슨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행복한 거지. 송충이가 뭐 느티나무 잎을 먹어야 행

복한가요?”, “특성화 근무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만족해요. 일은 힘들긴 하지만, 뭐 

배운 게 천직이라고 특성화”, 일반고등학교 근무에 대하여“ 신상이 편한 대신에 마

음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표현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성화 출신 교감으

로 특성화고에서만 근무하다 일반고로 이동한 교감의 경우도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

는데 일반고등학교 적응에 대한 질문에 “적응하는데 바빠요.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

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로 표현하는 적응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인문 

교과목 출신 교감들의 경우 특성화고 경험이 없어서 교육과정 인식 부족 및 경험 부

족으로 적응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교장, 교감의 인사발령 시

전문과 출신과 인문과 출신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어려움과 갈등을 줄여야 할 것

이다.

끝으로 교감의 역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갈등상황에

서 자신의 주장보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는 순응형, 효율적 의사소통과 파트너십으

로 갈등을 대처하며, 정확한 문제파악 및 종합적 대안제시로 갈등에 대처하는 통합

형, 자신의 해결책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지배형, 소 닭 보듯이 갈등 

대처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회피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교장과의 갈등 대처는 

관료적 위계적 연공서열의 학교 문화로 대체로 교장 스타일에 맞추며 철저한 제2인

자와 같이 순응형을 보이며 교장과 함께 공동의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대

처하는 통합형도 보였다. 그리고 평교사의 경우 통합형, 지배형을 보이고 또한 자신

의 나이보다 많은 고경력 교사의 경우에는 회피형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다

양한 활동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들을 결과로 볼 수 있었는데 전문학습공동체

나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문적 활동을 통해서 갈등

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운동, 취미, 레저 

등의 활동 또는 신앙생활, 또 전문 직무연수 등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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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으로 스스로 갈등을 풀거나 갈등상황으로 인

해 받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2. 결론

결론적으로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의 역할 갈등은 최종의사결정권과 근무성적평정

권을 갖고 있는 교장의 경영스타일, 가치관, 태도, 성향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교감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신 

있는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처음에는 자신의 교육철

학과 가치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감 역할을 수행하나, 교장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스타일에 따라 교장은 천사, 교감은 예스맨, 악역을 하면서, 철저한 그림자처럼 수행

하기도 한다. 또한 ‘교장이 시키면 해야 하지’라는 관료적 위계질서에서 자조하면

서 순응형으로 갈등을 대처하기도 한다. 교감은 목표 성취, 자신의 승진에 유리한 선

택, 상사인 교장과의 중재나 비위 맞추기, 가치관, 성향,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자

신에게 적합한 선택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한다. 학교 경영은 교장과 함

께 협의를 통한 파트너 모델이 바람직한 교감의 역할 모델로 간주하지만 지원자나 

중재자로서의 역할 모델도 취한다. 

교감은 교무 관리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구성원들과 다양한 갈등 경험을 갖

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정체성 혼란, 고경력 교사의 자기 역

할 부족과 독특한 개인 성향, 소통 부족과 자기중심인 진상인 교사 등이다. 특성화고

등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있어서 취업과 진학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가하는 

진로지도 및 정체성 혼란, 기능대회 지도교사의 개인주의, 승진 무관심, 소확행 등으

로 기피 갈등이다. 행정직원·교원단체의 경우 갈등은 업무 모호성과 불명확한 업무 

한계, 행정실장의 승진 준비를 위한 업무 전가, 비정규직 노조 등의 압력 및 업무 이

기주의 등으로 갈등을 겪는다.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公

募制)가 사전 공모(共謀)의 개연성과 인사 유혹의 그림자가 상존하는 우려의 갈등이

다. 즉 학교 구성원의 공모제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조작으로 물의를 일으

켜 언론화 되었으며, 내부형 공모제 자격에서 해당 학교 재직자는 공모를 할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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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도를 보완하기도 하였다. 

교감은 학생교육 및 학부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 경험을 겪고 있다. 교사

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충돌 갈등과 교사의 교권과 학생 인권의 중재 갈등 그

리고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갈등 상황이 확인 된다. 그 갈등 원인은 신입생 선발 기

능의 부족으로 인한 인성 및 기본생활습관이 안된 학습 무기력자 다수 입학으로 인

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증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 학교 운영 개

입, 학부모의 자기 아이 과잉보호, 교사 지도 미숙의 민원처리 등이었다. 교감의 직무 

영역 중 학생과 관련 민원처리가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교감은 교장으로서의 승진 등 제도적으로 승진 요소에 맞게 준비하며 향상을 위한 

노력 즉 학교 관리와 성취욕구와 전문성 향상 등의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선

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다. 이것 역시의 개인의 승진 욕구의 과소, 가치관

이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할 갈등의 큰 원인은 업무의 불확실성, 모호

성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관계의 소통 부재, 자신의 목표 추구, 성취 

지향적 태도와 이해관계, 개인주의화, 업무 이기주의, 쉬운 업무 선호 등 개인적 문제 

등이다. 즉 인간의 소양과 인간성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인 자신의 유익과 욕

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역지사지하

는 자세,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배려의 자세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갈등 해결 방법의 본질은 자신을 성찰하고 욕심을 내려놓기, 마음빼기 등 인간의 

소양과 인간성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교감은 역할 갈등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 전문성 향상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바람직한 교감상을 정립하고 성숙·성장해 간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전형적인 ‘지식 근로자’가 많이 모인 학교 조직의 경우, ‘올바르게 이해된 이기

심’을 소유한 개인들이 모여 진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역할 갈등은 학교를 변

화시키는 순기능을 잘 살려‘협동의 예술’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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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들의 역할갈등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 관리자의 인사배치에서 전문과 출신과 인문과 출신의 조화로운 배

치의 인사발령을 시행하여야할 것이다. 특성화고에 인문과 출신 교장과 교감으로 배

치할 경우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비전, 목표 설정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드시 1명은 전문과 출신 관리자로 배치하여야할 것이다. 인사 발령 

시 교장과 교감의 조화로운 인사 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장의 전보 발령 시 

그 학교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교감의 요소를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교장을 그 

학교에 발령했을 경우, 그 학교 교감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도 세심한 인사 반영 요

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특성화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특성화고

에 대한 이해와 특수성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교감의 

자격연수 기간 및 이수시간’은 15일 9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사전연수, 실행

학습, 원격연수 포함 15일 총 10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하

여 교수요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감으로서 인사발령 후 잘 적응하도록 특성

화고등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수요목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 교감 경력을 거친 특성화 교장 등을 활용하여 인사 발령 전 사전 

특성화고 맞춤형 학교 적응 멘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교감 

승진 발령은 교감자격연수 후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다. 특히 전문과 

출신 교감 아닌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중학교, 고등학교 인문과 출신 교

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발령을 기피하고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인사 배치 기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발령하여야 할 경우 특성화고 경험이 풍부한 

교장이나 교감을 활용하여 사전 연수 등을 통해 특성화고 적응에 용이하게 이루어지

도록 사전연수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

고, 갈등 경험을 최소화하고 적응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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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무 관리에서 교직원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 및 해소를 위한 

직무 연수 개설 등 교감에 대한 다각적 지원 연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

직원, 교원단체, 노조 등의 갈등 대처를 위한 각종 직무 연수의 개설과 권장이 필요

하다. 갈등관리전략, 근로기준법, 노동 법규, 학교 회계 관련 직무 연수를 통한 앞으

로 교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갈등을 잘 관리하여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연수 시 교장의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직무 연수 참여 등 제약과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감이 교

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양한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과 함께 교감간의 정보 공유 등

을 통한 교장의 인식 변화도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시군 교육지

원청 단위로 교감들의 전문학습공동체 성격인 교감 지구장학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단위학교의 문제점 등을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이 겪는 역할 갈등 경험은 교장과 교감의 조합(출신 

교과, 전문직과 일반 승진, 성별, 관리스타일, 성향,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역할

갈등 경험과 역할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음으로 다양한 교장과 교감의 조합을 고려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수행하면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한명의 전문직 출신 

교장과 일반직 교감 출신과의 조합인 경우 역할갈등이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

다. 즉, 사전 조사를 통한 전문교과 출신 교장, 교감, 일반교과 출신만의 조합, 여성 

교장과 남성 교감의 조합, 여성 교장과 교감의 조합, 전문직 출신 교장과 일반 승진 

교감, 일반 승진 교장과 일반 승진 교감의 조합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조합을 전제로 

질적 연구를 할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여섯째, 전문 교과 출신, 보통 교과 출신, 성별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특성화고등

학교로 승진 발령을 받는 교장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할 경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으로서 교감 역할 수행 경험과 풍부한 역

할갈등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교감의 갈등 경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교감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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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이 연구는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 수행 갈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입니

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연구에 관한 모든 정

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심층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면담은 1~2회 걸쳐 진행

되고,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후 보충

이 필요할 때 전화 면담, E-메일, 통합메신저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면담 내용

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자

의 성명은 모두 가명으로만 처리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원하신다면 연구 

과정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참여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혹시라도 이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제외하겠습니다.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

이익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연구 참여자 성명:                        (서명)          

연구자      성명:                        (서명)           

<부록 1> 연구 참여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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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의 소속 학교 및 기초조사지

(밝히고 싶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학교명

2 성명

3 연령 만        세

4 성별

5 출신대학              계열              전공

6 학교 계열 농생명,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

7 최종학력 학사, 석사, 박사

8
경력

(군경력 미포함)

중학교(      년    월), 일반고(    년    월), 

특성화고(   년   월), 전문직, 기타(     년    월) 

총 (    년     월)

9
교감 재직 연수

(2019.9.1.기준)
년        월

10
교감(장)자격증 

취득연월

11 핸드폰 번호

12 이메일

<부록 2> 연구 참여자의 소속 학교 및 기초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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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자의 면담 질문지

연구 참여자의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할애하여 면담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특성화고 교감의 역할수행에서 겪는 역할갈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

구입니다. 교감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상황은 어떤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러한 현상의 내면에 자리한 갈등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감직 수행에 필요한 교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리더십, 정체성을 확립

하는 계기와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간의 역할 갈등이 정립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위상과 자리매김 그리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질문지를 통한 심층 면담과 응답하신 내용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철저하게 비밀

을 보장하며, 해당 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사전 예상 질문지를 읽어 보시고 교감으로서 역할 수행하시면서 겪었던 역할갈등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중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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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감선생님의 관리 스타일, 교육관, 성향 등을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2. 교감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환경, 공간 구성(교감실, 교무실 배치), 학교 

교직원 분위기 등 학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학교 환경 상황에 따라 어려움 

및 갈등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3.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공이나 경영(지도)스

타일, 비전, 교육관, 성향 등)

4. 어떻게 교감의 역할 수행을 하시고 계시며 어려움이나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5. 교감선생님은 아래 예시에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며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 교감이 주도적인 행위자인 행위자 모델, 교

장과 교감이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트너 모델, 교감이 교장과 교사 사이

를 중재하는 중재자 모델, 교감의 역할이 미미한 기권자 모델교감선생님)

6. 교감의 역할을 스스로 확립하고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요소) 

와 교감 역할 정립에 어려움이나 갈등은 없으셨는지요? (예: 과거에 함께 근무

했던 교장, 교감의 선례 통해, 교장의 권한 위임 정도, 교감의 개인적 특성, 가

치관)

7. 교감으로서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업무 1~2가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업무는 무엇입니까?

8. 갈등(곤란함)을 겪은 경우에 대하여 경험하신 사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과정운영, 교원 채용, 행정직원 교원단채, 업무 분장, 평정, 학생 및 학

부모 등) 

9. 발령 받기전 기대했던 계열이었습니까?  특성화고 근무는 어떠신지요? 혹시나 

기피하고 싶은 적이 있으신지요?

10. 교감 승진 후 교장 승진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려움 및 갈

등 경험은 없으셨나요? 교감의 대학원 수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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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19. 7.23 면담시간 15:00~17:00 

연구 참여자 A 교감 장소 교감실

화자 전사 내용

A교감 확실히 일반 중학교하고요, 나중에 정리는 뭐… 특성화고의 특수성… 아, 차이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제가 일반계 고등학교는 안 있어봤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첫 발령 받았을 때 잠깐 기간제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잠깐 있었지만, 그거야 

뭐 학교 전체 구조를 모르니까요. 그것도 크지만, 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계 중

학교 차이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죠.

연구자 그렇죠.

A교감 네.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는 여러가지지만 제가 

근무를 안 해봤던 학교니까. 저는 일반계 학교에서만, 중학교에서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일 저기… 저의 핸디캡은 교무부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교육과정

을 안 해봐서, 교육과정 편제라던가 교육과정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자체를 모르니까. 경험이 없어서. 

연구자 교감선생님이 이제 관리자가 되셨잖아요. 발령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스타일, 지도성이라든가

A교감 네, 저는 이제 어떤 교감으로서 살겠다. 이런 거죠?

A교감 저는 그… 교육관이라든가 특별한 그건 없고요, 제가 제일 해주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건 있었어요. 교감되기 직전까지 저는 평교사였잖아요. 평교사였기 때문에 가장 교사

들이, 가장 관리자… 교사들이 정말 자유롭고 소신 있게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자. 저는 그게 컸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평교사들이 속속

들이 애로사항, 어려움들.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에 방해가 되

지 않는. 관리자가 되고자 하고 선생님들의 그 세세한 애로사항들을 좀 면밀히 제가 

잘 알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연구자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더라고. 

A교감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

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제가 부족한 게, 소신 있는 관리자가 되지 못했다

는 점이고 때로는 이제 제가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건 하고 싶었으나 또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정말 소신껏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교육열을 발휘해주기를 

바랐는데, 서로가 함께 그렇게 해야지 좋은데 선생님들이 때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부록 > 면담내용 전사 사례

면담내용 전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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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약하고 특히 00은 신규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연구자 그렇지, 그랬다고 했지.

A교감 쉽게 아이들 앞에서 좌절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그 선생님들을 끌어내주지 못했던 게 

제일… 

연구자 아, 그랬었군요.

A교감 아쉬웠고, 안타깝고요. 때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하게 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저 선생님들한테 제 마음 속에 저 선생님들한테 조금 

거부를, 미움을 받지 않을까. 항상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관리자인 것 같은

데 좋은 소리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입…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좋은 관리자는 아

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걸리는 게 뭐냐면, 애들 생활지도라든가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거를 도와주지 못했던 거요. 선생님들을 끌어내주

지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아침 맞이 라든가 또 애들이  점점 자라는 애들한테 정말 

학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끌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이벤트라도 뭔가를 해줘야 되

는데 그런 것을 해주지 못한 게 제가 교감으로서는…

연구자 근데 그런 거는

A교감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아이들 위에, 앞에 있는 무기력한 교사들. 무기력한 교사 

위에 무기력한 교감이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알아서 경력들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해주

는 선생님들 위에서는 저도 힘이 났는데, 그거는 누구든 어느 관리자든 능력 있는 관

리자로 보일 수가 있지만 능력 있는 관리자가 되려면 정말 무기력한 선생들을 정말 

끌어내줄 수 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가 못한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런 건 쉽지가 않잖아요. 

A교감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시도가. 하다못해 어려운 상황에 딱 빠졌을 

때, 애들 이럴 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상황이 이런데 애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공부

도 안 하고 엎어져 자고. 공부 못하는 애들, 쟤네들은 안 돼요. 안 되도 할 수 있도

록 그 애들 기준에서 즐겁게 학교를 올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생님

들하고 이렇게 협의회 같은 거를 해서 끌어내주지 못한 것 같아요.

A교감 같이 있어서 실무사하고 저하고만 행정적인 업무를 위주로 했는데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또 새로운 곳에 낯설게 갔기 때문에 선생님

들하고 많이 차단된 느낌. 사소한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 역할을 못했어

요.예, 그 저, 어떤 사소한 거든 큰 거를 얘기할 때는 제가 일부러 가서 얘기하고 선

생님들이 왔지만, 제가 사소하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

어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으니까. 예. 사소한 얘기들을 할 수 없는. 소통은 사소한 거

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 그래요.

A교감 뭐, 식구 얘기, 애들 얘기, 동료 얘기.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계기가 차단이 된 거죠. 완전 될 수 없고. 좋은 점은 선생님들이 간혹 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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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업무 얘기를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것

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때로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

는 이런 공간으로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업무지원실로서. 지원실로서는 필

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연구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형태라면 그 당시에 했던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탁 터지

는 게 더…

A교감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도 이렇게 차단된 공간이잖아요. 단점도 약간 느끼긴 하는

데, 저는 장점이 더 좋아요. 이미 저는 그 낯설음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언제든 제가 

먼저 나가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구자 그렇지.

A교감 이건 돼있어요. 마음이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간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극복을 했고, 지금은 여전히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막혀있으니까 선생님들과의 와서 

어떤 협의… 장소가 협의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연구자 협의장소도 되고 어떤 개인적으로 피곤할 때

A교감 개인적인 공간 

연구자 쉴 때도 필요하고

A교감 네,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하고 교감이든 교장이든 서로가 아무래도 편한 자리라고 하

지만 아직은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공간으로서 보장을 좀 받을 필요는 있다.

연구자 저는 이제 지금, 우리는 다 합쳐졌어요. 큰 교무실에다가 가운데 그 옛날 방식으로 

돼가지고 참 그런 게 아쉽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A교감 네, 지금 저희 이거는 반투명이잖아요. 위에는 투명이고. 이 구조가 좋아요. 간혹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을 제가 가지고… 간혹 졸릴 때 자고, 쉬고 싶을 때는 좀 이렇

게 쉬고 싶고. 저도 그런 걸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A교감 네, 맞아요. 동선도 짧고.

A교감 창피하지만, 000도 벽지점수… 

연구자 그니까 그 벽지점수 이 그 때 따로 있었죠?

A교감 벽지점수가 그 당시에 엄청 많아서 제가 00… 1988년도 발령… 첫 발령… 교사 발령

을 받았는데요, 그 때부터 7년 동안 1994년도까지인가. 한 7년 동안 00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교육부 가산점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 합치니까 점수가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수가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와서

연구자 그 당시에는.

A교감 연구점… 연수 그거는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감선생님이 너 벽지점수가 많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듣고만 있다가, 전 그건 생각 안 하다가 세월 지

나고 또 주변에서 명퇴들 하고 편하게 살 길래. 잠깐 또 무슨 대학원을 또 갔잖아요. 

연구는 안하고. 

연구자 그러니까 대학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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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감 대학원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것도, 연구도 아니었어요. 

연구자 대학원을 두 개 다녔어요?

A교감 본인이 세 개 가지고 한 세 번은 서류를 냈겠죠. 근데 자기가 가진 알 점수가 부족했

던 거예요. 알 점수를 채우지 못해서 안 됐던 거죠.

연구자 그랬었구나. 근평이…

A교감 그거는 근평 때문에 제가… 근평 때문이죠, 뭐.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연구자 그러시구나. 그 때 함께 교무하신 교장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A교장선생님 모셨고, 

B교장선생님 모셨고. 그 분들의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 스타일은. 특히 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스타일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두 분이. 말씀하시고, 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있었던 거. 또 어떻게 수행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좀… 그 때, 상당히 A교장

선생님은 아주 편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B 교장선생님 왔었을 때, 기획회의 갔다 

오시면 막 눈물 바람하시고 좀 힘드셨잖아요. 

A교감 너무 힘들었죠. 두 분을 비교해드리자면 첫 번째 A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아주 선비 

스타일이시잖아요.

연구자 온화한 스타일.

A교감 그런데 그 어떤 확실한 기준은 있더라고. 업무 스타일이나 교직에 있어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정확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은 가지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시고, 나머

지 어떤 행정적인 거 운영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굉장히 어떤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

를 주셨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웠고 충분한 소통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

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수용적이셨고, 저는 또 제가 선생님들 위에서 군

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감 처음이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학교 내부에 대해

서 모르니까 거기다 우리는 경력자인 선생님들이, 우리 부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부장

님들이 해오시던 스타일, 부장님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또 어떤 사업을 하

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주시고 어떤 결정을 원하실 때, 판단을 원하실 때 

저는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교장선생님이 다 수용해주셨어요. 굉장히 

수용적이셔서 저는 선생님들하고 업무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

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아주 

수월했어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다 수용적으로 들어주시면서 판단해주시고. 대부분은 

저의 생각이 그 당시 선생님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다 들어주시

고, 그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거의 99% 허용을 해주셨어요. 거기 

대한 판단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서 저는 되게 고마운 교장선생님이셨고, 지금도 

관리자하면서 그 분이 저 마음속에 주신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큰 어

려움이 있었잖아요. 000 개장에, 개방에 대해서 학부모나 지역 사람들의 강력한 민원

들. 그런 것을 차단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강직한 면

은 있으셨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그니까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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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하지 않은 점도 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충분한 선생님, 엄마, 주민들

하고 어떤 대화를 통한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설득한, 타협과 설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기본은 맞다. 맞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막 강직하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

테도 많이 의논을 하셨어요. 이런,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선생님

들의 의견을 항상 듣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시냐. 갔다 와서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이런 의견이 있으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셨던 게 참 고

마워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운영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얻었죠. 제

존재감이 좀 있었어요. 존재감이.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을 등에 업고. 그런 구조가 

저는 좋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열악한 환경이긴 했잖아요. 애들 

자원도 좀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서 즐

거운 학교로 애들이 목표 같은 거.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애들이 3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부족했고, 교장선생님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셨다는 거죠.

연구자 근데 이제 A교장 선생님도, 00과목이시고. 다음 두 분이 다 특성화계열이 아닌… 그

런 점은 혹시나 애로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A교감 애로점이… 제가 지금 지내고 보면 특성화고만의 어떤 목표가. 특별한 목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이들 진로나 취업이라든가 또 뭐… 학과. 학과를 어떻게 해서 좀 더 

개편하고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000교장선생님이 적극적이지 

못… 너무 모르셨다는 거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제가 운영에 

있어서는 좀 지금까지 이런 거는 편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서의 교육과

정 이런 것을 개편했던, 멋있게 개선해 나가는 이런 거는 많이 부족했어요.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연구자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개편이 되고 홍보를 했었으니까 제가 2011년도 학과 개편을 했

거든요. 

A교감 개편이 그런 거죠. 개선이라고나 할까요? 운영에 있어서 이런 것에 적극성은 좀 부족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배우고 해나갈 건 없었고. 그런데 이제 B 교

장선생님은 아까 운영이라든가 특성화고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대해서

는 아는 게 많고, 또 나름대로 뭔가 해보시려는 이런 거는 의지는 많으셨고요. 또 일

단 학교 전반적인 학교 개선을 해주셨잖아요. 외적인 시설 면에 있어서는 개선을 많

이, 시설을 많이 좀 개선을 하셨죠. 그런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또 운동장 풀 뽑

는 거, 저쪽 00실, 이런 오래 묵은 것들. 이런 시설 면에서는 아주 잘 하셨죠. 또 적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으셨고 그런 면에서는.

연구자 근데 교장실 갔다 오면 가끔 많이 그러셨잖아요.

A교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교직원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가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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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이런 것은 부재지. 완전 부재.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떤 학교를 끌고 가기 위해서

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말로만 했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

신 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당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분.

연구자 그런 성향이 강했죠.

A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소신, 운영을 하기 위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어

떤 소신을 펼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전달할 적에 완전히 저

를 깔아뭉갰죠. 어떤 뭐든지 다 뭐냐 면은 본인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감사. 승진. 

오로지 두 개의 단어만 써먹으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소신껏 펼치지 못하게 만

들었던 거죠. 

연구자 그 분의 어떤 중임에 대한 콤플렉스라던가 그런 게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아요.

A교감 네, 중임. 그 다음에 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는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의심과 불안. 이런 거를 일관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면은 제 소신을 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 얘기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들 사업이

라든가 지도라던가 또 하다못해 생활, 학생부에서 간부수련회비를 500만원을 받아와

서 그걸 가지고 애들 수련회를 가겠다. 그러면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가지 마라. 

학교에서 해라. 그러면 선생님들은 뭔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1박2일 쉽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학교에서 1박2일에 500만원을 

써요. 그 조그마한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 교육활동을 많이 방해했다. 당신의 소신대

로. 그 다음에 학교장의 의지와 소신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안위에만 신경을 썼던 거죠. 

연구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A교감 교장이, 학교장이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거죠. 선생님, 지금도 감사가 걸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면은 행정적인 문제는 걸지 않겠다. 소신껏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다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너무도 행정적인 거. 규정 이런 거에 매

달려가지고, 규정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셨어요.

연구자 그렇지 않아도 그만큼 힘드셨잖아.

A교감 네. 그리고 모든 거에 책임을 당신이 안 지시고, 교감인 제가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외부 민원들에 대해서도 무리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처리

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 부분들. 제가 그 때, 테니스장 만들면서 외부인들 들어와서 

치는 거 허용하는 것 때문에 심신허약자는 못 들어오게. 이런 것까지 규정을 만들었

어요. 그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기본 규정은 도에서 내

려오거든요. 도 지침대로만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없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규정을 만

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니까 그 분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저를 아주 탓했어요. 그

런 거 하나도 못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연구자 그 당시에 시설관리위원장을 교감선생님이 하셨잖아.

A교감 맞아요, 시설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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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실장이 주로 하잖아.

A교감 네.

연구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맡으셨어요?

A교감 실장님은 절대 안 하시죠. 실장님한테는 행정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니까 행정

실과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만만한 저를 시설관리위원장으

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교감은 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최선

을 다했지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변 주민

들과의 마찰, 또 그거를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복무라던가, 복무. 그런 거에 대해선 너무 잘 못해준 거죠. 

연구자 교장선생님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A교감 허가사항이니까.

연구자 예, 허가사항이니까. 뭐라고 뭐 중간에서 뭐 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A교감 그래요, 그렇죠.

연구자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중간에 어떻게 해.

A교감 근데 복무관련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 크게… 교장, 학교장이 평상시에 수업

에 지장 있다. 생각하시면 안 내는 거지만 연가는 보통 방학 때 내는 거잖아요. 휴업 

일에 내는 거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는 내줄 수 있다. 근데 지금 규정이 

하나가 온 거 있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거에 대해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는 시간표 바꿔놓으면 지장이 없지? 이런 개념이 아니래요. 애들이 학교에 없을 때. 

그것에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거는 휴업일, 방학일, 재량휴업일. 이 때 수업에 지장

이 없는 한이 이거래요. 우린 명확히 저는 그걸 얘기해줄 거예요.

연구자 근데 수업을 교환해가지고 그럼 나갈 수 없네. 수업 지장 준다는 거예요, 교환이?

A교감 네, 네. 그것도 지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장이 없다는 거는 애들이 없다는 게 지장

이 없는 거래요. 

연구자 근데 누가 그걸 해석한 거야.

A교감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내려왔는지, 00교육청에서 받은 건지 공문이 있더라고요. 

요새 41조 연수 관련해서 공문 이런 것들이 오니까. 연가에 대해서 이런 게 오잖아

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사람 생활인데 선생님들이 집안일을, 개인사정

이 좀 마음 편해야 학교 업무를 더 잘하고 그럴 텐데 근데 우리 교장선생님은요. 작

년, 올해 교장선생님은 선생님들 그걸로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습적인 사람 빼

놓고는 선생님들 그걸로 하지 말아라. 선생님들 편하게 저도 동감이고 그래도 다 상

식적이니까. 한 번씩 조퇴, 뭐 내도 미안해서 선생님들이.

연구자 공모교장이시잖아요, 지금. 잘 해주세요?

A교감 되게 민주적이세요. 가끔씩 저와 소통이 약간 안 되고 뻔히 아는 걸 가지고 저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 저도 기분이… 왜냐면 교감 경력이 똑같거든. 같이 발령받은 

거, 교감. 같이 동료였는데 교장이 딱 되고 나서는 저한테 명령하고 가르치려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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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제 자격지심이 조금 그랬는데, 전반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연구자 어떻게 공모… 어려움은 없었어요?

A교감 그냥 냅두면은 A교감이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었는데, 좀 센 교감이 00고의 교감이었

어요.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B, 순위가 좀 뒤지만 B교감이 공모로 오고 싶어 했어요. 

자동으로 발령 나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 좋은 교감이 올 수 있잖아요. 반반인데 

공모교장, 이 B. 000. 이 교감선생님을 공모로 받아 들이면은 이 사람은 신뢰를 하거

든. 이 바닥에서 다 아는 교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면 괜찮다. 그래서 추진했어

요. 그러나 경기 00시 초등학교 내부 공모교장 도입을 놓고 벌어진 투표 사전 조작 

사건으로 시끌어 잖아요. 공모가 사전 공모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감들은 꺼리

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일반 승진 교사들의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지요.

연구자 아, 그래서 전부 다 선생님들이 동의하신 거예요?

A교감 예. 알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모에 대해서 분명히 와서 선생님들 힘들게 사

업을 막 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난 몰라. 해가지고 40%겠지만 60% 이상이 

찬성했어요. 공모에. 이건 큰 거예요.

연구자 불편한 게 있지. 그러나 서로 터치를 안 하니까, 이해를 하니까 요샌 쉬워. 그러니까 

너무 좋아.

A교감 저도, 저는 처음에 전반적으로 좋아요. 선생님들 마음 사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럼 

저도 같이 해드려야지, 그 뜻을 받들어서. 혁신학교 신청했으니까 내년에

연구자 어째 또 했어?

A교감 우리 반대해. 40% 찬성인데 나머지 60% 어떻게 끌고 갈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나머지 반대했던 60%가 그냥 반기를 드는 60%가 아니에요. 혁신학교 자체를 부정

으로 생각하지, 이대로 끌고 가도 뭐 어떻게 터치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연구자 그러니 좋은 점도 있더라고. 그래도 우리도 혁신학교 했는데 65% 나왔어요. 한 75% 

정도 기대를 했는데 65% 나왔더라고.

A교감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

연구자 그래서 하자고 했어요?

A교감 우리 교장선생님은 지금… 여기까지만 할까, 너무 기니까?

A교감 끊었다가 이렇게. 바람직한 모델은

연구자 그 당시 이제 뭐야, 중재자 모델인 것 같아. 보면.

A교감 네. 아, 학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  저는 학교장을 지원하는 지원자 모델이었

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교장 사이를 좀 다리 역할. 저는 중재, 지원,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걸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 교감이 주도적인 

사람은 따로 있지. 작년도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감 때 혼자 주도했어. 

연구자 그 때 이제 우리 병설이었잖아요. A 교감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A교감 A 교감선생님하고 관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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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너무 힘든 면도 있었잖아요.

A교감 아우, 너무 많았고요. 저는 이제 그 분과 사실은 병설학교의 서로 협력자이고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부하직원과 같은 관계

였잖아요. 그 분이 장이고 저는 감과 같은 또 하나의 교장을 모시는 기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교장이었어요. 항상 그 분이 뭘 주장하시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교장선생

님한테 또 가서 이렇게 다리 역할, 또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패 역할을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 분이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터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막 있

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방패자 역할. 방패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근데 대놓

고 적극적으로 방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이 전직 우리 학교 교감이었기 때문

에 그것을 존중해주면서 저는 좀 겸손하게 미미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거였

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으면서 살았죠.

연구자 힘들었어요?

A교감 그럼요. 당연히.

연구자 되게 힘들었던 점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A교감 우리 A 교장선생님과 제가 00년도 0월에 왔을 때, 처음에 한, 두 달은 괜찮았는데 

이미 그 때 후반. 0000년도 후반부터 갈등이 시작됐더라고요. 갈등부터, 0000년도에 

계셨죠? 그니까 1년 반 동안이 굉장히 아주 최악을 걷다가 헤어지셨어요. 

연구자 엄청나게 그 때, 심리적으로 갈등하셨구나. 

교감의 역할을 스스로 확립하고 수행하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든가 교감 

역할 정립에 어려움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은요.

A교감 어려워. 교감의 역할을 스스로 확립하고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말

은 무슨 말인지 알겠으나.

연구자 이때까지 말씀하셨는데

A교감 교감의 역할 정립에 어려움… 이건 또 교장 때문, 교장의 위임권한 같은데?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교장, 교감의 선례를 통해서 교장의 권한 위임정도. 교감의 개인… 어

려움 있는 거는 왜냐면 제가 항상 제가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는 생

각은 하지만 제가 교장 4명을 모셨는데요, 어떤 교장은 저에게 어떤 권한을 어느 정

도 위임해주고. 위임해줬어요, A교장선생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교장은 절대로 

위임해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이 달라서 이전 교장과 두 번째 교장은 

완전히 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전 

또 수정을 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굉장히 깨끗하게 학교를 위해서는 

잘 했지만, 모든 것을 본인이 권한을 다 가지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

해서 그냥 따라서 받들어 모시는 것 밖에 없어서 저는 아무런 위임 어떤 권한이 없

었어요. 네 번째 교장은 모든 걸 다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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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그니까 지금 교장선생님한테는 일일이 의논을 해놓으니까 저한테 권한을 또 많

이 주시는 거예요. 교무실에 있는 이런 것 정도는 알아서 다 해결을 해라. 큰 그림만 

그려준다는데 그 그림이 어떤 건지 저도 아직 확립이 안 됐어요. 그니까 교장은 학교 

전반, 커다란 그림이라는 건 학교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만 이제, 비전이 아직 얘기도 

안 나왔지만 큰 틀에 있어서만 관여를 하시고, 나머지 행정적인 거라든가 선생님들과

의 학사운영 이런 거는 다 저한테 교육…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감의 자

리는 어떤 확실한, 확고한 어떤 역할을 정립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감의 특별한 역할이라는 건 행정적인 역할 정도밖에 없다. 권한은 없고 어떤 임무

나 역할은 있다. 행정적인 역할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언제든 저희는 교장에 따라

서 바뀌어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해요.

A교감 교감도 너무 오래하면, 안 좋다고 하는 게 딱 이… 교감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는거 

잖아요? 지금 올해 우리 학교 상황에서는 더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살짝 밀려나는 

느낌? 아주 요상한 게 또 근평 받으려고 내년까지 우리 교무가 받아요. 차기가 없잖

아. 근데 우리 연구부장이 좀 여우야. 요놈이 기회주의자야. 저한테 살랑, 살랑 잘 하

긴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가고 젊은 놈이야. 근데 그 놈이 삐딱하게 몇 번씩은 근데 이

게 여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를 살짝 무시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교

장연수 받으러 이제 갈 거지? 교장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제가 이게 촉이 좋잖아요. 

항상 내려 봐서. 그게 있어서. 

연구자 그런데 이제 연수도 받으셨으니까 4~5년 이렇게 교감하시고 어떤 내가 교장으로서 

그 리더십 발휘라던가 어렴풋이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잘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A교감 일단 전체적인 교사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이 가정생활을 저는 편안하게 해야 학교 

업무를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살펴주고 따뜻한 교감, 교장으로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학

교에, 요즘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

가는데 함께 어떤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비전을 만드는 것. 학교 비전을 만들어 나가서, 함께 만들고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

지 학교 목표를 반드시 같이 만들어서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확실한 어떤 약속, 공동 의지. 이런 거는 시작… 같이 가지고 나가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아직 못 해봐서.

연구자 하셔야지 뭐. 

A교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곤혹이 잡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

재 만들어진 것 안에서 행정 업무만 하는 거지 제가 어떤 특별한 목표나 우리 학교 

이렇게 나가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연구자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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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근데 학교 비전을 어떻게 세우냐는 제가, 우리가 연수를 받아도 그거는 교장이 

만들 수도 없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전에 그거

를 우리 00에서 조금 했었잖아요. 우리, 누구지? 

연구자 000

A 000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떤 제가 사회를 볼 수도 없

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끌어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교장

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강력한 파워나 리더십을 가진 교장 앞에서는 일은 잘 해결이 

돼요. 잘 가지만 그게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은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나름의 가치관은 있죠. 모든 

것을 책임이나 권한 이런 것도 선생님들한테 주려 그러거든요. 어떤 때는 결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도 살짝 기분은 나빠요. 왜냐면 35명 중에 35분의 1에 

결정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줄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럴 때는 갈등이 일어요. 

이전에 교장은 다 줬거든. 답을 주고 그래서 저는 다시 올라와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

서 결정을 해야 되는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배워요. 교장

이 되면 저도 결정권한은 제가 많이 미루고 선생님들한테 교감과 부장과 때로는 선

생님들한테 권한을 줘서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

럼 저도 일단 편하고. 그랬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은 걸리는데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책임감도 생길 거고 또 자신감도 생길 것 같아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관리자와 교사와의 어떤 의견 마찰에 의해서 관리자

가 끌고 나가는 거는 불신이지만,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

가 딴 소리는 못 하더라고.

연구자 리더십, 셀프 리더십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 민주적 리더십, 슈퍼리더십, 변혁적 리더

십, 감성리더십 하더라고요.

A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통은 하되, 소통은 많이 하되 공감도 해야 되지. 

뭐 소통은 하되 공감이 없다나? 공감 하여튼 잘 모르겠다. 우리 전에 B 교장선생님, 

소통은 하지만 공감 능력이 딸린다. 그랬나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소통과 공감 능력

이 다 있어요. 다 있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권한을 위임해주려고 지금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본인도 그랬어요. 저는 그게 혁신학교, 혁신교육에서는 필수인 것 같고 서서

히 우리 선생님들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학교가 잘 돌아갔어요. 교장선

생님이 딱 내려가면 결정해주고 그랬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목소리를 못 냈고. 저

도 바보같이 살았지만 제가 뭐 지금 목소리를… 어쨌든 그런 교장 앞에서는 또 우리

가 해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 

연구자 근데 교감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교장에 따라서요.

A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도 계속 5년이지만, 5년 째 단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수련기간인 것 같아.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아, 제가 교장이 되면 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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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너무 힘들 거다. 그랬거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

하면 저쪽 반대 의견도 있을 텐데 그래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 의

견은 있지만 선생님 의견을 먼저 내놓기 전에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해

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그리고 제가 너무 미련을 갖지는 말자. 뭐 수련

회, 수학여행 이런 거 기껏 만들어 놓은 지 3년 만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1박 숙박하

는 거. 저는 굉장히… 저것들이 일하기 싫어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를 내

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못 하니까 계속 선생님들을 종용했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너무 힘들고 싫고 이러면 내려놓고 선생님들끼리 합의해서 결정, 최

선의. 자기네들끼리는 퍼센트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자기네끼리 협의하게 내버려 

두니까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네가 해가지고 

60%? 반반 이상이니까. 1박2일을 계속 살리자. 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하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1박2일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하룻밤 아이들하고 잠을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

느냐.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이불 개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봐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간의 결정…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어도 내

려놓을 줄 알아야 된대요. 저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 저를 고집해서 하나도 

되는 것 없어요.

연구자 그 갈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내 추구하는 그 목표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걸 해

줬음 하는데 그렇게 안 갈 때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A교감 네, 네. 아직도 계속 그래요. 근데 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게 갈등인 게, 어울림 프로그

램도 이게 국가적인 시책이고, 내려오고 사실은 거기 교감 평가에도 들어가는데 저는

교감 평가에는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근데 내용이 좋은 거든 거요. 그리고 우리가 수

업시간에 좀 섞어가지고 어차피 국어시간에, 도덕시간에 하거든요. 그렇게 일이 중간

에 왔을 때, 선생님들은 다 하기 싫어해. 이게 이제 힘들긴 했는데, 그게 숙제긴 숙

제예요. 설득도 한계가 있어서.

연구자 교감 자격연수 프로가 교감 역할 수행에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됐고, 어려웠던 점이나 

혹시 있었어요? 교감연수 한 5년 전이나 되는데.

A교감 하여튼 도움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행정적인 거 있죠.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하여

튼 행정적인 거 뭐 이런 거. 학폭위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연구자 그 때 혹시 멘토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도?

A교감 그 때는 멘토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있나요? 

연구자 예, 지금은 있어요.

A교감 아, 교장연수도 멘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좋더라고요. 

연구자 처음으로 교감이 되었을 때 직면하기 어려운 갈등,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해 나갔셨어

요. 또 관리자 역할 인식변화는요.

A교감 저는 그 때, 처음에 됐을 때, 일단 저는 내려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초보교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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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교사의 마음, 직전, 전 날까지도 수업을 하다 갔으니까. 8월 말까지. 그

래서 제가 늘 선생님들보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역할을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선생님들을 많이 의지해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관리자로서 대한 게 아니

라 내 주변, 엊그제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교사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서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지해서 더군다나 거기에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 부장님

들. 신규하고 부장님들하고 극과 극이었잖아요. 특히 부장님도 계셨고, 정.. 부장님, 

특히  부장.  부장은 제가  부장, 또  부장. 학교는 작지만 퍼센트로 치면 엄청난 퍼

센트예요. 이 듬직한 부장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과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지하면서 중

견부장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의지를 했다. 이렇게 되나요? 왜냐면 그 학교에 대해

서 많이 아는 선생님들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학교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물으면서 배우면서 보조를 맞춰갔던 것 같아요.

연구자 교사들하고는 큰 갈등이 없었잖아요. 선생님들하고는.

A교감 선생님들하고는 없었어요. 단지, 그 하나 있었잖아. 00선생님  

연구자 000?

A교감 000. 000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도 저하고, 제가 갈등을 피했어요. 그 분은 교사로서는 

좀 자질이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수업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봐서 수업에 열정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저도 제

가 못 봤으니까. 업무로서는 뭐 00부장인데 담배꽁초 하나, 애들 관리 하나 안 했잖

아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게, 학교 뒤에 담배꽁초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애

들을 내가 담배 피지 말라고 지도하느냐. 왜냐. 그래서 하나도 안 했어요. 애들 관리, 

애들 지도 이런 게 막중함에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몇 번 데려다 물어보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포기

했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관계를 잘 해나가려고 해서 그 분은 저하고는 서로 관계

는 잘 유지는 됐어요. 갈등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A교감 제가 해왔던 그런 버릇이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00의 추억이 이것보다 더 커요. 여

기보다. 00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이, 교장이 너무 잡을 때는 선생님

들끼리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얼굴이 어두웠던 게 너무 싫었던 거예

요. 제가 교사시절에는 무지 즐거웠거든. 밝고 늘. 퇴근하면 술 먹고 학교에서도 먹

을 거 갖다가 수다 떨고 그랬는데 제가 오니까  폭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

사가 아니라 교감이니까 선생님들이 저하고 거리를 두잖아요. 가깝기만 더 하는데 

아,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 거야. 저들이 나를 거부하니까. 이

런 거. 이 자리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좀 즐겁게 해

주고 싶은데 서서히 마음이 열리면서 국수해줬잖아요. 그때 문어에다가. 문어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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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어디 가서 제가 받아왔어. 받아오고 전날 내가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이틀 숙

성시키고 끓이고 막 했는데 선생님들이 아, 이 훈훈함. 이러면서 부장이 들어오면서. 

말로는 별로 많이,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즐거움을 느꼈을 거예요. 

연구자 그랬어요? 못 들었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이게 여자 교감선생님이 그런 섬세함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

는 것 같아. 남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연구자 여기서?

Aㅍ 그래서 밥도 마음대로 못해요.

연구자 그 다음에 교감 승진 다음에 교장 승진을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는가. 승진제도 개선

점이라든가 어려움, 갈등. 대학워 수강은 안 했었죠?

A교감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승진 준비는 특별히 안 했어요. 승진제도의 개선

점이나 어려움 및 갈등은 따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승진을 위한 준비는 이름 나오기 

전, 명부 나오기 전에요 아무 별로 어려움은 진짜 항상 나는 계속 교감 업무에 매진

을 하느라 최선을 다해서 매진을 하느라 갈등 경험이 그다지 없었었어요. 비교적 무

난한 학교이기 때문에.

연구자 교감 이제 가끔 승진 보면 그 연구점수 이런 것은 대학원을 많이 가더라고. 전에 제

가 말씀 드렸지만은 나는 진짜 대학원은 생각도 안 했었다고. 근데 하라는 거야. 그

래서 00대학 했다니까요. 하다가 때려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A교감 그걸 졸업 안하고 때려쳤다고요? 

연구자 아, 못했지. 작년이니까.

A교감 아니, 근데 지금 몇 년 남았어요, 퇴직? 

연구자 0년. 딱 0년.

A교감 내년이면 몇 살이세요, 만으로?

연구자 그니까 지금 이제 00세지. 내가 00년생이니까. 

A교감 그래도 이 대학 졸업하면은 연수지명이 빨리 나올 수 있겠네요.

연구자 연수지명이… 근데  

A교감 근데 이것도 내년 2월 달에 졸업일 거 아니에요. 그럼 명부 작성은 2021년에나 나오

겠네? 이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서류 제출할 때나

연구자 모르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뗄 수도 없어. 갈

등이 많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려다가 하는 거예요.

A교감 000하니까?

연구자 포기하려다가 이거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형식만 갖추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도 있을 거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한 달, 때려쳤다니까요? 00대학 갔다

가. 

A교감 교장 승진도 이런 준비도 대학원이라든가 빨리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대학원, 그 

다음에 연수 점수. 그 다음에 교감도 평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육청 평가를 잘 받아야 되니, 교감 근평 때문에 신경이 좀 쓰였어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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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교감 근평 받을 때, 학교 업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는 업무들. 그 평가 

기준이 다 교육청 위주더라고요. 어울림 프로그램을 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학폭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하는데도, 그거는 평가 기준이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 그런 사업을 했느냐, 잘 했느냐. 이런 거에만. 그리고 해마다 평가 기준이 

교육청 마음대로 바뀌어요. 평가 요소가. 그니까 그런 데에서는 갈등이 있었어요. 교

감이 교육청에서 주는 어떤 평가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 선생님들하고 소신껏 운영을 

펼치는 데 조금 지장은 가져왔어요. 

연구자 그런데 또 교육… 장학사들이라든가 처음 오신 분들 뭐 위촉이라든가 그런 것 안했었

어요?

A교감 네, 있어요. 위촉도 있고. 그니까 그 위촉을 받아야지만 근평을 잘 받을 수 있고. 근

데 그 위촉이 조금… 피해가 가지. 그게 의무적이니까 약간 구속력을 줘. 구속이 되

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한 거지. 장학사들까지도 우리한테 까불고 있었잖

아.  

연구자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 저도 지금 00쪽에 등대학교도 0년째 하고 있고, 00쪽에서는 

꿈의 대학을 많이 강조해요. 그게 이제 지원단도 활동하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얼

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이 많죠. 교장 연수 

받은 사람은 대부분 안하더라고요. 신규와 교장자격연수 안 받으신 분만 교육청 지원

을 하는 것 같아요.

A교감 영향 주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도 안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더 줄 거 아니야. 같은 조건이면. 저는 늦게 이제 

교감 나왔으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한 0년이라도 더 해보고 정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좀 

생각했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도 갈등 주제로 했다가 너무 갈등

해요. 

A교감 그 다음에 뭐  그니까 공모교장 제도가 많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공모에 응하지 

않은 저는 공모 준비를 안 한 저는  위축감? 이런 게 느껴지긴 해요. 

연구자 발령 받기 전에 기대했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성화, 우리 학교는 특성화 근

무는 예상 안 하셨잖아요.

A교감 저는 00시내. 이제 근거리. 집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가고 싶었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일반적인 중학교. 왜냐면 제가 중학교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근

데 특성화고 근무는 저한테 엄청난 부담. 굉장한 부담을 줬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죠. 실제로 역할을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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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nature and meaning by 

in-depth exploring the role conflict experience of vice principal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situation of role conflict experienced by the vice principal, what causes it, 

how to cope with it, and what i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is 

phenomenon.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eleven vice Principals chosen from three agricultural life schools, three 

industrial schools, four commercial information schools, and one family 

business school that are located in Gyonggi-do province. The Eleven 

research participants were Vice Principals chosen from three agricultural life 

schools, three industrial schools, four commercial information schools, and 

one family business school that are located in Gyonggi-do province. Vice 

Principals with more than a year's experience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ch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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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rom July 23rd to November 

30th in 2019 to gather research data through open questions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First, seven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cond, four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from 

late September to early October to secure the adequacy.

With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which repeatedly recorde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I explored meaningful statements and 

experiences in order to find out what defined conflicts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he true meanings of them. The role conflict 

experiences that participants had are generally categorized into the areas of 

Principal’s assistants, teaching management, students education and parents 

and individual Principal's assistants, teaching management, students’ 

education and parents and students and individual adaptation. 

The situation, cause, way to deal with, and the essence of the role 

conflicts are these. First, the Vice Principal as the vice Principal as a 

Principals assistant experienced the conflicts in that situation where the 

Principal's power is revealed as a supporter, arbitrator, collision of the 

partner model, Principal's assistant experienced conflicts in those situations 

where the Principal's power is revealed as a supporter or an arbitrator or in  

collision with the partner model. The Principal can take the role of an angel 

while the Vice-Principal is the devil in matters of the final decision and 

evaluation. Though similar things can happen, inferiors cannot help 

experiencing conflicts between their own beliefs and evaluation criteria when 

superiors have authority to evaluate them. It seems that Vice Principals 

mostly follow their Principal’s opinions.

Most of them think that the role of a Vice Principal is a supporter or 

arbitrator model. The Principals have the highest decision making authority 

in school management and the right to assess work performance of Vice 

Principals. Therefore, Vice Principals were unable to execute their role and 

were very conscious of what Principals thought of their abilities. A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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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executed their role according to their educational philosophy and 

opinions. But later they deal with conflicts by becoming a “yes man” and 

adapting accordingly. Also, they dealt with conflicts by deprecating 

themselves in the bureaucratic hierarchy with conformity and evasion.

This is because a school is a hierarchical system where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should be made clear. Vice Principals made 

decisions and adapted according to their schools and decided what attitude 

they would have with Principals rather than deciding and heading up 

something by themselves. They based their own image as a Vice Principals  

through their introspection.

Secondly, Vice Principals had a lot of various conflict experiences with 

students, school staff and parents. They were confused on how best to 

guide students regarding job training. Also, they were found to have 

conflicts with the individualism of teachers in competition, small but sure 

happiness, promotion indifference, incompetency of teachers with a 

long career, self-important teachers without communication skills, 

ambiguity and limitation in the work of school staff and teachers 

organization, the chief of administrative office who would focus more 

on promotion than work duties, pressure from temporary workers 

and growing individualism among staffs.

Also, they had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an Princip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the Principal, personnel matters, the practice of 

distributing tasks in February and evaluation. Teachers prefer easy tasks 

and avoid tasks that deal with students’ problems.

The third area of interest of this study was about students education and 

parents. There was often a conflict between teachers teaching rights and 

students learning rights, which was further complicated by parents 

interruption. Among the most difficult areas of a Vice Principals duties was  

dealing with students complaints. They had difficulties and conflicts with 

parents excessive participation in school, overprotection of their own 

students, and inexperience of teachers. This could cause them to re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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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Some Vice Principals who had a difficulty recruiting new students, had 

conflict in whether it was desirable to provide vocational education to low 

GPA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Finally, role adaptation as a Vice Principal and preparation to be a 

Principal caused conflicts. They experienced conflicts due to improving 

professionalism, evaluation from higher authority, and a lack of awareness 

and experience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curriculum. If they 

focused on promotion, they had an inner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their 

own goal achievement and school management and came to maturity.

They also established identity and competence as Vice Principals and 

leadership in conflic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y were not free 

from evaluation by the Board  of Education in the matter of promotion. In 

the cas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Vice Principals with the 

same degree specialisation as  the school ha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but 

other Vice Principals had difficulties in adapting in these high schools 

because they had no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vocation. These 

difficulties and conflicts can be solved by a more harmonious arrangement 

when making the personnel appointments of Vice Principals who have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In conclusion, role conflicts of a Vice Principal as a Principal’s assistant 

are affected by the Principal’s management style, value, attitude, and 

leanings towards who has the final decision making authority. Vice Principals 

minimized or solved the conflicts by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way for 

themselves out of considerations for goal achievement, career advancement, 

mediation or flattering of Principals. Vice Principals are preparing for  

promotion to Principals by trying to improve themselves. They had conflicts 

because they should choose between the needs of school management and 

achievement and professional improvement which were often mutually 

exclusive. This is determined by excessive needs of personal promotion and 

value. Vice Principals are trying to set up their role in the light oftheir role 

conflict experience and development. The institutional problems, like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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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and ambiguity can be the reason for role conflicts but the  

biggest reason for role conflicts is personal problems such as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pursuit of their own goals, an achievement 

oriented attitude and interests, individualism, task egotism, preference to 

easy tasks. Thus, it is the problem of peoples knowledge and humanity.

People need balance and harmony in this society where they cant help 

behaving according to profit and greed. Also, the way to solve conflicts is to 

have knowledge and humanity such as self-examination, without greed, and 

to be easygoing.

I suggest the follow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a harmonious arrangement of teachers who have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such as vocational and regular high schools should 

be done in the personnel alloca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by school 

administrators.

Second, training programs abou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available as part of a Vice Principals qualification or on the job training. 

Training programs relating to the specialism of the high school are 

necessary .

Thirdly, by using Principals of vocational high schools who haveexperience 

in the same kind of school as Vice Principals, school mentor programs 

should be run before personnel appointments.

Fourthly, multifarious support training programs for Vice Principals such as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and solutions to reduce conflicts with school 

staff should be arranged.

Fifthly, the role conflict experience of Vice Principals in vocational high 

school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balance between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ajors, promotion, gender, 

management style, disposition and value. If participants are selected out of 

consideration for the combination of varied Principals and Vice Principals, 

the study can be very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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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f the study is conducted with Principals in vocational high school 

with different backgrounds such as gender and majors, it can be meaningful.2)

3)

4)

2)

Key word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Vice-Principal, Role Conflict,  

          Experience, Phenomenolog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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