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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장은 교사들과 학교운영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학교 조

직의 공식적 리더이자 최고책임자로서 교육 개혁의 핵심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이러한 교육 개혁의 핵심인 교장 공모제의 효과와 교장

공모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

도가 입법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에 있다.

교장 공모제의 정책적 목표인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공동체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를 토대로 교장

공모제의 효과성을 측정할 다섯가지 영역 (세대교체, 학교 책임 경영

제를 알아보기 위한 자율성, 교장의 직무수행력, 거버넌스, 대응성)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교장 임용 형태를 중심으로 공모형 교장과 승진

형 교장, 초빙형 교장과 내부형 교장의 만족도를 단위 학교 공동체의

주체별 인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단위 학교의 공동체(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지로 2012년 경기도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의 주제 설정에 있어서 정책 목표 달성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교장 공모제

의 집행 과정상 변화 과정을 분석하거나 공모형과 승진형 간의 제

도별 차이, 공모 교장의 개인적 특성연구, 공모 학교의 사회적 배경

변인 연구, 임용 교장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등 정치적, 제도적,

개인적, 특정 분야의 교육성과 달성 등으로 주제가 세분화 되어 있

다.

또한, 연구의 분석 단위에서 초등학교, 질적 연구, 표본 집단 연구



에 치중되어 공모제의 종합적인 효과를 다루는 양적 실증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공모 교장제도는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

었다. 영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세대교체 효과는 정책의 목

적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젊은 교장의 영입은 시범학교 전체

평균 수준보다는 낮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다. 둘째, 학교 책임

경영제를 통한 자율성에서도 공모형은 승진형보다 높았다. 셋째, 교

장의 직무수행력도 공모형 교장이 승진형 교장보다 높았다. 넷째.

거버넌스와 만족도 조사에도 역시 공모형 교장이 유의미했다. 다섯

째, 각 주체간에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교장을 제외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초빙형 공모 교장 제도는 두 가지 분야(거버넌스와 만족도)에서

부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초빙형 공모 교장의 효과성이 내부형 공모 교장보다 우

월한 영역이 ‘거버넌스’와 ‘만족도’ 부분이라는 사실은 교장 공모제

의 개선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

주요어 : 교장 공모제, 초빙형, 승진형, 내부형, 학교책임경영론

학번 : 2006-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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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교육정책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교직 구조

에 영향을 준다. 학교에 큰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

다. 교사들과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정책들 중 하

나가 바로 교장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교장직에 있는가는 분

명 단위학교의 움직임을 바꾸는 큰 요인일 것이다. 교장은 학교 조

직의 공식적 리더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중심

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유능한

교장의 확보는 학교 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지금까지의 교장 임용방식은 철저한 연공서열방식이었다.

김대유(2011)에 따르면, 교장이 되려면 교직에 들어온 후 20대부

터 20년간 근무평정을 취득하고 반드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또 교감으로서 교장 연수 대상자로

지명받기 위해 근무평정 경쟁을 해야 한다. 현재의 근무평정 제도로

는 교장이 되려면 적어도 5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에 반대하여 일각에서는 40대의 젊은 교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교장 공모제와 대학에 위탁하는 양성제 혹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 등에는 교장 연령의 세대교체에 대한 요

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교장의 진입이 소수의 교육전문직과 교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열려있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교장직 진입을 제한하고 지역여건과 단위학교의 요구를 반

영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은 교직 문화를 수

업 중심에서 승진위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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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2012; 김이경, 2008).

교육혁신위원회(2006)에서는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교육개혁 중 최

우선 과제로 보고 가장 강력한 교원 통제의 수단인 근무평정의 폐

지를 전제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데올

로기의 대립구도로 진행된다면, 대학의 양성과정에 ‘교원전문대학원’

등의 교장자격 코스를 개설하여 교장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에게 차

별 없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1995년 531 교육 개혁의 일환으

로 교장 초빙제가 언급되었고 여러 차례의 정책 변경을 통해 현재

교장 임용은 종전의 연공서열 승진형과 교장공모제 두 방법이 병행

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모 교장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교장 공모제를 통한 교

육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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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교장공모제의 형태 중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

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

며, 다른 교장 공모제와 비교하여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단위학교끼리의 비교의 대상이 될 ‘효과’의 기준은 교장

의 직무수행력과 학교 교육 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에 e

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각 단위학교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그

리고 해당하는 연구대상의 범위로는 2012년 경기도 제1차 종단연구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설문지(교장·교사·학부

모·학생)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해석은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

을 검토하여 가설을 세운 뒤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

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평균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본고에서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교장공모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 및 연

구 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법을 서술

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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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교장 공모제

1. 교장 공모제 개념

교장 공모제란 교장의 임용을 공모를 통해 충원하는 교원 인사

방식이다. 교장 공모제는 1995년 5·31 교육 개혁으로 평가되는 ‘신교

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교

장 공모제는 새로이 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학교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리더로서 교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이다(Leithwood &

Jantx, 2000).

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는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교원을 임용함에 있다. 이를 위해서 자격기준

을 완화하고 공모절차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통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여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유능한 교장의 장기간 근무 보장

을 실현함에 있다. 그 결과 단위 학교 자율화가 구현될 것을 기대했

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기존 교장 임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자 보완사항으로 연공서열

적인 교장 임용제도가 젊고 유능한 교장의 원천적 차단을 유래하며

교직 사회 내부의 불만을 초래하고, 지역 요건과 개별 학교의 특성

과 요구에 적합한 교장을 임용하기 어려우며, 교장의 잦은 전보로

학교 운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배정 임용으로 인해 학교의 책무성

담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승진형 교장 임용의 이러

한 단점을 극복하게 위하여 공모제는 승진제를 보완하여 젊고 유능

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단위학교가 활력과 혁

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장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민주적이고 투

명한 공모절차를 적용하여 임용된 교장이 책무성과 특수성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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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이경, 2008).

교장 공모제의 정책목표는 교육과학기술부(2010a)의 보도자료에 나

타나 있다. 교육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교장 공모제의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명확히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방식에서 탈

피하여 공개 모집 방식을 통해 교장자격소지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

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미래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경영자로서의 교장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한

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학교자율화의 토대를 구축하고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초빙 교원제’ 등의 정책과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

성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둔 학

교 경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자 하

며. 특히, 교장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교육은 정책수립과 시행과정, 성과분석의 판단근거이자 지표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공모교장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의 선택에 의해 ‘다

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경영자’를 선정하고

단위학교의 역량을 높일 것으로 의도하였다고 본다.

2. 교장 공모제 연혁

교장 공모제는 1996년 초빙교원(초빙교장과 초빙교원)의 한 일환

인 초빙교장제로 시작되었다.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으로 ‘초빙 교

장제’ 도입이 언급되면서 1996년 9월 1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

성되어 있는 학교에서 지정 운영되었다. 박인현(2003)에 의하면 ‘초

빙 교장제’는 지원 자격을 당해 시·도 근무로 제한하여 유능한 인재

발굴에 한계를 보였고, 교장 중임 제한 사유에서 초빙 교장 경력을

제외하면서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뒤 2002년 노무현 정부 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쟁점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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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교조의 교장보직제1), 교총의 무자격자의 교장직 임용의 반대,

각종 사회단체들의 주장으로 난항을 겪다가 2006년 ‘초빙 교장 공모

제’라는 용어로 시범운영 되었다.

2006년도 시범 실시에서는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시행되

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한 형태이고 내부형은 교

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으로 사립교원도 가능하다. 개방형은 교직

경력과 무관하게 해당 관련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가능

하다.

그 뒤 2007년 ‘교장 공모제’라는 명칭 하에 내부형, 초빙형, 개방형

의 세부 유형으로 6차까지 시범운영 되었다가 2010년 9월부터 전체

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초빙 교장제, 초빙

교장 공모제, 교장 공모제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 1 기: 초빙교장제 (1996년 3월)

처음으로 초빙교장제의 내용을 담은 법이 시행된 시기로 1996년

3월에 시행되었다. 아래는 해당하는 법의 전문이다.

1) 처음 전교조 측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했다. 이는 교장 자격증을 없애고

평교사 중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의 투표에 의해 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교장직을 일정 기간 봉사하고 다시 교사로 복귀하는 보직의 한 개념으로 삼자

는 대안이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과 교

장선출보직제는 기존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두지 못하

고 한꺼번에 모두 바꾸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교장

선출보직제의 개념은 교장공모제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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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31조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

로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

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

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②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회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초빙교장의 경우 중임제한의 예외가 가능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

① 초빙교장 또는 초빙 교원의 임용요청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법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기의 초빙 교장제는 초빙교원에 대한 임용과 교장 중임제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기의 초빙 교장제의 입법 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교장을 초빙한다. 둘째, 특수목적학교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학교장

의 임용이 가능하게 한다. 셋째, 농촌, 오지, 벽지 등 발령과 동시에

전출에만 신경을 쓰고 학교경영에 소홀한 사례들이 있어 자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기를 원하고 학교소재지에 생활근거를 옮기는 사람

에 대하여 서열이 늦다 하더라도 초빙제청이 있으면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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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기 : 초빙교장 공모제 (2006년 9월)

제2기는 2006년 9월 ‘교육인적 자원부,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추진 계획 2005’에 의하여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

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새로운 리더십을 가

진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공모절차

를 민주화, 투명화 하는 등 교장임용방식을 다양화하고 단위학교 요

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장기간 근무를 보장함으로

써 학교 자율화의 취지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2006)에 의하면 승진제는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승진제

의 이러한 폐단이 교직사회의 불만을 초래하고 또한 지역여건과 개

별 학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교장을 임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고 분석했다. 잦은 교장의 전보로 학교 운영과 발전이 저해되며 배

정에 의한 임용방식으로는 학교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

렵다고 보고 교장 지원 자격 요건의 완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모

절차,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 특수성을 통해 학교 교육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 개선 및 실행을 시도한 시기였다.

3) 제3기 : 교장 공모제(2007)

2007년 이전이 수많은 논의만 거듭하여 본래의 공모제 개념과 다

른 상태의 교장공모제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다면,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장 공모제가 실시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장

공모제는 비로소 2007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총 6기에 걸쳐 시

범운영 되었다. 6기의 기간을 나누면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의

<표 1>을 보면 2010. 10. 09일자로 시행된 전국 단위의 공모 교장

중에서 초빙형이 99퍼센트2)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428개교 중 423개. 그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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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장 공모제 시범실시

구분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합계

1차 시범(’07.9.) 38(69%) 5(9%) 12(22%) 55

2차 시범(’08.3.) 36(63%) 3(5%) 18(32%) 57

3차 시범(’08.9.) 18(25%) 2(3%) 51(72%) 71

4차 시범(’09.3.) 31(29%) 2(2%) 75(69%) 108

5차 시범(’09.9.) 29(29%) 3(3%) 69(68%) 101

6차 시범(’10.3.) 44(33%) 11(8%) 79(59%) 134

’10.9. 4(0.9%) 1(0.1%) 423(99%) 428

계 200(21%) 27(3%) 727(76%) 954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b). 교장공모제 안정적 정착방안 마련

<표 2> 교장 공모제 연혁

시기 내 용

1999년 9월 ‘교육공무원법’ 31조에 초빙교원제도에서 초빙교사
와 함께 초빙교장제를 처음으로 도입

2002년 대선 대선공약의 하나로서 ‘학교장 임용 제도의 다양화’
와 ‘교원 직급과 승진제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교육혁신기구로 교육혁신위
원회를 발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방안 발표

2003년7월 ~

2004년 11월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 의렴 수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교직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교
육청 등이 참여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의 개최 ‘교
장 승진 임용제도 개선시안 마련’

2005년 11월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발표

2006년 1월 ‘교원정책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교육특위)’ 구성,
운영되었으나 각계의 입장차이로 대립

2006년 6월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선정 결과 발표

2006년 7월 교장 공모제 제논의

2006년 8월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교장공모제 도입결정

2006년 9월 교육혁신위원회는 최종결정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2006년 12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
정령안 입법 예고

2007년 5월 1차 시범적용 학교 (내부형 38개교, 개방형 3개교,
초빙교장형 14개교) 55개교 선정

2007년 9월 제1차 시범 운영 실시

2007년 11월 2차 교장 공모제 시범 적용 학교 57개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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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 용

2008년 3월 제2차 시범 운영 실시

2008년 4월 교장공모제 관련 장학관 협의회 개최

2008년 7월 1,2 차 시범학교 운영 학교 효과 분석

2008년 9월 제3차 시범운영 실시

2008년 10월
2009년 3월부터 4차 시범학교 시행학교 (117개)를
실시한다는 계획 밝힘

2009년 1월 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학교 108개교 선정

2009년 3월
제 4차 시범 운영 실시 (결원 교장의 15% 이상을
공모교장으로 충원)

2010년 9월
교장 결원학교의 56%인 전국 430개교에 교장 공모
제 실시

2011년 3월

교장 결원학교 853개교의 46%인 391 개교에서 교
장공모제 실시 개정된 ‘교육무원임용령’에 의거 자
율학교의 15%만 내부형 교장 공모제 신청이 가능
하고 이중 15% 만 교사 지원이 가능함.

2014년 4월
평교사의 교장 공모비율 (15%)을 대통령령으로 제
한한 것은 교장 공모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는 의견 국회에 소명

* 박균열(2009: 102-103) 표 참조 및 재구성

3. 교장 공모제 유형

교장 공모제 유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나누어진다. 내부

형 자격기준은 당초 제시된 무자격자의 교장직 임용으로 성과를 거

두지 못했다. 실제 제도는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전체 내부형의

15%로 제한하여 시행되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및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에 명시된 교장 공모제 유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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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장 공모제 유형

유형 추진근거 자격기준
대상

학교

초빙형

교육

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
일반

학교

내부형

교육

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원 교원

(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 미소지

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15% 범위)

자율

학교,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 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 교장 자격장 소지 유무 관계없

이 공모가능

자율

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

및

특목고

* 김갑성(2016) 표 참조 및 재구성

4. 교장 공모제 절차

교장 공모제는 먼저,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시행이

된다. 아래는 추진계획에 따른 교장 임용에 대한 법률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공모교장의 임용, 평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 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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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교장 공모제 절차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a

<그림 1>을 보면 우선 교장이 학기말에 퇴직을 하거나 혹은 중

임이 만료되는 학교가 직접 교장공모제를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직

권으로 교장공모제학교를 지정한다. 학교는 교장 공모제 신청 전에

학부모들에게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최한다.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는 참석자 다수의 찬성을 얻으면 학

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의견을 상정한다. 전체 학부모 회의가

학교선정
학부모·교

원의견수렴
교육감지정학교장선정

학운위심의

(필수)

지원

(지원자격)

교육과학기술부장관·교육감(임용 전·후로 실시)직무연수

1차 심사

(학교)

2차 심사

(교육청)

최종 선정

공모교장

임용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일반학교(교육공무원법 제31조)

교육감(추천자 중 1인 선정)

주관:

학교운영위원회

주관: 지역교육청(초·중), 도교육청(고등학교)

심사: 초빙교장공모심사위원회

대통령(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청)

심사:

초빙교장공모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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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조사가 가능하다. 교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도

함께 거친다. 학교장은 공고 전에 다시 학부모와 교사에게 의견을

수렴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심사위원 위촉 기준을 다시 살핀다.

단순히 임명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용한 뒤에 평가관리위원

회를 구성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 뒤에,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면

조치를 하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교육감 지정인 경우 교육부의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3)의 상황에 맞게 시행이 가능하

다. 초빙형의 경우는 공모 범위가 당해 시·도로 한정된다.

교장 공모가 발표되면 지원자가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1차

학교 운영회 중심의 ‘학교 주관심사’를 한다.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한다. 여기서 2명을 선발하여 2차 교장공모 심사 위원회의 ‘교육청

주관 심사’를 하게 된다. 2차 심사인 교육청의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가 주관 심사는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

청에서 구성· 운영하게 된다. 2차 심사 역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이

있고 덧붙여 상호토론 과정이 있다. 최종 추천은 교육감이 하게 된

다. 이때 교육감은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면서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모든 후

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

교 지정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공모 교장은 당해 학교 배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이

가능하고 자율학교인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 교육과정

의 자율지정도 가능하다. 평가는 공모교장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임기 시작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중간평가), 임기 시작 40개월

차(최종평가)에 두 번 있다. 평가단 구성은 교육감이 결정하되 교육

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만약 실적이 저

조하거나 징계가 발생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즉각 인사조치가 가능하다(주창범, 2012).

3) 경기도의 경우 자체 심사의 기준은 (1)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 소외,

낙후지역 학교 (2) 자율중학교 중 혁신학교 (3) 자율학교 (4) 정책적 배

려가 필요한 학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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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장 공모제에 관련 이론

1. 신공공관리이론과 교장 공모제

(1) 신공공관리이론(New Public Managemenet: NPM)

신공공관리이론(New Public Managemenet: NPM)은 웨스트민스

터개혁에서 시작되었다. NPM은 현대 산업국가들의 문제인 공공재

정의 위기에서 벗어날 대안책으로 제시되었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

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재정은 적자를 달리

기 시작했고 한정된 자원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길이 바로 신공공관리이론이다. 신

공공관리이론은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두면서 경영이론을 활

용하는 행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인 이론이나 개방형 직위제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행정개혁이 가능하게 되었

다. 특히 신공공관리이론은 공무원 인사제도의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계약제, 개방형 인사제도, 실적 평가제, 성과급제 등 인사

제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왔다(홍준형, 1999).

신공공관리이론은 ‘관리주의(Managerialism)’ 와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를 이론적 근간으로 한다. 시장주의는 독점적 정부서비스

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공공서비스에도 가격을 위주로 한 시장

원리를 차용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형태를 띤다. 관리주의

는 민간의 경영방식을 행정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중용하게

여기는 신테일러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

고 규제를 감축하여 행정에 성과위주의 평가(performance)를 시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NPR, 영국의 Next Steps, 프랑스의 공공서비스헌장,

독일의 정부역할 축소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남기범,2006).

Maor.(1999)에 따르면 전통적인 행정학이 안정성, 규칙, 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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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을 중시한다면 신공공관리이론은 변화, 분권화, 성과, 수익 등

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한다. 신공공관리론이 정부의 경영활동을 높

이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은 탈정치화, 탈관료화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부분의 경영행태를 공공부분에 가져올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

는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기원적 차이인 법치주의문제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 인사의 경우 헌법에 명기

되어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개방형 인사제도의 충돌로 인해 허용

범위의 조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실적

평가제의 경우 직업공무원제가 요구하는 성과주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방안이기에 공무원 인사개혁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

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

해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질랜드의 1988년 공무원법

(State Service Act)과 1989년 재정법(Public Fiance Act) 이후의 성

공적인 평가로 지지받고 있다(고영선, 2004).

(2) 직위공모제

공모직위제는 개방형 직위제와 함께 국민의 정부시절 채택된 대

표적 인사개혁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신공공관리론에서 개방형

직위 임용에 대한 연구는 많아도 공모 직위제에 대한 연구는 희소

한 편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사 개혁으로는 개방형직위임용제와 계

약직을 들 수 있다.

이근주(2012)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개방형 직위제

가 정부조직 외부에 대한 개방을 강조한다면 공모 직위제의 주요

취지는 정부 조직내부의 개방으로 인적자원관리의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공모직위제는 폐쇄적인 공

직사회 내부에서 인적 교류가 활성화 될 경우 부처 간 경쟁과 정책

협조가 확대되어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정부부문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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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도입되었다.

모집(recruitment)은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 공직에 지원하도록 유

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희망자에게 채용 및 직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케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모집에 있어서 후보자

들로 하여금 공직에 흥미를 가지게 하며 실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이근주. 2012: 35). 교장 초빙제가 고위공무원

급의 일선 공모 직위제처럼 운영되는 반면, 같은 초빙제도라 해도

교사 초빙제는 부분적인 공모 직위제의 성격과 우선 전보의 성격을

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의 인사개혁인 개방형 직위제도는 직무중심의 직위

분류제적인 제도이다. 개방형 직위제도가 적합한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이거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이다.

개방형 직위제하에서는 공직 내부에서의 충원도 가능하지만 공직

외부에서의 충원도 가능하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하며 역량 판

단은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최순영, 2013).

개방형 직위제도에서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기 위해 채용과 보

상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중앙인사기구에서 각 부처로 위임하는

인사권의 분권화가 바람직하다. 실제로는 공직 개방성의 증가는 중

앙인사관장기관으로부터 각 부처와 기관들의 관리융통성의 증진을

수반한다. 하지만 이러한 융통성은 본질적으로 실적주의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의 인사 원칙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인사시스템에서 융통성의 증가는 “아는

관계”에 근거한 남용의 가능성으로 비판받아 왔다. 개방형 직위제

하에서는 엽관, 정실인사에 대한 우려가 도입 때부터 제시될 수 있

다. 이러한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업무수행능력, 학습조직

화 등을 통해 피임용자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이선우, 1999).

교육학에서의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인사는 교장 공모제의 개방

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일반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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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특정직 공무원 중 검찰, 경찰, 소방, 교원은 개방형직위에

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위 공모제나 개방형 직위제도는 신공공관리론의 한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 인사개혁이다. 이 중 개방형 임용은 업무

특성상 교육에서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교원 중에서 교장의

경우 개방형 공모학교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정도이다.

2.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경제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신고전학파의 기업조직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조직

경제학에서 주인(Principal)이 자신의 본래 과업을 대리인(Agent)에

게 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 문제점과 해결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Moe, 1984,).

범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통해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양

한 사회과학분야에서 각각의 현상들을 이해하는 곳에 쓰이고 있다.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대리인이 주인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

다. 주인은 대리인에게 재량을 주게 되고 대리인은 허용된 재량 내

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만 결국 이익은 주인에게 돌아가게 된

다. 이 때 대리인 자신은 주인의 이해 관계와 상충되게 자신의 이익

을 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행정학에서 주인- 대리인 이

론은 계약을 맺고 있는 수 많은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국민-정

치인, 정부-공기업, 정부- 민간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권순만,

1995).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파생되는 문제로 대리인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대리인 자체

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

해서 주인은 대리인에게 경제적 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Jensen,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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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가 없는 주인은 대

리인의 능력을 맹신하여 필요 이상의 보수와 권한을 부여하는 실수

를 범할 수도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인은 대리인

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상

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며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다양하기 때

문에 목표불일치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보상만

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관료제의 경우

입법적 통제, 정치적 통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적인 방식이 시도

될 수 있다(Moe, 1984).

교육학에서의 주인-대리인 이론은 학교의 책무성과 연관지어 책

무 요구자를 ‘주인’으로, 책무 이행자를 ‘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승진

형에서는 교육청과 교장을 주인-대리인으로, 교장 공모제에서는 교

육 수요자와 교장을 주인-대리인으로 보고 있다. 교장 공모제의 실

시로 인해 교육 수요자와 교장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주인-대

리인 이론에서 말하는 정보비대칭성이 해결되어 학교 구성원이 원

하지 않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역선택의 문제도 해결 될 수 있다(양

민석, 2015).

권순만(1995)은 주인-대리인 이론이 야기하는 많은 문제를 보상과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보너스가 그러한 예이다. 이를 교육학

에 적용한다면 단위학교 교장의 교육성과 평가를 들 수 있다.

3. 교장론과 학교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교장의 우선적인 권한은 학교의 운영과 재정 관리자이다. 그러면

서도 교원들을 지도하는 한편 학교 교육의 진행 방향을 계획한다.

즉, 교장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을 행하며, 학교 교직을 관

리하고, 학교 문화를 형성하면서 학교 교육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서정화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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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교장의 핵심영역으로 미국에서는 교장 양성과정 (ISLLC)

에서 교장의 핵심영역으로 다음의 6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비전

설정이고 둘째는 정치, 경제 등의 사회 인식하기이다. 셋째 영역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고 넷째는 학교 조직과 재원

등의 자원 관리이며 다섯째는 협치이며 여섯 번째는 관료로서의 도

덕성이다(나민주, 2009).

교장은 ‘교사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선배교사

로서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선도자로서 사회환경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에서 교사라는 전문가 조직

을 관리·경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학교조직은

대체로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강조된다. 현재는 교장의

경영마인드뿐만 아니라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준희, 2012).

그 중 교장 공모제와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학교 단위 책

임 경영제이다. 단위 학교 중심의 책임 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

다. 단위 학교 책임 경영제란 상부의 불합리한 통제를 줄이고 학교

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필요

한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를 높이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하는 학교 경영의 새로운 방식이

다. 이러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유

능한 교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김이경, 2008).

박수정(2014)에 의하면 SBM은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의 핵심요소

이다. SBM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을 학교에 재분배한 교육 분권화의 형

태를 의미한다. 예산, 인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의사결정의 권한의 일

부를 학교 현장에 이양하여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주민 등

학교 운영에 관련된 당사자들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 학교 발전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SBM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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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적절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 학교

장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에서는 학교 수준의 자율성(autonomy), 의사

결정의 공유 (shared decision-making), 책무성(accountability), 학교

위임 (School Empowerment), 학교 자치(School-based Governance)

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Zajda,2009).

4.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과 학교자치

거버넌스는 1980년대 경제 위기로 기존의 정부가 행사하던 독점

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의문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거버넌스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행위자 간의 조화와 일치를 의미한다. 거

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방향을 제시

하고 다양한 행위자 간의 주장을 조정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기

능으로의 정부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안

에서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이는 수평적인 협치로의 이동을 의미한다(Pierre,2000).

신자유주의 상황이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 통제

의 기획, 조직, 집행, 조정일 때 그러한 규제와 상반된 형태로 진행

되는 또 다른 국가의 모든 행동을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라고 한다. 종전의 거버넌스와 달리 ‘메타-거버넌스’라

지칭하는 이유는 이 국가적 활동은 헌법적 차원의 기능으로 종전에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국

가의 활동에서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 때이며 종전의 거버넌스 시스

템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나 관리의 조건, 기준, 지침, 규칙

등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활동에서 국가

의 역할은 ‘지도(Guidande)’에 해당한다(jessop,1995).

신 자유주의하에서 공공 정책의 실패나 갈등 문제가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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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되는 것이 또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이다. 메타

거버넌스가 필요한 경우는 첫째, 거버넌스 자체에서 생기는 파생 문

제인 경우이거나 둘째, 피지배 계급의 도전에 대한 성과이다. 메타

거버넌스는 자치, 새로운 규제의 실현, 자체 조직의 형성 등으로 실

현된다. 신 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권력은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합

의를 규율하는 규칙의 결정과 이러한 규칙의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재구조화 된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Meta-Governance (거버넌스의 거버넌스)’가 생겨났다. ‘메타 거버넌

스’란 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주의나 책임성 등을 얻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조직이나 비정부 조직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 연계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fransen,2015). 교장 공모제의 형성과 집행

중 정부, 학부모, 교사단체, 학계, 교육청 등 수 많은 집단 과의 갈등

상황은 결국 메타 거버넌스적인 과정을 통해 정책의 변동을 이루었

다.

시민들은 공식적인 국가의 주인이지만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과 정

부, 제 3분야 간의 통합을 통해 상징적인 주인이자 파트너로 기능하

게 된다(Vigoda, 2002). 교육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는 실제적인

교육 주체이지만 교사와 교육청, 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교육 관계자들의 협력과 만족도는 교육

수요의 충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에서 거버넌스는 교육통치, 학교운영의 의사결정체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사항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통제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학교는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

태로 실현되고 있다. 네트워크, 상호작용, 리더십, 파트너쉽, 사회자

본 등을 형성 요인으로 볼 수 있다(조윤정, 2015).

최정민(2006)은 거버넌스를 통한 학교자치란 학교 단위 안에서 다

양한 의사 결정이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했다.

즉, 교장의 임용에 있어서 교육청의 규제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2 -

김병찬(2010)에 의하면 거버넌스 구조의 중심 내용인 분권화와 자

율성을 살린 정책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인 단위학교 자율

화 정책이 있다.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학교

가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의 위시한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는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운영은 학교가 결정하고, 초·중등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국가는 국가 기준의 설정,

조정, 기획, 학생 건강, 안전, 교육 수요자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승진형이 교장 권

한의 근원을 상급 행정기관에서 찾은 것과는 달리 교장 공모제는

교장 권한의 근원을 학교 공동체에서 찾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일환

으로 보았다. 즉 승진형의 교장이 권한의 기원을 상급행정기관에서

찾았기 때문에 상급 행정 기관의 필요와 명령에 따르는 교장이었다

면 공모 교장은 학교 공동체의 대표이므로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

영하는 교장이어야 한다고 한다.

박인현(2003)은 초빙교원제도의 정책적 의미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고 단위학교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으로 보았다.

교장 공모제에서는 공모와 임용단계에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국가라는 다양한 당사자 간 갈등과 이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학

부모, 교사의 사전 동의를 거치고 지원자의 심사 면접을 학교운영위

원회와 교육청 소속의 심의회에서 담당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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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장 공모제에 대한 선행연구

1. 외국의 교장 임용제도

OECD 국가의 교장 임용 제도는 직위 중심 모형(position-based

model)과 경력 중심모형(career-base model)으로 나뉜다. 직위 중심

모형은 시장 모형이라고도 불리며 공석이 발생하면 학교 내부와 외

부의 지원자 중에서 교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영국, 뉴질랜드 등

교육권이 분권화된 나라에서 쓰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장점이라면

교장임용을 위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학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

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교장 선발을 법규에 의존하는 정도는 약

하여 교장의 자격과 경험 등에서 학교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김이경, 2008).

미국은 주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단위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구에서 교장을 공모하여 발령을

낸다. 그 기준은 주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주삼환 (2005)에

의하면 교장 자격을 통일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하게 일어나 ‘학교 행

정가 자격 연합회(ISLLC)'를 설치하여 1996년 공통적인 교장 자격증

기준을 발표하였다. 약 40여개의 주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한

다. 뉴욕은 교장 재양성 프로그램인 ‘리더십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교

사 경력과 무관하게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40대 이하 젊은

교장의 수가 60대 교장의 4배나 되고 20대 교장까지 출현하였다(이

용우, 2008. 12. 12.).

영국의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분과 형태로서 지자체의 집행기구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의 행정 재정 권한 상당부분을 단위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강하

며, 학교장의 리더십을 학교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장 임용은 국립교육행정대학원(NCSL)을 설치하여 교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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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rofessional for Qualification for Headship : NPQH) 취

득 과정을 두고 있다. 교장 임용은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나민주, 2009).

교장 공모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선발위원들의 전문

성과 법령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학교의 요구와 무관한 교장이 선

발되는 경우가 있다(문찬수,2011).

교장 임용에 있어서 박상완(2011)에 의하면, 프랑스 역시 정부가

법령으로 교장의 역할, 지위, 임용에 대해서 획일화하고 있는 나라

이다. 유럽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런 프랑스에서도 교사평가는 따로 없다. 프랑스 사회는 교사를 지식

인으로 인식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

도 교사의 교수학습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 프랑스에서 교장은 학교

급별로 차이를 보인다. 유·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법적 실

체가 아니므로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유·

초등 교장은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초등학교의 책임은 국

가교육장학관(IEN)이 지며 학교장은 학교의 파트너와 학부모사이에

서 교육과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의 유형, 크기에 따라 수업

시간감축이나 추가 보수 등의 혜택을 받을 뿐이다. 유·초등학교장은

내부 승진과 시험으로 임용된다. 하지만 프랑스 중 ·고등학교장의

경우는 중·고등학교가 1983년에 시행된 분권법에 의해 재정적 자율

성을 가진 ‘지방 공교육 기관’으로 인정되므로 법정, 행정적 책임을

진다. 프랑스 중 ·고등학교장은 시험을 거쳐 임용된다. 교장의 임용

은 교육 관료와 교육전문가 및 교원 노조가 동수를 이룬 지역의 인

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박상완, 2011: 123-125).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력 중심 모형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일본이 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교장 임용권은 중앙이

나 지방정부에 귀속된다는 점에 있다. 경력 중심 모형의 장점은 급

여, 직업안정, 연금혜택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은 단위학교의 요구

반영이 미흡하고 교장의 자기 개발 동기의 부족 외부 인사 영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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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형태를 보이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의 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도쿄를 비롯해 15개 도, 부, 현에서 새로운 교사

평가를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의 교장 자격, 양성, 임용제도는 최소

자격 요건은 완화하는 대신, 연수가 강화되고 있다(양만근,

2006.06.15.). 최소 5년 이상 교사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을 쌓고, 임용

시험인 관리직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보통 고령의 경력 교사가

연장자 순으로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용되는 관습에 따라 시험

은 요식적으로 치르는 경향이 있다(김대유, 2010: 139).

독일의 학교장은 교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장도 수업을

한다. 독일의 학교장은 교장이기 전에 신분과 지위는 교사와 동등하

며 여기에 교장으로서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독일의 학

교장은 공개 모집으로 임용되며 임용의 주관은 교육청이고 법령은

주 교육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김대유, 2010: 138).

이탈리아의 경우 교장 임용을 중앙 당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단위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 편견에 치우지지 않고 공평하고

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문찬수,2011).

즉, 외국의 교장 임용에 있어서 교장 공모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2. 교장 공모제에 대한 선행 연구

교장 공모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1) 공모제의 정책 결정과 실제 운영에서 나

타난 갈등 관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최정민, 2006; 김경윤, 2010;

이광수, 2010; 김대유, 2011; 이장익, 2012; 임미화, 2012; 이광수,

2012; 박균열, 2009), (2)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개인적 특성이나

학교 등의 배경에 대한 연구(문찬수, 2011; 김은영, 2012; 유경훈,

2012; 양민석, 2015), (3)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과 학교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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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김이경, 2008; 나민주 외, 2008, 2009; 이광현, 2011,

2012; 김규태, 2011; 차성현, 2014; 김갑성, 2016)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모제의 정책 결정과 실제 운영에서 나타난 갈등 관계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로 최정민(2006)은 자격증 중심의 승진 제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원의 2.3%에 불과한 교장이 징계에서는 10.7%를

차지함을 지적했다. 2006년 3년간 징계건수는 뇌물과 횡령 관련의 3

분의 1이 교장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관리하는 사

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존중받고 교장 승진제도를 토대로 교육청

이 학교를 지배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지배경향은 학교장과 학교운

영위원회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공모교장의

선발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립인 경우 학

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형태가 더 심하다고 한다. 교사

위원으로 들어가는 교감, 교무부장, 연구 부장 등이 학교장의 신임

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장의 언질을 받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다. 또한 학부모 위원들은 선거 없이 무투표 당선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경윤(2010)은 정책갈등 분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교육과학기술

부와 교총간의 공모 교장제 도입과 확대 정책에서 보여준 갈등과

조정 과정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갈등의 전개 패턴은 고정되지 않

았고 갈등 잠복, 표출, 조정, 해소 종결, 잠재 종결의 불규칙적 순환

과정을 거쳤으며 갈등의 제공자는 정부였다고 언급했다.

이광수(2010)는 정책 흐름모형으로 교장 공모제 정책의 형성과정

과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책의 변동에

중점을 두고, 승진형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모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대유(2011)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교장 임용 제도였다고 했다.

대선 국면에서 정책 의제화 되었으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 교

원단체의 갈등으로 개혁이 방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직적 관료구조,

근무평정을 지적했다. 실증연구가 아닌 문헌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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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익(2012)은 일선 관료 5명 질적 연구를 통해 일선관료와 정책

순응에 대해서 탐구하는 소재로서 교장 공모제를 다루었다.

임미화(2012)는 교장 공모제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

과정과 이기적 집단형성, 통제하기, 자기사람심기, 비방하기 회피하

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법을 논의했다.

이광수(2012)는 교장공모제 정책 결정에서의 네트워크의 변화과정

과 형성에 영항을 미친 환경을 알아보았는데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미리 결정된 대

안 없이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고 시사했다. 역시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연구였다.

박균열 (2012)은 교장 공모제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정책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가 필요하고 갈등 관리 매커

니즘의 필요성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다차원적 창

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민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

만 교장 공모제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교원 정책(교

장 공모제, 교원능력평가제, 교원 성과급제) 중 하나로 다루었다.

두 번째로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개인적 특성이나 학교 등의

배경에 대한 연구에서 문찬수(2011)는 교장공모제의 특성으로 학교

장의 특성과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공모 교장이 긍

정적으로 인식되는 영역은 학교 비전 달성, 외부자원 활용, 학부모

와 지역사회 동반자 참여부문이었고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영역은

학교에 일이 많아 졌다는 평가였다. 이 연구는 초등에서 질적 연구

를 통해 공모 임용 교장의 효과를 가지고 온 변인에 대한 연구이기

도 하다.

김은영(2012)은 공모 교장의 권력기반은 교장 개인의 준거적 권력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 관계적 측면에서 관리 효과성 부분은

공모 교장이 일반 승진형 교장보다 더 뛰어나다고 한다. 공모제를

통해 교장과 교사의 관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차원으로 변했

음을 지목했다. 공모 교장은 학교를 전문형 구조로 학교를 바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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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공모 교장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

으로 보여주는 연구이나 서울 초등학교 교사로 한정한 연구였다. 연

구자는 특별히 공모 교장의 효과성을 객관적 잣대를 활용하여 검증

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경훈(2012)은 초등학교 사례연구로 단위학교에서 공모 교장의

적응 과정을 연구했다. 공모 교장이 적응하는 과정은 4단계로 나누

어진다. 4단계를 자세히 기술하자면 천천히 다가가는 단계, 시간을

들이고 친분을 쌓는 단계를 거쳐 정리해 주는 단계를 지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이끌어가는 단계이다. 이 역시 질적 연구로 학교

전체 구성원의 효과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민석(2015)은 자원의존 이론과 특권 학생 편익 이론의 의거하여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와 학교장의 특성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모

학교의 특성은 학생수가 적고 보통이상 학력이 많으며 설립연도가

오래된 것을 들었다. 또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

율학교이며 중고등학교이고 특별광역시 소재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의 특성으로는 낮은 연령, 중고등학교일 경우

남성, 비전공유, 수업개선노력, 행정업무경감노력 등을 들었다. 하지

만 공모제 자체를 연구하여 공모제 유형별 연구가 아니고 미시적인

정책 시행과 관련한 연구가 없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과 학교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

구가 있다. 김이경(2008)은 학교장의 역할이 학교 효과나 개선에 중

요하다는 선행연구를 지적하면서 학교장의 리더십 발휘가 학생의

학습결과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했다. 김이경은 시범 적용 학교 설문

조사를 통해 교장 공모제가 효과를 거두는 학교는 신뢰도 구축에

성공했음을 주목했다. 교장 공모제가 우수한 교장 전입으로 전반적

으로는 만족하나 기존 교장임용 시스템을 단점을 보완했다는 점에

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단위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선발

과정에 반영하였고 교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만족도가 높

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장 임용 방식의 개선이 실제로 학교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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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다는 직접적인 연구결과 없음을 지적했다.

나민주 외(2008)는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분석을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로 접근하였다. 1) 공모학교와 일반학교 간 교장 직무수행

및 기본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시범학교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

장의 직무수행 및 기본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3) 공모 임용 교장 배

경변인에 따라 교장의 직무수행 및 기본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이

다. 공모교장의 효과성을 사전사후 분석과 일반학교와의 비교, 배경

변인별 차이로 분석했다. 공모 교장은 학교 조직에 효과를 가지고

왔으며 일반 승진형 교장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

지만 공모제는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학

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모절차에서 정치적

요소의 개입을 우려하였다. 또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고 해당 학교 교직원의 지원을 막은 점을 한계로 지적

하였다.4) 나민주의 연구는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서 교

장 공모제 1년 후의 연구이기에 제도나 효과에 대한 총체적 분석에

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나민주 외(2009)의 연구는 1,2차 시범 운영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이다. 공모교장이 학교발전비전, 교수학습지원, 교내 조직관리, 인적

자원관리, 물적 자원관리, 대외협력에서 직무수행 점수가 높았다.5)

이광현(2011)은 승진 교장과 공모 교장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초빙

형 개방형의 비교로 내부형에 대한 비교가 빠지고 중학교만을 대상

으로 한 한계를 보였다.

이광현(2012)는 초등에서 교장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 문화가 수평

적으로 변화됨을 보여주었다.

김규태 (2011)는 공모 교장에서 석사학위 교원이 높다고 했다. 공

4) 공모제 학교 표집(1,2 차 시범학교 112개교. 조사대상별 표집방법이 다

름. 학교장 교원 학운위위원은 학교별 전집, 행정직원은 학교별 3인, 학

부모는 학급별 3명씩 일반학교 표집은 2단계로 지역 학교급급별로 5개

씩 선정하였다.

5) 초등, 읍면, 1차공모, 내부형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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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장일 경우 젊고 상대적으로 해당 학교에 길게 근무함을 주목

했다. 하지만 젊다고 해도 교장의 평균 연령대인 50대6)에서 평균 차

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공모 교장에서 국어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으

며 이는 일정 정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차성현(2014)에 의하면 공모 교장은 3년 정도 근무하면 효과가 나

타난다고 한다. 공모 교장에서 7)중3 학업 성취도가 높았으나 학교

배경 및 과정 변수를 통제하자 효과가 거의 사라진 한계를 보였다.

김갑성(2016)은 연구를 투입(구성원의 인식) 과정(학교 변화)과

산출(학업 성취도, 직무 수행. 학교장 권한변화. 학교 변화에 대한

만족도)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문헌 정리하여 학교 효과에 학업성취

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의 선행 연구를 정

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6) 승진형 56.4세, 공모형 58.2세에서 각각 56.8세, 58.6세로 변화했다.

7) 2011-14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평가와 3년 이상 근무한 교장

을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에서 기초는 2.3% 미달했고 보통이상은

12.25% 늘었다.



- 31 -

구분 연구자 내용

정책

갈등등

정치학

적접근

최정민

(2006)

·승진형은 교육청이 학교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학운위는 무력화되기 쉽다.

김경윤

(2010)
·정책 과정에서 갈등의 전개 패턴을 보여준다.

이광수

(2010)

·정권 교체가 갈등 변화의 기폭제였다.

·공모제를 승진형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대유

(2011)

·교육혁신의 일환이었으나 승진형이 잔여하게

되는 무리수가 남은 정책이었다.

·문헌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장익

(2012)

·일선관료와 정책 순응에 대한 연구이다.

·일선 관료 5명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임미화

(2012)
·공모제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과정을 보여준다.

이광수

(2012)

·공모제 결과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린 대안을 가지고 시작

된 정책 변화가 아니었다.

·문헌연구에 그쳤다.

박균열

(2013)

·정책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단독 연구가 아닌 다양한 교원 정책 중 하나

로 공모제를 연구했다.

교장

특성

및

환경적

변인

문찬수

(2011)

·공모 교장의 특성과 공모 학교와 지역의 특성

을 연구했다.

·학교비전 달성, 외부 자원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학교일이 많아졌다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존

재했다.

·초등학교 3개를 질적으로 연구했다.

김은영

(2012)

·공모 교장은 준거적 권력을 기반하고 있다.

·승진 교장보다 관리 효과가 뛰어나다.

·공모 교장제의 실증적 연구이다.

유경훈

(2012)

·공모교장의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단위학교 공모제의 현상과 의미에 대한 연구

이다.

양민석

(2015)

·공모 교장의 특성과 공모 학교의 특성에 대한

연구이다.

<표 4> 교장 공모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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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자체 연구로 공모제 유형별 연구는 아

니다.

교장

임용

효과

분석

김이경

(2008)

·공모 교장의 리더십 발휘가 학생의 학습결과

에 차이를 유발한다.

·2007 시범적용 학교 설문조사 결과이다.

나민주

(2008)

·일반학교와의 사전, 사후 연구를 실시했다.

·공모교장과 일반승진 교장학교의 차이를 분석

했다.

·공모 학교별 배경 차이를 실시했다.

·교장의 차이로 인한 공모제의 효과를 비교했

다.

·시범실시 1년 적용후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학교효과에 대한 총체적 분석에 한계를 보인다.

나민주

(2009)

·공모교장이 일반교장보다 직무수행력이 높았다.

·1, 2차 시범 공모제 학교를 전수조사 했다.

이광현

(2011)

·일반학교와 교장 공모제를 비교했다.

·2007 공모제 도입학교의 사전, 사후 조사를 실

시했다.

·공모제 중 내부형에 대한 자료가 없다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하였다.

김규태

(2011)

·서울과 부산의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장과 교사의 수직적인 서열

구조가 수평적인 구조로 바뀌었다.

이광현

(2012)

·국어, 영어 학업성취도가 공모 교장인 경우 일

정정도 높았다.

차성현

(2014)

·교장은 임용되고 3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

타난다.

·공모교장에서 중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효과가

나타났다.

·배경과정과 변인을 통제하면 공모교장의 효과

성이 거의 사라졌다.

김갑성

(2016)

·공모제의 투입(구성원의 인식), 과정(학교 변

화), 산출(학업성취도, 직무수행, 학교장 권한

변화) 기준으로 효과를 문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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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이 교장 공모제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을 살펴보았

는데,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효과 연구에서 김이경(2008)과 나민

주(2008)의 연구처럼 같은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모 교장과 학업 성취의 관

계가 효과 없음을 입증하는 연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 교장

에 대한 연구로 나민주의 연구는 1, 2차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 점

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승진형의 대안으로 제시된

교장 공모제가 그나마 승진형과 차별을 두었던 내부형의 비율이

15%로 한정되고 승진형과 교장 자격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초빙형의 비율이 실제 운영에서는 높아진 만큼 공모 교장, 그 중에

서도 초빙형과 내부형의 비교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종단연구

와 서울시 연구를 사용한 양민석(2015)의 연구도 있지만 이 연구는

공모제 자체에 대한 연구에서 그치고 공모제 유형별 효과에 대한

연구나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지 않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초빙형과 내부형의 효과성에 비교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모 교장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에서 학교 효과로

학업 성취도, 연령, 만족도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개념 또한 연구마다 상이한 상태이다. 공모 교장제의 입법

취지에 맞는 목표별 효과성을 측정하여 공모 교장제도의 총체적인

효과성을 측정해 보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공모 유형별, 학교급별

효과성 연구를 시행해 보고자 한다. 공모 교장의 활동 전체 과정에

대한 연구(김갑성, 2016)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유경윤(2012) 역시 공모 교장과 교사의 상호 역동적인 관

계를 통한 ‘수평적 권력구조’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기

했지만 질적인 연구로 1개 단위학교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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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김규태(2011)의 연구는 ‘효과성’을 학교 교육성과인 학업성취

도로 측정하긴 하였으나 공모 교장의 효과가 단순히 학업성취도 점

수만으로 단정짓기에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주체가 너무 다양하고

학교 활동 또한 다양함을 인지해 봐야 하겠다. 그렇기에 본래의 정

책 목표를 교육법과 교장 공모제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로 재구

성하여 총 5가지 영역(세대교체성, 자율성, 직무수행성, 거버넌스, 만

족도)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학교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학교

급별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초등, 질적 연구로 치

중되고 있거나 혹은 이광현(2011)처럼 내부형을 제외하거나 혹은 학

교급에서 한 가지 학교급인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모유형

전체를 아우르면서 초·중·고 전체 학교급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효과

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공모제와 승진제와의 비교를 통

해 공모제 자체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두 번째로는 공모제의 세부유

형별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세부 유형별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세부유형별 비교에서는 다른 집단들의 강한 반발을 받으

면서도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퍼센트를 대폭 늘린 초빙형에 대한 효

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공모제 자체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세부 유형

중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초빙형 공모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모 유형별로 학교급별 차

이를 분석하되 효과의 영역별로 단위 학교 공동체의 주체인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여 초빙형 공모제에 대해서 총

괄적이고 실증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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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교장 공모제는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가?’ 라는 전체 연

구문제를 다시 5개의 세부 연구문제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교장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젊은가?

이 항목에서 일반 승진형, 공모제 유형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가?

2. 교장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학교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 일반 승진형, 공모제 유형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가?

3. 교장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직무수행을 잘 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 일반 승진형, 공모제 유형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가?

4. 교장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 일반 승진형, 공모제 유형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가?

5. 교장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수요자의 요구반영을 하고 있는가?

이 항목에서 일반 승진형, 공모제 유형별, 학교급별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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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방법

1.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경기도 종단연구(GEPs: 2012) 설문문항 중

(1) 교장의 연령, (2) 학교의 자율성과 교장의 책임경영제, (3) 교장

의 직무수행능력, (4) 학교 내에서의 거버넌스, (5) 교육 주체간의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여 공모제 여부와 세부 유형에 따른

교육 각 주체간, 학교급별간 인식정도를 조사하겠다.

독립변수는 공모제 여부이다. 독립변수의 개념은 (1) 나이, (2) 학

교별 책임 경영으로서의 자율성, (3)직무수행력, (4) 거버넌스의 실

현인 민주성, (5) 수요자의 만족도인 대응성으로 잡고자 한다.

각 변수의 개념은 <표 5>과 같다. 변수별 개념에 맞는 설문 문항

을 이용하되 각 설문 문항은 인식을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각 문항별로 물어보는 개념들이 고유한 것이기에 단순히

설문문항들을 더하여 대푯값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정

책 취지의 달성도는 각 주체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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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문제에 따른 측정 개념  

연구 문제에 따른

정책 취지
측정 개념

1. 젊은 나이에 교

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게 한

다.

나이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을 이용한다.

보통 50대 후반에 교장이 되므로 40대에 교

장이 되는 것이 가능하면 젊고 혁신적인 교

장이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도록 한다.

2. 학교 자율성을

높여 책임 경영제

를 달성하고자 한

다.

의사결정사항 중에서 학교의 관리 영역 중

어느 사항을 학교장이 교육청의 눈치를 보

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는지 설문문항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3. 학교장의 직무수

행력을 높이고자

한다.

교장의 6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설문을 찾아

본다.

4. 학교 내외에서

거버넌스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

회 간의 연계와 협력, 위원회 등의 프로그램

과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측정하는 설문문항

을 이용하고자 한다.

5. 교육 수요자의

대응성을 충족시키

는 학교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를 물어

본 설문을 이용하여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만족시켰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번 연구문제는 세대교체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40대 연령의

교장이 몇 퍼센트나 진입했는가로 알아보고자 한다. 2번 연구문제는

학교 자율성, 단위학교 책임 경영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교 단

위의 의사결정의 단독성을 중심으로 그에 적합한 설문문항을 추려

내었다. 3번 연구문제는 학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각 교육 주체간

의 인식 정도를 묻는 문제로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선행연구8)에

8) 미국 ISLLC (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 : 주 및

국가 수준 위원회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협회)에서는 교장 직무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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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개념을 차용하여 해당 개념을 지칭하는 내용의 설문문항을

각 주체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4번 연구문제는 거버넌스의 실현

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개념인 분권화, 협상, 공동체의식, 위원회 등

에 관련된 개념을 지칭하는 내용의 설문문항을 각 주체별로 선정하

여 분석하였다. 5번 연구문제의 만족도는 대응성에 관련된 개념으로

설문에서 직접적으로 ‘만족하십니까?’로 기재되었기에 해당 개념을

지칭하는 내용의 설문문항을 각 주체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2012년도 경기도 종단연구 학교장,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용 설

문 문항에서 초빙형 교장 공모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주

체별 설문문항9)으로 한다.

3. 분석방법

기초통계분석에서는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문항신뢰도를 산출

한다. 공모형 내 집단 비교는 셋 이상(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의 집

단 비교분석이므로 ANOVA 분석을 실시해야 하나 개방형이 1건 밖

에 없어 공모형과 승진형의 비교, 공모형 내 초빙형과 내부형의 비

교, 각 학교급별로 공모형 내 초빙형과 내부형을 비교한다. 즉, 두

집단간의 평균비교 분석방법인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고자 한다.

학교 비전 촉진, 학교 문화와 수업 프로그램, 학교 관리,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관계, 행정가의 윤리, 전체적 상황인식을 선정하였다.

9) 해당 설문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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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표 6>은 교장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장 인원수 및 비율을 나타

낸 표이다. <표 7>은 교장 공모제 내에서의 유형에 따른 교장 인원

수 및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8>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공모

유형에 따른 교장 인원 수 및 비율을 분석한 표이다. 총 212개의 학

교장 중에서 공모교장은 64명이고, 그 중 초빙형은 34명, 내부형은

29명, 개방형은 1명으로 각각 16%, 13.7%, 0.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6>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장 인원 수 및 비율

구분 인원 수 비율(%)

공모형 64 30.2

승진형 145 68.4

결측 3 1.4

합계 212 100

<표 7>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 인원 수 및 비율

구분 인원 수 비율(%)

초빙형 34 16.0

내부형 29 13.7

개방형 1 0.5

승진형+결측 148 69.8

합계 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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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 인원 수 및 비율

구분 인원 수 비율(%)

초등학교

초빙형 12 46.2

내부형 13 50.0

결측 1 3.8

합계 26 100.0

중등학교

초빙형 10 50.0

내부형 10 50.0

합계 20 100.0

고등학교

초빙형 12 66.7

내부형 5 27.8

개방형 1 5.6

합계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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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1번에 대한 분석은 <표 9>과 <표 10>으로 시작되는 3

개의 표를 중심으로 시행했다. <표 9>은 교장 공모제 시범 기간 동

안 임용된 교장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난 표이다. <표10-1-1>은 공

모제 여부에 따른 학교장 연령이고 <표10-1-2>은 공모제 유형별로

나타난 학교장 연령이다. 자세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공모 교장의 연령별 분포

구분 40-45세 46-50세 51-55세 56세 이상 합계

1차 시범

(‘07.9.)
0

4

(7%)

23

(42%)

28

(51%)
55

2차 시범

(‘08.3.)
0

6

(11%)

35

(61%)

16

(28%)
57

3차 시범

(‘08.9.)
0

12

(17%)

30

(42%)

29

(41%)
71

4차 시범

(‘09.3.)
0

13

(12%)

51

(47%)

44

(41%)
108

5차 시범

(‘09.9.)
0

9

(9%)

63

(62%)

29

(29%)
101

6차 시범

(‘10.3.)

1

(0.7%)

11

(8.2%)

75

(56%)

47

(35.1%)
134

합계
1

(0.2%)

55

(10.4%)

277

(52.7%)

193

(36.7%)
526

* 교윢과학기술부. (2010a).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 계획안.

‘<표 9> 공모 교장의 연령별 분포’는 교육과학기술부(2010) 자료

로 공모 교장에서 40대 교장의 비율을 정리한 표이다. <표 9> ‘공

모 교장의 연령별 분포’에 의하면 공모 교장에서 40대의 비율은 공

모 교장제 시범기간 동안에는 56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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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1-1> 공모제 여부에 따른 학교장 연령

공모제 여부
학교장 연령

40대 50대 60대

공모형 3 54 7

승진형 1 90 53

전체 4 144 60

<표 10-1-1>을 보면 전체 교장 중 40대는 4명이며 그중 교장 공

모제로 취임한 교장은 3명임을 알 수 있다.

<표 10-1-2>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교장 연령

공모제 유형
학교장 연령

40대 50대 60대

초빙형 1 30 3

내부형 2 22 5

개방형 0 1 0

전체 3 53 8

<표 10-1-2>를 보면 공모제로 취임한 교장 중 초빙형은 1명이고

내부형이 2명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1999. 8. 28.) ‘교장 절반이상 교체...’ 기사를 보면 교장

평균 연령은 1999년 교원정년단축으로 50대 시대가 열렸다. 1999년

초등학교 교장 평균 연령은 60.2세에서 57.2세로 중등교장의 평균

나이는 61.3세에서 58.1세로 각각 3년 정도 낮아졌다. 이 중 40대 교

장은 경북 19명, 서울시 2명, 경기도 5명, 충남 3명, 충북 1명, 강원

1명, 광주 1명 등 전국 3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 수치는 2006년이

되면 조금 더 상승하게 된다. 2006년 1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40代

교장 선생님’ 시대 온다.’ 기사를 보면 전국에서 40대 교장은 101명

으로 전체 교장의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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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2012년 경기도의 40대 교장 비율은

1%로 2006년 교장 공모제 실시전의 전국 평균인 1%와 같은 수치이

다. 이중 공모제도로 인한 40대 교장 임용을 통한 세대교체 효과는

4%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 초빙형은 2%, 내부형은 6% 인 것으로

보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모제실시와

그 중에서도 내부형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승진형은 0.6%로

교장의 세대교체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공모 교장 시범 기간

내의 전체 누적 퍼센트인 10.2 %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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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2번에 대한 분석은 <표 11>로 시작되는 5 개의 표들이

다. <표 11>로 시작하는 표들은 학교 자율성에 대한 평균을 비교·

분석한 표들이다. <표 11-1-1>은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승진형 교장과 공모형 교장의 자율성에 대한 평균 비교이고

<표 11-1-2>는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초빙형과 내

부형의 자율성에 대한 평균 비교이며 <표 11-2-1>은 초등학교 교

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초빙형과 내부형의 자율성에 대

한 평균비교이며, <표 11-2-2>는 중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초빙형과

내부형의 자율성에 대한 평균 비교이고, <표 11-2-3>은 고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초빙형과 내부형의 자율성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표이다. 자세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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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자율성 평균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

공모형 4.62 0.52
1.61

승진형 4.49 0.59

수업 운영 방식 결정
공모형 4.57 0.64

1.45
승진형 4.43 0.64

학급 편성
공모형 4.30 0.87

2.41*
승진형 3.94 1.18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
공모형 3.95 1.11

0.18
승진형 3.92 1.07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공모형 4.36 0.88

1.98*
승진형 4.10 0.88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

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공모형 4.56 0.66
1.16

승진형 4.44 0.73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

예

공모형 3.79 1.12
0.82

승진형 3.66 1.04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

장

공모형 4.66 0.54
1.54

승진형 4.52 0.66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공모형 4.02 0.93

0.35
승진형 4.07 1.04

학교 예산 편성
공모형 4.45 0.66

2.01*
승진형 4.23 0.77

용역 및 입찰 결정
공모형 3.97 1.07

1.11
승진형 3.80 0.97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공모형 4.11 0.91

0.78
승진형 4.00 0.93

교칙 제정 및 개정
공모형 4.28 0.86

1.24
승진형 4.12 0.87

* p<.05, ** p<.01, *** p<.001

<표 11-1-1>를 보면 공모제 여부에 따라 학교 자율성에서 효과

가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공모형이 승진형에 비해 효과가 있

었으며 그 항목은 학급편성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예산 편

성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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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자율성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교수 학습 자료와 장
비에 대한 의사결정

초빙형 174 3.60 0.96
0.99

내부형 110 3.71 0.85

수업 운영 방식 결정
초빙형 172 3.92 0.95

0.15
내부형 110 3.94 0.96

학급 편성
초빙형 173 2.91 1.01

1.30
내부형 109 3.07 0.98

과목별 수업 시수 조
정

초빙형 174 3.13 1.03
1.14

내부형 110 3.27 1.07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초빙형 174 3.03 0.85
1.36

내부형 110 3.20 1.01

정규 교육과정 외 기
타 교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초빙형 174 3.30 0.92
0.70

내부형 110 3.38 1.02

교사 전입 요청 및 전
보 유예

초빙형 174 3.01 1.04
0.04

내부형 110 3.00 1.10

교원 업무 조직 및 업
무 분장

초빙형 174 3.01 1.03
0.85

내부형 110 3.12 1.02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초빙형 174 2.99 1.01
1.67

내부형 110 3.20 1.01

학교 예산 편성
초빙형 174 2.81 1.08

2.52*
내부형 109 3.14 1.02

용역 및 입찰 결정
초빙형 174 2.49 1.05

1.48
내부형 110 2.68 1.10

학생 처벌 유형 및 정
도

초빙형 174 3.20 094
1.07

내부형 110 3.33 0.97

교칙 제정 및 개정
초빙형 174 2.97 0.99

2.01*
내부형 110 3.22 1.02

* p<.05, ** p<.01, *** p<.001

<표 11-1-2>를 통해 공모제 유형에 따라 자율성에 효과가 나타

났는가를 알 수 있다. 초빙형보다는 내부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항목

은 학교 예산 편성과 교칙 제정 및 개정에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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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1> 초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자율성 평균 비교

초등 n 평균
표준

편차
t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

초빙형 17 4.06 0.65
0.27

내부형 16 4.13 0.71

수업 운영 방식
결정

초빙형 17 4.18 0.80
0.73

내부형 16 3.94 1.06

학급 편성
초빙형 17 3.82 080

0.42
내부형 16 3.69 1.01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

초빙형 17 3.53 0.94
0.76

내부형 16 3.81 1.1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초빙형 17 3.76 0.75
0.78

내부형 16 4.00 0.96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초빙형 17 3.35 0.78
1.49

내부형 16 3.81 0.98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초빙형 17 3.82 0.63
1.46

내부형 16 3.25 1.43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장

초빙형 17 3.53 0.80
0.42

내부형 16 3.38 1.25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초빙형 17 3.59 0.61
0.46

내부형 16 3.44 1.15

학교 예산 편성
초빙형 17 3.53 1.12

0.43
내부형 16 3.69 0.94

용역 및 입찰 결정
초빙형 17 2.94 1.34

0.24
내부형 16 3.06 1.52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초빙형 17 3.47 1.06
0.79

내부형 16 3.75 0.93

교칙 제정 및 개정
초빙형 17 3.65 0.93

0.45
내부형 16 3.81 1.16

* p<.05, ** p<.01, *** p<.001

<표 11-2-1>을 보면 초등학교의 공모제 유형에 따른 자율성 효

과 여부를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유의미

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48 -

<표 11-2-2> 중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자율성 평균 비교

중등 n 평균
표준

편차
t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

초빙형 59 3.66 0.90
1.05

내부형 52 3.83 0.73

수업 운영 방식 결정
초빙형 58 3.81 0.88

1.83
내부형 52 4.12 0.85

학급 편성
초빙형 59 2.95 0.89

1.14
내부형 52 3.15 0.97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

초빙형 59 3.15 0.97
0.51

내부형 52 3.25 1.0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초빙형 59 3.15 0.88
0.21

내부형 52 3.12 0.92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초빙형 59 3.17 0.85
1.03

내부형 52 3.35 0.94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초빙형 59 2.93 1.03
0.84

내부형 52 3.10 1.01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장

초빙형 59 3.03 0.98
0.99

내부형 52 3.21 0.89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초빙형 59 3.20 0.90
0.36

내부형 52 3.27 0.99

학교 예산 편성
초빙형 59 3.07 1.01

0.25
내부형 52 3.12 0.98

용역 및 입찰 결정
초빙형 59 2.61 1.00

10.64
내부형 52 2.73 0.97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초빙형 59 3.41 0.81
0.13

내부형 52 3.38 0.88

교칙 제정 및 개정
초빙형 59 3.10 0.88

0.98
내부형 52 3.27 0.91

* p<.05, ** p<.01, *** p<.001

<표 11-2-2>를 보면 중학교에서는 공모제 유형에 따라 효과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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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n 평균
표준

편차
t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결정

초빙형 98 3.48 1.01
0.40

내부형 42 3.40 0.93

수업 운영 방식
결정

초빙형 97 3.94 1.00
1.19

내부형 42 3.71 1.01

학급 편성
초빙형 97 2.73 1.03

0.00
내부형 41 2.73 0.86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

초빙형 98 3.04 1.07
0.27

내부형 42 3.10 1.05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초빙형 98 2.84 1.01
0.87

내부형 42 3.00 1.01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육활동(방과후,
특기적성)

초빙형 98 3.37 0.97
0.56

내부형 42 3.26 1.10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초빙형 98 2.91 1.05
0.62

내부형 42 2.79 1.07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장

초빙형 98 2.91 1.07
0.01

내부형 42 2.90 1.05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초빙형 98 2.77 1.06
1.35

내부형 42 3.02 0.97

학교 예산 편성
초빙형 98 2.53 1.03

2.17*
내부형 41 2.95 1.04

용역 및 입찰 결정
초빙형 98 2.34 1.00

0.74
내부형 42 2.48 1.04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초빙형 98 3.03 0.97
0.35

내부형 42 3.10 1.05

교칙 제정 및 개정
초빙형 98 2.78 1.01

0.81
내부형 42 2.93 1.02

<표 11-2-3> 고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자율성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1-2-3>을 보면 고등학교에서의 공모제 유형에 따른 자율

성 평균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내부형이 학교 예

산 편성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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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1
공모형 64 4.67 0.47

0.58
승진형 144 4.63 0.55

11-5
공모형 64 4.50 0.56

1.01
승진형 144 4.58 0.53

11-7
공모형 64 4.72 0.54

1.10
승진형 144 4.63 0.51

11-8
공모형 64 4.84 0.40

0.72
승진형 144 4.88 0.32

11-9
공모형 64 4.66 0.54

0.93
승진형 144 4.73 0.46

11-10
공모형 64 4.50 0.64

0.07
승진형 144 4.49 0.60

11-11
공모형 64 4.69 0.46

0.89
승진형 144 4.75 0.46

11-12
공모형 64 4.86 0.35

1.20
승진형 144 4.79 0.42

3. <연구문제 3>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3번은 <표 12>로 시작되는 10개의 표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12>로 시작되는 표들은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과

교사의 인식을 평균 비교·분석한 표들이다. <표 12-1>으로 시작되

는 2개의 표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승진형 교장과 공모형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을 평균 비교하였고 <표 12-2>로 시작되는 2

개의 표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초빙형 교장과 내부형 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표이며 <표 12-3>으로 시작되는 6개의

표는 공모제 세부 유형에 따른 초·중·고 학교급별 초빙형 교장과 내

부형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과 교사의 인식 평균을 비교한

표이다. 자세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1-1>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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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공모형 302 4.09 0.79

2.30*
승진형 724 3.96 0.82

23-5
공모형 302 3.73 1.03

0.67
승진형 724 3.69 0.96

23-7
공모형 303 3.98 0.90

2.00*
승진형 723 3.86 0.89

23-8
공모형 302 4.23 0.84

2.71**
승진형 724 4.07 0.82

23-9
공모형 303 4.07 0.89

0.89
승진형 723 4.02 0.85

23-10
공모형 302 4.04 0.82

2.61**
승진형 724 3.89 0.85

13-1
공모형 64 4.31 0.68

0.80
승진형 144 4.23 0.68

13-3
공모형 64 4.50 0.53

1.26
승진형 144 4.39 0.60

13-4
공모형 64 4.64 0.57

1.38
승진형 144 4.52 0.57

13-5
공모형 64 4.69 0.56

2.41*
승진형 144 4.48 0.60

13-6
공모형 64 4.33 0.71 1.90

　승진형 144 4.12 0.74

13-7
공모형 64 4.41 0.52

1.25
승진형 144 4.30 0.59

* p<.05, ** p<.01, *** p<.001

<표 12-1-1>로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장의 직무수

행 평균 비교해 보았다.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 자신의 인식 중에서

공모제가 승진형보다 효과가 있는 내용은 ‘13-5 우리 학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는 분

야였다.

<표 12-1-2>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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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공모형 303 3.91 0.97

1.85
승진형 724 3.78 0.99

23-12
공모형 303 3.94 0.95

0.87
승진형 724 3.88 0.95

24-1
공모형 303 3.66 0.87

0.40
승진형 725 3.68 0.83

24-2
공모형 303 3.85 0.86

1.99*
승진형 725 3.73 0.89

24-4
공모형 303 3.63 0.91

2.09*
승진형 725 3.50 0.90

24-5
공모형 302 3.76 0.87

2.11*
승진형 724 3.63 0.85

24-6
공모형 302 3.52 1.01

2.68**
승진형 724 3.34 0.93

24-7
공모형 302 3.69 0.96

2.19*
승진형 723 3.55 0.88

24-8
공모형 300 3.70 0.87

2.21*
승진형 724 3.57 0.83

* p<.05, ** p<.01, *** p<.001

<표 12-1-2>는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장의 직무수

행을 비교한 표이다.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사의 인식 중에서 공

모제가 승진형보다 효과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23-1: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23-7: 우리 학교 교장선

생님은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23-8: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를 기대한다.’, ‘23-10: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교수 방법

의 적용을 권장한다.’, ‘24-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

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24-4: 우

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

로 반영된다.’, ‘24-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

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24-6: 우리 학교에

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24-7: 우리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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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1
초빙형 174 4.02 0.86

1.63
내부형 109 4.18 0.69

11-5
초빙형 173 3.64 1.07

1.87
내부형 110 3.87 0.96

11-7
초빙형 174 3.90 0.94

1.64
내부형 110 4.08 0.81

11-8
초빙형 174 4.19 0.87

0.84
내부형 109 4.28 0.75

11-9
초빙형 174 4.01 0.92

1.57
내부형 110 4.17 0.76

11-10
초빙형 174 3.97 0.90

1.28
내부형 109 4.09 0.67

11-11
초빙형 174 3.77 1.00

2.87**
내부형 110 4.10 0.89

11-12
초빙형 174 3.81 0.98

2.74**
내부형 110 4.13 0.88

13-1
초빙형 174 3.65 0.83

0.91　
내부형 110 3.75 0.90

13-3
초빙형 174 3.79 0.88

1.49
내부형 110 3.95 0.84

13-4
초빙형 174 3.50 0.91

2.78*
내부형 110 3.81 0.91

13-5
초빙형 174 3.67 0.85

1.76
내부형 109 3.85 0.88

13-6
초빙형 174 3.36 0.98

3.42*
내부형 109 3.77 0.99

13-7
초빙형 174 3.60 0.98

1.82
내부형 109 3.82 0.91

서는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킨다.’,

‘24-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

서 안정된다.’는 항목이었다.

<표 12-2-1>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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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초빙형 174 4.02 0.86

1.63　
내부형 109 4.18 0.69

23-5
초빙형 173 3.64 1.07

1.87　
내부형 110 3.87 0.96

23-7
초빙형 174 3.90 0.94

1.64　
내부형 110 4.08 0.81

23-8
초빙형 174 4.19 0.87

0.84
내부형 109 4.28 0.75

23-9
초빙형 174 4.01 0.92

1.57　
내부형 110 4.17 0.76

23-10
초빙형 174 3.97 0.90

1.28
내부형 109 4.09 0.67

23-11
초빙형 174 3.77 1.00

2.87**
내부형 110 4.10 0.89

23-12
초빙형 174 3.81 0.98

2.74**　
내부형 110 4.13 0.88

24-1
초빙형 174 3.65 0.83

0.91
내부형 110 3.75 0.90

24-2
초빙형 174 3.79 0.88

1.49
내부형 110 3.95 0.84

24-4
초빙형 174 3.50 0.91

2.78**
내부형 110 3.81 0.91

<표 12-2-1>은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의 직무수

행 평균 비교로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 자신의 인식 중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1-11: 나는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11-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

한다.’, ‘13-4: 우리 학교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13-6:우리 학교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

는 시도를 한다.’는 분야였다.

<표 12-2-2>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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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초빙형 174 3.67 0.85

1.76
내부형 109 3.85 0.88

24-6
초빙형 174 3.36 0.98

3.42**
내부형 109 3.77 0.99

24-7
초빙형 174 3.60 0.98

1.82
내부형 109 3.82 0.91

24-8
초빙형 172 3.60 0.88

2.15*
내부형 109 3.83 0.84

* p<.05, ** p<.01, *** p<.001

<표 12-2-2>는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의 직

무수행 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사의 인식

중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3-11: 나는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

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23-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

진시키려 노력한다.’, ‘24-4: 우리 학교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4-6: 우리 학교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24-8: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

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는 분야였다. 공모형

교장이 직무수행에서 뛰어난 분야는 교장과 교사의 인식이 동일하

였고 교사의 경우 이는 ‘24-8: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

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서 안정된다.’는 항목이 하나 더 늘었다. 교

장 자신의 인식보다는 교사에서 더 많은 영역에서 공모형 교장의

직무수행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표 12-3>으로 시작되는 6개의 표를 통해 초·중·고 학교급

별로 초빙형 교장과 내부형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과 교사의

인식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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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초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1
초빙형 12 4.92 0.28

1.00
내부형 13 4.77 0.43

11-5
초빙형 12 4.42 0.51

2.36*
내부형 13 4.85 0.37

11-7
초빙형 12 4.75 0.45

1.14
내부형 13 4.92 0.27

11-8
초빙형 12 5.00 0.00

1.47
내부형 13 4.85 0.37

11-9
초빙형 12 4.83 0.38

0.38
내부형 13 4.77 0.43

11-10
초빙형 12 4.58 0.66

0.51
내부형 13 4.46 0.51

11-11
초빙형 12 4.83 0.38

0.08
내부형 13 4.85 0.37

13-1
초빙형 12 4.17 0.57

1.69
내부형 13 4.54 0.51

13-3
초빙형 12 4.58 0.51

0.54
내부형 13 4.69 0.48

13-4
초빙형 12 4.75 0.45

0.58
내부형 13 4.85 0.37

13-5
초빙형 12 4.92 0.28

0.52
내부형 13 4.85 0.37

13-6
초빙형 12 4.50 0.52

0.16
내부형 13 4.46 0.66

13-7
초빙형 12 4.33 0.49

1.41
내부형 13 4.62 0.50

<표 12-3-1> 초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2-3-1>을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직무수행 능력을 보면, 초빙형에서 효과가 높았으며 그 항목은

‘11-5: 나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

해 주려고 노력한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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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중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1
초빙형 12 4.92 0.28

1.34
내부형 13 4.77 0.43

11-5
초빙형 12 4.42 0.51

1.05
내부형 13 4.85 0.37

11-7
초빙형 12 4.75 0.45

1.09
내부형 13 4.92 0.27

11-8
초빙형 12 5.00 0.00

0.84
내부형 13 4.85 0.37

11-9
초빙형 12 4.83 0.38

0.00
내부형 13 4.77 0.43

11-10
초빙형 12 4.58 0.66

0.94
내부형 13 4.46 0.51

11-11
초빙형 12 4.83 0.38

1.34
내부형 13 4.85 0.37

13-1
초빙형 12 4.17 0.57

0.00
내부형 13 4.54 0.51

13-3
초빙형 12 4.58 0.51

0.77
내부형 13 4.69 0.48

13-4
초빙형 12 4.75 0.45

0.00
내부형 13 4.85 0.37

13-5
초빙형 12 4.92 0.28

0.00
내부형 13 4.85 0.37

13-6
초빙형 12 4.50 0.52

1.64
내부형 13 4.46 0.66

13-7
초빙형 12 4.33 0.49

1.40
내부형 13 4.62 0.50

<표 12-3-2> 중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2-3-2>를 통해 중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직

무수행 능력을 보면 두 유형에서 효과성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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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3> 고등학교 교장이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설문문항
고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1
초빙형 12 4.92 0.28

0.65
내부형 13 4.77 0.43

11-5
초빙형 12 4.42 0.51

0.65
내부형 13 4.85 0.37

11-7
초빙형 12 4.75 0.45

0.61
내부형 13 4.92 0.27

11-8
초빙형 12 5.00 0.00

0.20
내부형 13 4.85 0.37

11-9
초빙형 12 4.83 0.38

0.53
내부형 13 4.77 0.43

11-10
초빙형 12 4.58 0.66

0.56
내부형 13 4.46 0.51

11-11
초빙형 12 4.83 0.38

0.98
내부형 13 4.85 0.37

13-1
초빙형 12 4.17 0.57

0.04
내부형 13 4.54 0.51

13-3
초빙형 12 4.58 0.51

0.35
내부형 13 4.69 0.48

13-4
초빙형 12 4.75 0.45

1.00　
내부형 13 4.85 0.37

13-5
초빙형 12 4.92 0.28

0.80
내부형 13 4.85 0.37

13-6
초빙형 12 4.50 0.52

0.40
내부형 13 4.46 0.66

13-7
초빙형 12 4.33 0.49

0.35
내부형 13 4.62 0.50

* p<.05, ** p<.01, *** p<.001

<표 12-3-1>을 통해 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교장 자

신의 인식중에서 효과성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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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4>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설문문항
초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초빙형 17 4.24 0.90

0.13
내부형 16 4.19 1.10

23-5
초빙형 17 4.00 1.00

0.34
내부형 16 4.13 1.08

23-8
초빙형 17 4.65 0.49

0.30
내부형 16 4.56 1.03

23-9
초빙형 17 4.47 0.62

0.32
내부형 16 4.38 1.02

23-10
초빙형 17 4.35 0.60

0.11
내부형 16 4.38 0.50

23-11
초빙형 17 4.41 0.61

0.10
내부형 16 4.44 0.81

23-12
초빙형 17 4.29 0.68

0.29
내부형 16 4.38 0.88

24-1
초빙형 17 3.88 0.78

1.29
내부형 16 4.25 0.85

24-2
초빙형 17 4.06 0.82

1.54　
내부형 16 4.50 0.81

24-4
초빙형 17 3.94 0.74

0.38
내부형 16 4.06 1.06

24-5
초빙형 17 4.12 0.69

0.98
내부형 16 4.38 0.80

24-6
초빙형 17 3.82 0.72

2.91**
내부형 16 4.56 0.72

24-7
초빙형 17 4.06 0.65

1.06
내부형 16 4.31 0.70

24-8
초빙형 17 4.24 0.66

0.05
내부형 16 4.25 0.77

* p<.05, ** p<.01, *** p<.001

<표 12-3-4>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을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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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4-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

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는 항목에서 의미가 있었다.

<표 12-3-5> 중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설문문항
중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초빙형 59 3.88 0.96

0.70
내부형 52 4.00 0.81

23-5
초빙형 59 3.64 1.07

0.45
내부형 52 3.73 0.93

23-8
초빙형 59 4.41 0.69

1.75
내부형 52 4.17 0.70

23-9
초빙형 59 4.15 0.80

0.00
내부형 52 4.15 0.69

23-10
초빙형 59 4.17 0.79

0.38
내부형 52 4.12 0.67

23-11
초빙형 59 3.75 0.92

3.24**
내부형 52 4.25 0.71

23-12
초빙형 59 3.86 0.89

0.86　
내부형 52 4.02 0.98

24-1
초빙형 59 3.85 0.71

0.93
내부형 52 3.71 0.82

24-2
초빙형 59 3.86 0.81

0.24
내부형 52 3.90 0.89

24-4
초빙형 59 3.61 0.85

1.07
내부형 52 3.79 0.89

24-5
초빙형 59 3.69 0.72

0.57
내부형 51 3.78 0.90

24-6
초빙형 59 3.46 0.85

1.87
내부형 51 3.78 0.96

24-7
초빙형 59 3.80 0.82

0.65
내부형 51 3.69 0.94

24-8
초빙형 58 3.71 0.74

0.11
내부형 51 3.73 0.9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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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고등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초빙형 97 3.63 0.91

1.42
내부형 42 3.86 0.75

23-5
초빙형 98 3.49 1.07

2.04*
내부형 42 3.86 0.92

23-8
초빙형 98 3.98 0.96

1.89
내부형 41 4.29 0.68

23-9
초빙형 98 3.84 1.00

1.64
내부형 42 4.12 0.73

23-10
초빙형 98 3.79 0.96

1.12
내부형 41 3.95 0.70

23-11
초빙형 98 3.67 1.07

0.57
내부형 42 3.79 1.04

24-1
초빙형 98 3.69 1.04

2.98**
내부형 42 4.17 0.76

24-2
초빙형 98 3.49 0.88

0.62
내부형 42 3.60 0.96

24-4
초빙형 98 3.69 0.92

0.57
내부형 42 3.79 0.71

24-5
초빙형 98 3.36 0.94

2.22*
내부형 42 3.74 0.88

24-6
초빙형 98 3.57 0.93

1.00
내부형 42 3.74 0.82

24-7
초빙형 98 3.21 1.06

1.24
내부형 42 3.45 0.96

24-8
초빙형 98 3.41 1.07

1.99*
내부형 42 3.79 0.89

<표 12-3-5> 중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교장

의 직무수행 평균을 비교해 보면 중학교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

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3-11: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

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는 항목에서 유의미했다.

<표 12-3-6>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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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5>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교장의 직무수행 평균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내부형이 초빙형보

다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3-5: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

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

력한다.’, ‘24-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24-5: 우리 학교에서는 교

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

력한다.’, ‘24-7: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 운영 방식이 수

정을 거치면서 인정된다.’는 항목에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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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문제 4>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4번은 <표 13>으로 시작되는 14개의 표들로 분석해 보

았다. <표 13-1-1>은 공모제 여부에 따른 승진형 교장과 공모형 교

장의 거버넌스 인식에 대한 평균 비교이고 <표 13-1-2>는 공모제

세부 유형에 따른 초빙형교장과 내부형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에 대

한 평균 비교이며 <표 13-1-3>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초빙형과 내

부형의 거버넌스 인식에 대한 평균을 비교한 표이다. 자세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1-1> 공모제 여부별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2
공모형 64 4.56 0.58

0.60
승진형 144 4.61 0.51

11-3
공모형 64 4.58 0.55

1.49
승진형 144 4.45 0.56

11-4
공모형 64 4.70 0.52

0.29
승진형 144 4.68 0.51

11-6
공모형 64 4.48 0.61

1.64
승진형 144 4.63 0.55

13-2
공모형 64 4.47 0.64

0.03
승진형 144 4.47 0.60

13-8
공모형 64 4.53 0.61

0.61
승진형 144 4.58 0.53

13-9
공모형 64 4.14 0.79

0.22
승진형 144 4.17 0.76

13-10
공모형 64 4.11 0.87

0.77
승진형 144 4.01 0.79

13-11
공모형 64 4.03 0.85

0.02
승진형 144 4.03 0.77

13-12
공모형 64 4.05 0.78

1.02
승진형 144 3.93 0.74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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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1>를 통해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

을 살펴보면 공모형과 승진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13-1-2> 공모제 여부별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3-1
공모형 299 4.08 0.79

2.17*
승진형 727 3.96 0.82

23-3
공모형 300 3.89 0.90

2.17*
승진형 726 3.75 0.91

23-4
공모형 300 3.85 0.99

2.08*
승진형 727 3.71 0.97

24-4
공모형 300 3.63 0.91

2.00*
승진형 728 3.51 0.90

26-1
공모형 300 4.09 0.70

2.76**
승진형 727 3.95 0.74

26-2
공모형 300 3.67 0.83

2.47*
승진형 727 3.58 0.84

* p<.05, ** p<.01, *** p<.001

공모제 여부에 따른 교사 인식도의 차이는 ‘23-1: 학교 발전에 대

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 목표를 공

유한다.’, ‘23-3: 학교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

언을 구한다.’, ‘23-4: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24-4: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6-1: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

과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6-2: 학부모나 지역사회기

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항목에서

모두 공모형이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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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3> 공모제 여부별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5-5
공모형 3145 1.60 0.92

3.02
승진형 8224 1.55 0.87

* p<.05, ** p<.01, *** p<.001

공모제 여부에 따른 거버넌스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25-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항목에서 공모형이 효과가

있었다.

<표 13-1-4> 공모제 여부별 학생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43
공모형 299 4.08 0.79

6.71***
승진형 727 3.96 0.82

* p<.05, ** p<.01, *** p<.001

공모제 여부에 따른 거버넌스의 학생 인식도는 공모형이 효과가

있었다.

<표 13-2-1> 공모제 유형별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2
초빙형 34 4.38 0.60

2.58*
내부형 28 4.75 0.51

* p<.05, ** p<.01, *** p<.001

<표 13-2-1>를 통해 공모유형에 따른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을

보면 ‘11-2: 학교 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시킨다’

는 항목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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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2-10
초빙형 177 2.81 1.07

2.58*
내부형 109 3.14 1.01

23-11
초빙형 177 3.77 1.01

3.20**
내부형 110 4.13 0.85

24-3
초빙형 110 3.44 0.94

2.16*
내부형 176 4.11 0.96

24-4
초빙형 110 3.51 0.99

2.66**
내부형 177 3.70 0.91

26-1
초빙형 110 3.81 0.91

2.03*
내부형 177 4.02 0.72

26-5
초빙형 110 3.56 0.67

2.92**
내부형 177 4.19 0.84

<표 13-2-2> 공모제 유형별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3-2-2>를 통해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

차이는 설문 문항이 너무 많은 관계로 유의미한 것만 싣는다. 공모

제 여부에 의한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에서는 ‘22-10: 의사결정권한

(학교 예산 편성)’, ‘23-11: 학교장 지도성(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

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

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24-3: 학교풍토(교장선생님이 학교경영

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 ‘24-4: 학교풍토(교사들의 새

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6-1: 지역사

회관계(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6-5: 지역사회관계(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항목에서 내부형이 초

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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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3> 공모제 유형별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5-4
초빙형 1761 1.35 0.75

2.88*
내부형 1273 1.44 0.85

* p<.05, ** p<.01, *** p<.001

<표 13-2-3>를 통해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

식을 보면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

25-4: 학부모 단체 가입, 자원봉사‘ 항목이었다.

<표 13-2-4> 학생의 공모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43
초빙형 1399 2.11 0.81

3.30**
내부형 963 1.99 0.85

* p<.05, ** p<.01, *** p<.001

<표 13-2-4>를 통해 공모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의 학생 인식

에을 보면 초빙형이 내부형 보다 효과가 있었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는 ‘43: 학생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교

운영(예산, 학칙,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로 측

정한 학교 운영 참여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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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3-1>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교장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중등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1-2
초빙형 10 4.4 0.51

3.13*
내부형 10 4.7 0.48

* p<.05, ** p<.01, *** p<.001

<표13-3-1>을 통해 중학교 교장의 인식을 통해 공모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효과를 살펴보면 내부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

인 항목으로는 ‘11-2 :학교 목표의 설정과 평가과정에 교사들을 참

여시킨다.’는 항목이었다.

<표13-3-2>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6-5
초빙형 59 3.39 0.79

2.67**
내부형 51 3.84 0.77

<표13-3-2>을 통해 중학교 교사의 공모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효과를 보면 내부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26-5 :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사회 기관

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였다.

<표13-3-3>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교사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2-10
초빙형 98 2.53 1.03

2.53**
내부형 39 3.03 1.01

24-3
초빙형 98 3.69 0.92

2.82**
내부형 40 3.83 0.67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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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3-3>을 통해 고등학교 교사의 공모제 유형에 따른 거버

넌스 효과를 보면 내부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22-10 :학교 예산 편성, 24-3 :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는 항목에서 모두 내부형

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는 항목이었다.

<표13-3-4>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5-3
초빙형 419 1.52 0.92

2.91**
내부형 352 1.72 1.02

25-4
초빙형 416 1.48 0.86

2.85**
내부형 352 1.67 0.97

25-5
초빙형 418 1.60 0.85

5.23**
내부형 348 1.99 1.134

* p<.05, ** p<.01, *** p<.001

<표13-3-4>를 통해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에서는

‘25-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활동’,‘25-4: 학고에서 자원봉사활

동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25-4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에서 자원봉사’, ‘25-5 다른 부모들과의 정

보 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영역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표 13-3-5>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5-5
초빙형 593 1.63 0.95

2.70**
내부형 540 1.48 0.8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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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3-5>를 통해 중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을 보면 초빙

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25-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영역에서‘ 초빙형이 내부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표13-3-6>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5-5
초빙형 759 1.57 0.89

2.95**
내부형 386 1.42 0.79

* p<.05, ** p<.01, *** p<.001

<표13-3-6>를 통해 고등학교 학부모의 거버넌스 인식을 보면 초

빙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25-5 다른 부모들과

의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영역에서‘ 초빙형이 내부형보다 효

과가 있었다.

<표13-3-7>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학생의 거버넌스 인식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43
초빙형 605 2.09 0.81

3.36**
내부형 557 1.93 0.85

* p<.05, ** p<.01, *** p<.001

<표13-3-7>을 보면 초등학생 인식에서 초빙형이 효과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43: 학생에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예산, 학칙, 교육과정) 에 학생들이 참여 할 수 있

니까?’ 로 측정한 학교 운영 참여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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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문제 5>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문제 5번에 대한 분석은 <표 14>로 시작되는 19개의 표들로

시행했다. <표 14>로 시작하는 표들은 학교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비교·분석한 표들이다. <표 14-1-1>은 공모제 여부에 따른 승진형

교장과 공모형 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교장과 교사가 인식하는 만족

도로 평균 비교하였다. <표 14-1-2>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승진형

교장과 공모형 교장에 대한 만족도를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으로 분

석한 표이다. <표 14-1-3>은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별 만족를의 비교분석표이고, <표 14-1-4>은 학부모

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별 만족도를 비교

분석 표이고, <표 14-1-5>는 학생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별 만족도를 비교한 표이다.

<표 14-2>부터는 공모제 유형별로 초빙형과 내부형에 대한 만족

도를 비교한 표들이다. <표 14-2-1>은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의

만족도 비교이고 <표 14-2-2>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부모와 학

생의 만족도 비교이다. <표 14-2-3>은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사의

세부 만족도를 비교한 표이고, <표 14-2-4>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를 비교한 표이며, <표 14-2-5>는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생의 세부 만족도를 비교한 표이다.

<표 14-3> 번부터는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대한 교육 공동체

의 주체별 만족도를 비교한 표들이다. <표 14-3-1>은 학교급별 공

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의 만족도를 비교했고, <표 14-3-2>는 학교

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를 비교했다. <표

14-3-3>는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학생의 만족도를 비교했다.

<표 14-3-4>는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사의 세부 만족도

를, <표 14-3-5>는 초등학교 공모제 유형에 따른 초등 학부모의 세

부 만족도를, <표 14-3-6>는 중학교 공모제 유형에 따른 중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를, <표 14-3-7> 고등학교 공모제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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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고등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를, <표 14-3-8>은 중학교 공모

제 유형에 따른 중학교 학생의 세부 만족도를, <표 14-3-9>는 고등

학교 공모제 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의 세부 만족도 비교 분석

한 표들이다. 자세한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1-1> 교장과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만족도 비교

공모제 여부

교장 만족도

(현 학교 계속근무희망)

교장에 대한 교사 만족도

(현 학교 계속근무희망)

예
아니

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공모형

응답

인원
54 10 64 262 38 300

비율

(%)
84.4 15.6 100.0 87.3 12.7 100

승진형

응답

인원
123 19 142 578 143 721

비율

(%)
86.6 13.4 100 79.3 19.6 98.9

* p<.05, ** p<.01, *** p<.001

<표 14-1-2> 학부모와 학생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만족도 평균 비교

공모제

여부

학부모 만족도 학생 만족도

n
평

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공모형 3259 3.58 0.75 2.95
**

3266 3.56 1.04
1.34

승진형 8512 3.53 0.74 8526 3.59 1.05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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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3> 교사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4-3
공모형 300 3.96 0.83

2.85**
승진형 728 3.80 0.85

15-4
공모형 300 3.59 0.88

1.96**
승진형 728 3.47 0.86

15-5
공모형 300 3.80 0.84

3.61***
승진형 729 3.59 0.85

25-1
공모형 300 3.79 0.83

2.27*
승진형 729 3.66 0.79

25-7
공모형 300 3.87 0.86

1.33
승진형 729 3.80 0.80

* p<.05, ** p<.01, *** p<.001

교사의 만족도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14-3 : 나는 우리학

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15-4 :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25-1 : 학교의 비전 및 중점 추진 사항에 대

해서 만족한다’ 항목에서는 유의수준 95%에서, ‘15-5 :우리 학교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라는 항목에서는 유의수준 99%에서 공모형이

승진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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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7-1
공모제 3236 3.40 0.75

1.01
승진형 8444 3.38 0.72

27-2
공모제 3238 3.28 0.80

3.82***
승진형 8447 3.21 0.77

27-3
공모제 3231 3.40 0.77

3.83***
승진형 8428 3.34 0.76

27-4
공모제 3232 3.50 0.80

5.39***
승진형 8440 3.41 0.78

27-5
공모제 3237 3.66 0.73

3.05
승진형 8434 3.61 0.73

27-6
공모제 3233 3.35 1.02

0.72
승진형 8439 3.33 0.98

27-7
공모제 3229 3.35 0.85

2.88*
승진형 8430 3.30 0.83

27-8
공모제 3236 3.71 0.78

4.04***
승진형 8435 3.65 0.77

27-9
공모제 3240 3.51 0.77

1.90
승진형 8430 3.48 0.76

<표 14-1-4> 학부모가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공모제 여부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를 좀더 자세하면 분석해 보

면 ‘27-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7-3: 학

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잘 하고 있다.’, ‘27-4: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27-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7-8: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

치는 데 열의가 있다.’ 항목에서 공모형이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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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5> 학생이 인식하는 공모제 여부별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40-1
공모형 2433 3.19 0.86

1.63
승진형 5834 3.15 0.82

40-2
공모형 2433 3.14 0.95

1.94
승진형 5836 3.10 0.91

40-3
공모형 2426 3.28 0.95

1.51
승진형 5826 3.24 0.93

40-4
공모형 2430 3.22 0.97

1.70
승진형 5828 3.18 0.93

40-5
공모형 2429 3.33 0.88

2.17*
승진형 5831 3.29 0.87

40-6
공모형 2431 3.05 1.22

2.63**
승진형 5824 2.97 1.19

40-7
공모형 2427 3.16 1.02

0.60
승진형 5828 3.14 0.98

40-8
공모형 2430 3.22 0.93

3.65***
승진형 5827 3.14 0.90

* p<.05, ** p<.01, *** p<.001

학생의 만족도를 좀더 자세하면 분석해 보면 99퍼센트 유의수준

에서는 ‘40-8: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에서, 95 퍼

센트 유의수준에서는 ’ 40-6: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 항목에서 , 90

퍼센트 유의수준에서는 ‘40-5: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항목에서 공모형이 효과가 있었다. 즉, 공모제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는 인권과 시설 거버넌스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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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1> 공모제 유형별 교장의 만족도 평균 비교

공모제 여부

교장 만족도

-현 학교 계속 근무 희망

예 아니오 전체

초빙형
응답자수 31 3 34

비율(%) 91.2 8.8 100

내부형
응답자수 23 6 29

비율(%) 79.3 20.7 100

개방형
응답자수 1 0 1

비율(%) 100 0 100

* p<.05, ** p<.01, *** p<.001

교장 만족도는 90% 유의수준에서 초빙형 만족도가 더 높았다.

<표 14-2-2> 공모제 유형별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평균비교

공모

여부

학부모 전반적인 만족도 학생 전반적인 만족도

n 평균
표준

편차
t n 평균

표준

편차
t

초빙

형
1833 3.57 0.72

1.04

1840 3.47 1.04
4.99*
**내부

형
1321 3.60 0.79 1329 3.66 1.03

* p<.05, ** p<.01, *** p<.001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에서는 초빙

형이 내부형보다 낮았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생의 경우 99%

수준에서 초빙형이 내부형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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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3> 공모제 유형별 교사의 세부 만족도 평균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14-3
초빙형 177 3.90 0.82

1.62
내부형 110 4.06 0.86

15-4
초빙형 177 3.51 0.89

1.56
내부형 110 3.68 0.86

15-5
초빙형 177 3.71 0.82

2.33*
내부형 110 3.95 0.86

25-1
초빙형 177 3.73 0.86

1.49
내부형 110 3.88 0.81

25-7
초빙형 177 3.85 0.86

0.93
내부형 110 3.95 0.84

* p<.05, ** p<.01, *** p<.001

공모 유형별 교사 세부 만족도는 ‘15-5: 우리 학교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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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n 평균

표준

편차
t

27-1
초빙형 1819 3.42 0.73

1.13
내부형 1312 3.38 0.78

27-2
초빙형 1820 3.22 0.79

4.72***
내부형 1313 3.35 0.80

27-3
초빙형 1819 3.40 0.77

0.73
내부형 1307 3.42 0.78

27-4
초빙형 1818 3.47 0.80

2.36*
내부형 1309 3.53 0.80

27-5
초빙형 1822 3.64 0.73

1.23
내부형 1310 3.67 0.74

27-6
초빙형 1820 3.36 1.02

0.17
내부형 1308 3.35 1.01

27-7
초빙형 1819 3.28 0.85

5.15***
내부형 1307 3.44 0.85

27-8
초빙형 1821 3.68 0.77

2.92*
내부형 1310 3.76 0.80

27-9
초빙형 1822 3.50 0.77

0.91
내부형 1313 3.53 0.76

<표 14-2-4> 공모제 유형별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 평균비교

* p<.05, ** p<.01, *** p<.001

공모 유형별 학부모 세부 만족에서는 초빙형보다 내부형이 ‘27-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7-4: 학습에 불편

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27-7: 다양하고 창

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7-8: 선생님들이 학생들

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는 항목에서 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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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5> 공모제 유형별 학생의 세부 만족도 평균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학생

응답자수
평균

표준

편차
t

40-1
초빙형 1413 3.18 0.87

0.84
내부형 968 3.21 0.85

40-2
초빙형 1413 3.06 0.97

4.76***
내부형 968 3.25 0.91

40-3
초빙형 1409 3.25 0.96

1.81
내부형 965 3.32 0.94

40-4
초빙형 1411 3.15 1.00

4.64***
내부형 967 3.34 0.91

40-5
초빙형 1411 3.32 0.91

1.38
내부형 966 3.37 0.85

40-6
초빙형 1412 3.03 1.24

1.86
내부형 967 3.12 1.18

40-7
초빙형 1411 3.01 1.07

8.60***
내부형 964 3.38 0.93

40-8
초빙형 1412 3.17 0.95

3.55***
내부형 966 3.31 0.91

* p<.05, ** p<.01, *** p<.001

학생의 공모 유형별 세부 만족도는 ‘40-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40-4: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40-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학교 프

로그램이 제공된다.’, ‘40-8: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는 항목에서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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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 여부

교장 만족도

-현 학교 계속 근무 희망

예 아니오 전체

공

모

형

초

등

초빙형
인원수 11 1 12

비율(%) 91.7 8.3 100

인원수 13 0 13
내부형

비율(%) 100 0 100

중

등

초빙형
인원수 9 1 10

비율(%) 90 10 100

내부형
인원수 4 6 10

비율(%) 40 60 100

고

등

초빙형
인원수 11 1 12

비율(%) 91.7 8.3 100

내부형
인원수 5 0 5

비율(%) 100 0 100

인원수 0 1 1
개방형

비율(%) 0 100 100

<표 14-3-1>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교장의 만족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교장 만족도는 중등 초빙형 만족도가 90퍼센트 유의 수준에서 높

았고 고등 내부형이 90퍼센트 유의 수준에서 높았다. 개방형은 1건

이라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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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공모제 유형

학부모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

공

모

형

초

등

초빙형 427 3.81 0.67
3.82***

내부형 356 4.01 0.77

중

등

초빙형 617 3.50 0.70
0.56

내부형 566 3.48 0.74

고

등

초빙형 789 3.50 0.74
1.87

내부형 399 3.41 0.75

<표 14-3-2>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만족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4-3-2>을 통해 분석해 보면 학부모 만족도는 초등에서 99퍼

센트 유의수준에서 초빙형이 내부형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표14-3-3>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에 따른 학생의 만족도 평균 비교

학교급별

공모제 유형

학생

응답자수
평균

표준

편차
t

공

모

형

초

등

초빙형 428 4.12 0.90
3.66***

내부형 355 4.35 0.80

중

등

초빙형 616 3.29 1.04
2.30*

내부형 566 3.42 0.94

고

등

초빙형 796 3.27 0.97
2.17*

내부형 400 3.41 1.05

* p<.05, ** p<.01, *** p<.001

<표 14-3-3>을 통해 분석해 보면 학생 만족도는 초등에서 99퍼센

트 유의수준에서 초빙형이 만족도가 낮았다. 중등과 고등에서 90퍼

센트 유의수준에서 초빙형이 만족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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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4> 중학교 교사의 공모제 유형별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교사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14-3
초빙형 59 3.81 0.77

1.00
내부형 51 3.98 0.96

15-4
초빙형 59 3.54 0.75

0.46*
내부형 51 3.47 0.85

15-5
초빙형 59 3.69 0.72

1.52
내부형 51 3.94 0.96

25-1
초빙형 59 3.76 0.83

0.51
내부형 51 3.84 0.80

25-7
초빙형 59 3.93 0.82

0.57
내부형 51 3.84 0.78

* p<.05, ** p<.01, *** p<.001

<표 14-3-4>을 통해 분석해 보면 중학교 교사의 공모 유형별 중

학교 세부 만족도 조사에서는 90퍼센트 유의수준에서 ‘15-4: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항목에서 초빙형이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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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5> 공모제 유형별 초등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학부모

응답자수
평균

표준

편차
t

27-1
초빙형 426 3.69 0.68

1.25
내부형 355 3.75 0.78

27-2
초빙형 427 3.44 0.79

5.40***
내부형 356 3.74 0.78

27-3
초빙형 426 3.47 0.74

1.87
내부형 355 3.58 0.78

27-4
초빙형 427 3.64 0.77

1.19
내부형 356 3.71 0.89

27-5
초빙형 426 3.88 0.71

1.27
내부형 356 3.95 0.72

27-6
초빙형 427 3.85 0.77

2.86**
내부형 356 3.67 0.98

27-7
초빙형 426 3.65 0.80

1.47
내부형 356 3.74 0.91

27-8
초빙형 426 4.00 0.67

4.45***
내부형 355 4.22 0.72

27-9
초빙형 426 3.86 0.69

1.20
내부형 355 3.92 0.74

* p<.05, ** p<.01, *** p<.001

<표 14-3-5>를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는

‘27-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7-8: 선생님

들이 학승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는 항목에서 내부형이 초

빙형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27-6: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는 부분에

서는 초빙형이 내부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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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학부모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27-1
초빙형 613 3.29 0.70

0.84
내부형 564 3.26 0.71

27-2
초빙형 614 3.10 0.72

2.23*
내부형 563 3.19 0.72

27-3
초빙형 613 3.32 0.82

0.89
내부형 562 3.36 0.75

27-4
초빙형 612 3.38 0.76

1.54
내부형 562 3.45 0.73

27-5
초빙형 613 3.54 0.70

1.37
내부형 561 3.60 0.71

27-6
초빙형 613 3.40 1.00

3.83***
내부형 563 3.17 1.02

27-7
초빙형 612 3.20 0.78

3.34**
내부형 564 3.36 0.80

27-8
초빙형 613 3.56 0.76

1.04
내부형 565 3.61 0.74

27-9
초빙형 614 3.39 0.78

0.08
내부형 565 3.38 0.72

<표14-3-6>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4-3-6>를 통해 중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를 보면 초빙

형이 내부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27-6: 학교 급식에 만족한

다.’는 항목이다.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27-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7-7: 다양하고 창

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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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문항
교장

유형

학부모

응답자 수
평균

표준

편차
t

27-1
초빙형 780 3.36 0.74

2.797**
내부형 393 3.23 0.76

27-2
초빙형 779 3.19 0.81

0.857
내부형 394 3.24 0.83

27-3
초빙형 780 3.41 0.72

1.341
내부형 390 3.35 0.80

27-4
초빙형 779 3.44 0.83

1.154
내부형 391 3.49 0.78

27-5
초빙형 783 3.59 0.74

1.125
내부형 393 3.54 0.73

27-6
초빙형 780 3.05 1.05

4.168***
내부형 389 3.32 0.97

27-7
초빙형 781 3.14 0.87

2.676
내부형 387 3.28 0.79

27-8
초빙형 782 3.60 0.77

0.546
내부형 390 3.57 0.81

27-9
초빙형 782 3.40 0.76

0.347
내부형 393 3.39 0.72

<표14-3-7>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 p<.05, ** p<.01, *** p<.001

<표 14-3-7>을 통해 고등학교 학부모의 세부 만족도를 보면 초

빙형이 내부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27-1: 학생들의 학습능력

을 잘 길러주고 있다.’는 항목이다.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27-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제

공된다.’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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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3-8> 공모제 유형별 중학교 학생의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응답

학생수
평균

표준

편차
t

40-1
초빙형 616 3.23 0.883 0.74

　내부형 568 3.27 0.835

40-2
초빙형 616 3.20 0.950 1.65

　내부형 568 3.29 0.861

40-3
초빙형 612 3.24 0.966 2.02*
내부형 566 3.36 0.927

40-4
초빙형 614 3.16 0.948 2.68

　**내부형 567 3.31 0.911

40-5
초빙형 615 3.32 0.931 1.29

　내부형 567 3.39 0.870

40-6
초빙형 615 3.30 1.167 3.57

　***내부형 568 3.06 1.200

40-7
초빙형 616 3.24 1.013 3.44**
내부형 565 3.43 0.942

40-8
초빙형 615 3.24 0.983 1.10

　내부형 566 3.30 0.906

* p<.05, ** p<.01, *** p<.001

<표 14-3-8>를 통해 중학교 학생의 공모 유형별 세부 만족도를

보면 내부형이 초빙형보다 더 효과가 있는 항목은 ‘40-3학생들의 생

활 및 진로 상담을 잘 하고 있다.’, ‘40-4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

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40-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학

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다. 반면에 초빙형이 더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40-6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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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3-9> 공모제 유형별 고등학교 학생의 세부 만족도 평균 비교

설문문항
교장

유형

고등학교

학생

응답자수

평균
표준

편차
t

40-1
초빙형 797 3.15 0.87 0.17

　내부형 400 3.14 0.88

40-2
초빙형 797 2.96 0.97 4.06***

　내부형 400 3.20 0.97

40-3
초빙형 797 3.26 0.96 0.37

　내부형 399 3.28 0.97

40-4
초빙형 797 3.14 1.05 　

4.09***내부형 400 3.38 0.90

40-5
초빙형 796 3.31 0.89 0.45

　내부형 399 3.34 0.83

40-6
초빙형 797 2.81 1.26 　

5.45***내부형 399 3.22 1.16

40-7
초빙형 795 2.84 1.08 　

7.71***내부형 399 3.30 0.92

40-8
초빙형 797 3.12 0.92 　

3.63***내부형 400 3.33 0.93

* p<.05, ** p<.01, *** p<.001

<표 14-3-9>를 통해 고등학생의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40-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40-4: 학습에 불편

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40-6: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40-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제공

된다.’, ‘40-8: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에서 모두 내

부형이 초빙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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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장 공모제 입법 취지 달성 효과 종합

공모제의 효과는 연구문제 5번인 만족도부분에서 교장의 만족도

를 제외한 다른 영역 전부에서 공모형이 승진형 보다 효과가 높았

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연구문제 1번으로 측정한 세대교체 부

분(40대 교장의 진입 여부)에서 공모형이 유의미했다. 연구 문제 2

번으로 측정한 자율성에서 교장(학급편성,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예산 편성)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연구 문제 3번으로 측정

한 직무수행 에서는 교사(학교 교육 공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

유, 창의적 직무수행 기대, 새로운 교수법 권장, 참신한 아이디어 운

영에 반영, 개선을 위한 노력, 기존의 관행깨기, 발상의 변화 유도,

새로운 운영 방식을 수정시키고 안정시키기) 등 다양한 직무수행 분

야에서 세부적 효과를 크게 거두었다. 연구 문제 4번으로 측정한 거

버넌스 효과에서는 교사 (학교 목표 공유, 학교 개혁 조언, 새로운

아이디어 반영, 지역사회 연계 협력 중시, 지역사회로부터 도움받

기), 학부모 (다른 부모와의 협력) 학생 (학교 운영 참여)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연구 문제 5번으로 측정한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서

는 교사(기대감, 비전 공유, 자부심, 긍지) 학부모(학생의 특기 적성

계발, 학생 진로 상담, 창의적인 방과후 활동, 교사의 열의) 학생(학

생 안전, 학생 인권, 학생 급식)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

공모 유형 중에서 초빙형과 내부형을 비교한 부분에서는 다소 그

효과가 탁월하지 않았다. 초빙형이 효과가 있었던 영역은 두 가지

였으며 첫째, 연구 문제 4번인 거버넌스 형성 중 학부모의 다른 학

부모와의 정보 교류, 초등학생의 학교운영참여부분이다. 두 번째는

연구문제 5번의 만족도로 측정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 대응성 부분

으로 등 교장의 만족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

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 급식 만족도,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습능력계발 만족도 , 중학생의 학교 급식 만족도 영역에 그쳤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표 16>에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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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인식

주체

공모제 여부에

따라 효과성이

나타난 영역

공모제

유형에 따라

효과성이

나타난 영역

학교급별

공모유형에

따라 효과성이

나타난 영역

1.연령 교장 공모형 내부형 차이 없음

2.자율성 교장

공모형

(학급편성,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학교 예산

편성)

내부형

(학교예산 ,·교

칙 제정 및 개

정)

내부형-고등

(학교 예산)

3.

직무수행

교장

공모형

(환경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응)

내부형

(행정업무경감

학교 공동체

문화 증진, 새

로운 아이디어

적극 반영, 기

존의 제도나

관행 깨기)

내부형-초등

(학교 예산)

교사

공모형

(학교교육공유,

수업에 대한 아

이디어 공유, 창

의적 직무수행

기대, 새로운 교

수법 권장, 참신

한 아이디어 운

영에 반영

·개선위해 노력,

기존의 관행 깨

기, 발상의 변화

유도,새로운 운

영 방식 수정

안정시킴)

내부형

(행정실 업무

경감, 협력통

한 학교 공동

체 문화 증진,

새로운 아이디

어의 학교 운

영 반영, 새로

운 운영 방식

의 수정 안정

화)

내부형-(초등,중

등, 고등)

(내부형-초등-

기존의 관행 깨

기,내부형-중등

-행정실 업무

경감,내부형-고

등-교사 심리적

지원, ,교사의

실수를 학습기

회로 인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새로운

운영 방식 의

수정 안정화)

<표 15> 분석결과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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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넌스

교장

차이 없음 내부형

(학교목표 설

정 )

내부형 -초등

(내부형 –초등

-학교목표 설

정)

교사

공모형

(학교 목표 공

유, 학교 개혁

조언 ,교사와 상

의 ,새로운 아이

디어 반영, 지역

사회 연계 협력

중시, 지역사회

로부터 도움 받

기)

내부형

(예산편성, 행

정실 업무 경

감,·학교장 경

영 비판 수용,·

새 아이디어

반영, 지역사

회 연계 협력,

지역사회 협의

체 개최)

내부형 –중·고

등

(내부형-중등-

지역사회 협의

회 개최, 내부

형 –고등-학교

예산 편성, 경

영상의 비판 수

용)

학부모

공모형

(다른 부모와의

협력)

내부형

(학부모 단체

가입, 자원봉

사)

초빙형-중 ·고

등

(다른 부모들과

의 정보 교류)

내부형 –초·

중·고등

(내부형 -초등-

학부모 단체 가

입, 자원봉사,

다른 부모와의

협력, 내부형 -

중등-다른 부모

와의 협력, 내

부형 -고등-다

른 부모와의 협

력)

학생

공모형

(학교 운영에 참

여)

초빙형

(학교 운영에

참여)

초빙형-초등

(학교 운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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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족

도

대

응

성

교장 승진형 초빙형
초빙형-중 ·고

등

교사

공모형

(자부심,기대감 ,

비전 만족,긍지)

내부형

(긍지)

초빙형-중 ·고

등

(기대감)

학부모

공모형

(학생의 특기 적

성 계발, 학생의

진로 상담, 창의

적인 방과후 활

동, 교사의 열

의)

내부형

(창의성 계발,

교육시설, 창

의적인 방과

후 활동, 교사

의 열의)

초빙형-초·중·

고등

(초빙형-초등-

급식. 중등-학

교급식,초빙형-

고등-학습능력

길러주기 )

내부형-중등

(학생의 특기

적성 , 교사의

열의 , 학교 급

식 )

학생

공모형

(학생안전,학생

인권, 학교급식)

내부형

(특기적성 계

발, 교육시설,

창의적인 방과

후 활동, 학생

인권)

초빙형-중등

(학교 급식 )

내부형-중등

(학생 진로 상

담, 교육시설과

환경, 창의적인

방과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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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함의

학교 교육 개혁에서 교장의 역할과 위상은 다른 어떤 개혁 요소

보다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지역별, 단위학교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교장의

역할과 효과는 클 것이다.

교장의 임용은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

개혁의 기폭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에서도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는 2012년 제1차 경기도 종단 연구를 통해 ‘교장 공모제’

중에서도 특히 대표형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가

정책 취지에 맞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함에서 출발하였다. 공모 교장이 승진형 교장과 어떤 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공모 교장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

초빙형 교장이 과연 내부형과 비교하여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

면 어떤 면에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자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표본 집단 연구와 질적연구, 문헌연구,

효과성의 한 부분에 대한 연구 중심인 점을 감안하여 ‘교장 공모제’

가 입법 취지대로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

었다.

그리하여 연구문제를 ‘초빙형 교장 공모제도는 입법취지를 달성하

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문제의 작은 가설들

은 교장 공모제 정책 목표에서 언급한 세대교체, 자율성, 직무수행

력, 거버넌스, 대응성에 대한 각 교육 주체간 인식으로 측정해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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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모제 여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공모

제가 승진제보다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모제의 효과성

에 대한 연구가 상반된 가운데 이 연구는 공모제의 효과성을 입증

하는 연구로 의미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효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교체의 효과는 승진제보다는 공모제에서 효과가 있었

다. 하지만 공모 교장제 시행 전 교원 연령 단축에 의한 효과와 정

도가 동일하였고 교장 공모제 시범기간에 보여준 것보다는 보다는

낮은 효과를 보였다. 이는 내부형의 15% 제한 규정과 교장 중임제

로 인한 40대 교장의 진입을 꺼리는 현상을 생각하게 하는 결과이

다.

둘째, 학교 자율성을 확립하여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 예산 정도의 에서만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 자율

성의 확보는 단위 학교에 결정권을 주는 영역으로 교육 개혁의 일

환으로 필요한 영역이기에 차후 교육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할 만 하

다고 하겠다.

셋째, 학교장의 직무 수행력에서 공모형이 일반 승진형보다는 효

과가 있었지만 공모제 유형 내부에서 초빙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초빙형보다 내부형의 효과가 높다는 것은 집단내의 사정을 잘

아는 교장을 공모제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학교단위의 경영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이는 일반 행정에서 다른 외

부 인사의 영입을 꾀하고자 하는 공모제의 효과와 다른 학교 경영

만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넷째, 거버넌스 확립 효과는 측정한 다섯개의 영역 중에서 공모

교장들이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이다. 오히려 교장의

인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공모형 교장에서 거버넌스 효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초

빙형에서는 ‘학교 운영’ 과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류’ 부분에서 학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가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



- 94 -

하고 있었다. 거버넌스를 통한 학교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공모제 자

체가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더불어 초빙형 임용 교장이 학교 운영과

정보 교류 면에서 학부모와 초등학생에게 유의미하게 인식되고 있

었다.

다섯 번째 수요자의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

를 반영하는 대응성 역시 공모제가 일반형보다 전체적으로 고른 높

게 측정된 영역이다.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에서 초빙형의 효과가 가

장 변별적으로 나타났다. 중·고등 학교 교장의 만족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급식 만

족도,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습능력계발 만족도, 중학생의 학교 급식

만족도에서 효과를 거두었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주인- 대리인

이론에 입각해 볼 때 제대로 된 대리인을 선정하는데 공모 교장제

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요약해 보자면, 교장 공모제는 입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공

모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빙형의 효과성이 내부

형보다 우월한 영역은 거버넌스와 만족도 부분이었다. 교장 공모제

중 대표형인 ‘초빙형 교장 공모제도’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보다 적

은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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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자료 수집에 있어서 2012년 경기도 소

재 212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공동체를 다룬 점에 있다. 교장 임

용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고, 경기도 지역에

한 시기에 고정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교장 임용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검사로 실시하고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시킨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공동체의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 문항을 분석하였으므

로 실제 교육성과에 대한 효과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했다. 이후 연구

는 인식과 함께 실제 성과의 양적인 분석을 기대해 본다.

셋째, 단위 학교 조직은 다른 공조직이나 사조직과는 다른 또 다

른 특성을 가진 조직이고, 교육 또한 다른 사회 서비스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공조직과 사조직과는 다른

학교 조직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기대해 본다.

넷째, 연구 분석에서 두 집단 간(공모형과 승진형, 초빙형과 내부

형)의 평균 비교에 그쳐 교장 임용과 그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지 못한 관계로 인과성 까지 분석해 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초빙형 공모 교장 제도의

변인 분석까지 기대해 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는 공모제 유형 중 가장 혁신적인 장치로 대두되었던

개방형과 평교사 교장 임용에 대한 사례가 너무 적거나 조사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는 점이다. 개방형의 사례가 1건 뿐이

었고 평교사 출신의 교장은 설문 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

후 연구에서 개방형과 평교사 출신 교장 임용에 따른 효과성 분석

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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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Invitational Principal

- Focusing on the appointment of the

principal of Gyeonggi province

Cho, Jin Ah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ncipal is the core of educational reform as the official

leader and chief director of the school organization, which has an

overall impact on teachers and school oper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invitation system

of the principal is effective a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the

principal, And the satisfaction of the principal and the internal

principal. Based on the policy objectives of the ORSP(Open

Recruit System for Principal) "the recruitment of young and

talented individuals to raise school autonomy and meet the

demands of the school community," we selected five variables to



- 102 -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al public service. These

include young-leadership, School-Based Management, principal's

job performance, governance and satisfac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ublic subsidy system is really

effective or not, and the type of invitation that occupies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public subsidy system It is a study of

whether it is effective.

The analysis unit of the study was the questionnaire

surveying(GEPS) the perception of the community of the unit

school (principals, teachers, parents, students).

The existing studies are focused on analyzing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ainstream public offering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omotion typ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al, the social background

variables of the public schoo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dition, because it

focuses on qualitative research and sample group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to study the

comprehensive effect of the public service system in the case of

unitary schools, case studies, political policy research,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in specific field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effect of the generational

change through ORSP was effective as the policy purpose. The

recruitment of young principals was lower than the overall

average of the pilot schools but higher than the overall average.

Secondly, autonomy through school accountability management

system was higher than that of promotion type. The princip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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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lity to perform job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the

promoted principal. In the governance and satisfaction surveys,

the public school principal was also significant.

However, the invited principal acted only in certain areas. In

the area where the invitation type was not significant, the

internal type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type of invitation is

governance (involvement of parents in school operation,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chool operation)

and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expectation of school teachers' school life in junior high school,

satisfaction of school lunch of middle school parents, , School

meal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the

fact that most invitations to the principal are held by invited

guests, it is a result of re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vitation 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nvitation -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that it is a

comprehensive and empirical study on the extent to which the

invitation system of the inviting principals satisfies the needs of

the unit school community.

Key words: ORSP(Open Recruit System for Principal),

Invitation type, Promotion type, Internal type, SBM(School

Based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06-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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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정

개

념

설문

주체
설문 문항

젊

은

학교

장
2. 연령- 40대

직

무

수

행

리

더

십

학교

장

11. 교장선생님의 경영 방향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11-1 나는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11-5 나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11-7 나는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

는다.

11-8 나는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11-9 나는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도록 격려한다.

11-10 나는 새로운 교수 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11-11 나는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게 지원적이도록 격

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집중하도록 노

력한다.

11-12 나는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

13. 귀교의 학교 풍토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

니다.

13-1 우리 학교는 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이다.

13-3 우리 학교는 학교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다.

13-4 우리 학교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13-5 우리 학교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

<부록 1>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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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13-6 우리 학교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다.

13-7 우리 학교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치면

서 안정된다.

교사

23. 귀교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23-1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 발전에 대해 분명한 계획

을 가지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 학교교육 목표를 공유한다.

23-5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심리적 특

성을 잘 파악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23-7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수업개선과 교사들의 새로운 아

이디어에 관심을 갖는다.

23-8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를 기대한다.

23-9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에 매진하

도록 격려한다.

23-10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교수 방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23-11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행정실의 업무 처리가 교사에

게 지원적이도록 격려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수

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한다.

23-12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교사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학교 공동체 문화를 증진시키려 노력한다.

-------------------------------------------------

24. 귀교의 학교 풍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24-1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실수나 시행착오를 학습

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분위기이다.

24-2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

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24-4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교 운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24-5 우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를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한다.

24-6 우리 학교에서는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깨는 시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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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4-7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발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킨다.

24-8 우리 학교에서는 새로 시도된 학교운영방식이 수정을 거

치면서 안정된다.

자

율

성

단

위

학

교

책

임

경

영

학 교

장

12. 다음은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

장선생님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1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 결정

12-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12-3 학급 편성

12-4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

12-5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12-6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육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편

성 및 운영

12-7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12-8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장

12-9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12-10 학교 예산 편성

12-11 용역 및 입찰 결정

12-12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12-13 교칙 제정 및 개정

민

주

성

거

버

넌

스

학

교

장

내

부

11. 교장 선생님의 학교 경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1-2 학교 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에 교사들을 참여 시킨다.

11-3 나는 학교 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11-4 교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

과 상의한다.

11-6 교사들의 개인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

한다.

-------------------------------------------------

13. 귀교의 학교 풍토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

니다.

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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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우리 학교는 직위나 경력에 관계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13-8 우리 학교는 학교와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기관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3-9 우리 학교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육활

동에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13-10 우리 학교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3-11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

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3-12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며 학부모나 지역사

회기관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교

사

내

부

22. 귀교에서는 다음과 사항을 결정할 때 선생님의 의견을 어

느 정도 반영합니까?

22-1 교수 학습 자료와 장비에 대한 의사 결정

22-2 수업 운영 방식 결정 /22-3 학급 편성

22-4 과목별 수업 시수 조정/22-5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22-6 정규 교육과정 외 기타 교육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편

성 및 운영

22-7 교사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22-8 교원 업무 조직 및

업무 분장

22-9 교원 평가 및 성과급 배분 /22-10 학교 예산 편성

22-11 용역 및 입찰 결정 /22-12 학생 처벌 유형 및 정도

/22-13 교칙 제정 및 개정

-------------------------------------------------

23-2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교 목표의 설정과 평가 과정

에 교사들을 참여 시킨다.

23-3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교 개혁과 발전에 대해서 교

사와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23-4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 교사들과 상의한다.

23-6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의 개인적 문제에 관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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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을 기울이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24-3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다.

-------------------------------------------------

26. 귀교의 지역 사회 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6-1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6-2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학교교

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26-3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기관과 연계 협력하

여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6-4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진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6-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

사회 기관과 협의회나 모임을 개최한다.

학

생

내

부

43.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회 등을 통해 학교운영(예

산, 학칙, 교육과정 등)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척

도는 3개이고 역코딩)

학

부

모

내

부

25 부모님은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와 관련해 올해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0점 1점 3점 5점 -4개 척도)

25-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

25-4 학교에서 자원봉사활동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

에서 자원봉사

25-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 활동

외

부

수

요

자

의

요

구

만

족

학

교

장

전

체

9.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십니

까?

교

사

전

체

12.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십니

까?

14-3 나는 우리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

15. 교직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5-4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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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

응

성

15-5 우리 학교에 대해 긍지를 느낀다.

15-6 우리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25 다음은 귀교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교장 활동으로 한정시켜

서 추림)

25-1 학교의 비전 및 중점 추진 사항

25-2 학교운영에의 참여

25-4 새로운 교육활동 시도

25-7 교감 교장과의 관계

학

생

전

체

39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40. 현재 다니는 학교에 대해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

는지 표 해주세요

40-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40-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40-3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잘 하고 있다.

40-4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

다.

40-5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0-6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40-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40-8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

세

부

학

부

모

전

체

26.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27.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단계)

27-1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27-2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잘 계발해 주고 있다.

27-3 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 상담을 잘 하고 있다.

27-4 학습에 불편함이 없게 교육시설과 환경을 잘 갖추고 있

다.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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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6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27-7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7-8 선생님들이 학승들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

28-9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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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원(명) 비율(%)

전체 212 100

성별
남 171 80.7

여 41 19.3

학교급

초등학교 85 40.1

중학교 63 29.7

고등학교 64 30.2

나이

40대 4 1.9

50대 147 69.3

60대 60 28.3

최종학력

2년제 대학 졸업 6 2.8

4년제 대학 졸업 26 12.3

석사 졸업 173 81.6

박사 졸업 7 3.3

학교장

경력(년)

0 29 13.7

1 29 13.7

2 38 17.9

3 28 13.2

4 23 10.8

5 16 7.5

6 9 4.2

7 9 4.2

8 1 0.5

9 1 0.5

10 1 0.5

11 1 0.5

12 2 0.9

학교장

경력(월)

0 2 0.9

1 2 0.9

2 35 16.5

<부록 2> 교장 응답자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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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3 25.0

4 2 0.9

6 7 3.3

7 2 0.9

8 27 12.7

9 60 28.3

10 3 1.4

11 1 0.5

현학교장

경력(년)

0 58 27.4

1 44 20.8

2 50 23.6

3 28 13.2

4 11 5.2

5 5 2.4

6 5 2.4

7 2 0.9

12 1 0.5

현학교장

경력(월)

0 3 1.4

2 36 17.0

3 58 27.4

4 2 0.9

6 3 1.4

7 2 0.9

8 31 14.6

9 69 32.5

10 4 1.9

11 2 0.9

전문직경력여부
예 59 27.8

아니오 152 71.7

현학교희망
예 139 65.6

아니오 67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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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 233 22.6

여 796 77.4

학교급

초등학교 155 15.1

중학교 380 36.9

고등학교 494 48.0

나이

20대 122 11.9

30대 470 45.7

40대 330 32.1

50대 104 10.1

60대 3 0.3

최종학력

2년제 대학 졸업 6 0.6

4년제 대학 졸업 632 61.4

석사 졸업 384 37.3

박사 졸업 7 0.7

경력

5년미만 260 25.3

5~10년 246 23.9

10~20년 313 30.4

20~30년 183 17.8

30년이상 25 2.4

현학교

근무기간(년)

0 255 24.8
1 238 23.1
2 148 14.4
3 103 10.0
4 63 6.1
5 25 2.4
6 12 1.2
7 2 0.2
8 7 0.7
9 8 0.8
10 9 0.9
11 1 0.1
12 2 0.2
14 1 0.1
15 2 0.2
16 1 0.1
17 3 0.3
18 2 0.2

19 2 0.2

<부록3> 교사 응답자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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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0.6
22 3 0.3
23 2 0.2
24 2 0.2
25 3 0.3
27 1 0.1

현학교

근무기간(월)

0 13 1.3
1 10 1.0
2 29 2.8
3 53 5.2
4 7 0.7
5 5 0.5
6 16 1.6
7 28 2.7
8 247 24.0
9 506 49.2
10 47 4.6
11 28 2.7

담당교과

(중고등학교)

국어과 343 33.3

영어과 276 26.8

수학과 281 27.3

사회과 32 3.1

과학과 30 2.9

예체능 계열 18 1.7

전문계 교과 24 2.3

담임여부
예 733 71.2

아니오 294 28.6

교사자격증

수여기관

교육대학 160 15.5

사범대학,
사범계학과

548 53.3

일반대학 교직과정 205 19.9

교육대학원 106 10.3

현재직위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212 20.6

교사 603 58.6

부장교사 184 17.9

수석교사 1 0.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예 53 5.2

아니오 970 94.3

현학교희망
예 724 70.4

아니오 299 29.1

전체 102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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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인원(명) 비율(%)

전체 11834 100

응답자

아버지 1547 13.1

어머니 9531 80.5

조부모 82 0.7

형제자매 73 0.6

친척 32 0.3

기타 35 0.3

학교급

초등학교 3541 29.9

중학교 4051 34.2

고등학교 4242 35.8

부모혼인상태

기혼(동거) 10523 88.9

이혼 816 6.9

별거 161 1.4

사별 207 1.7

부 학력

중졸이하 291 2.5

고졸 4474 37.8

2-3년제 대졸 1710 14.4

4년제 대졸 3849 32.5

석사 졸업(수료) 868 7.3

박사 졸업(수료) 251 2.1

모 학력

중졸이하 263 2.2

고졸 5809 49.1

2-3년제 대졸 2008 17.0

4년제 대졸 2930 24.8

석사 졸업(수료) 403 3.4

박사 졸업(수료) 43 0.4

주거형태

아파트 8059 68.1

빌라, 연립주택 2021 17.1

단독주택 977 8.3

기타 444 3.8

주거소유형태

자가 7488 63.3

전세 2558 21.6

전세+월세 740 6.3

월세 516 4.4

영구임대 174 1.5

<부록 4> 학부모 응답자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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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생 응답자 속성

항목 인원(명) 비율(%)

전체 11834 100

성별
남 남 5908

여 여 5926

학교급

초등학교 초등학교 3541

중학교 중학교 4051

고등학교 고등학교 4242

다문화가정

여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80

다문화가정 아님 11754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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