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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른 집단과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의 인지적 특

성을 밝힌다면 학교장의 육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

하였다. 

이에 기존에 수행되었던 학교장의 직무와 역량,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인

지적 특성과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고구술을 적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과 D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섭외된 

18명의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을 섭외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에게 

가상의 학교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과제를 제공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을 관

찰하고, 이후 의사결정과정 지점과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모든 

자료를 전사 후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특성은 총 네 가지 범

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인지’, ‘사고관’, ‘사고기술’, ‘역할인식’의 차원으

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장이 공통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문제

인지’ 는 ‘학교 신뢰 훼손’, ‘비효율적인 학교운영’,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

항’의 범주로 나타났다. ‘학교 신뢰 훼손’에 따른 차원은 ‘대외 이미지 실

추’, ‘규정 및 절차 미준수’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원활한 업무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학교운영의 마비’에 따른 하위범주는 ‘다양성에 따른 마찰’, ‘자치공동체 

비활성화’, ‘학생 수업권의 침해’로 나타났으며, 불통으로 인한 운영상의 비

효율성을 초래하고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능 수행이 어려워 학교장의 책무

성 달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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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저항’에 따른 하위범주는 ‘비합리적인 관행 고수’, ‘비전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존의 관성과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생각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보인 사고관의 특성은 크게 ‘시

스템 사고’, ‘민주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시

스템 사고’란 학교를 하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차원에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학교 전체와 각 

부분의 요소를 인식하고, 체제의 연관성과 구성에 대해 고려하는 ‘구조적 

사고’, 한 결정이 다른 결정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는 

‘순환적 사고’, 일부분이 아닌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결정을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로 나누어졌다. 두 번째로 ‘민주적 사고’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사고로 정의된다. 하위범주

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의사결

정을 고려하는 ‘개방 및 공유 지향 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을 위임하

여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독려하는 ‘위임적 사고’, 학교장이 의도

하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타

협적 사고’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전략적 사고’는 학교장에게 

주어진 상황(환경과 인적, 물리적 조건)에 맞는 우선순위와 학교만의 강점

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학교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하위범주로는 ‘강점지향 사고’를 통해 주어진 학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

택지를 고려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변증법

적 사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대립하는 갈등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만들

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목적 중심 사고’를 통해 방법이나 수단보다 

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보인 사고기술의 특성은 크게 

‘효과성 초점’, ‘안정성 초점’, ‘관계성 초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우선 ‘효과성 초점’은 해당 선택이 지닌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 자신만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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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재정의하는 ‘교육적 가치 재해석’, 의사결정의 실행 시 소요되는 투

입과 그로 인한 산출의 비율을 판단하는 ‘투입-효과 산출’, 구성원에게 비전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관성을 추구하여 조직의 비효율을 줄이는 ‘일관

적인 비전 정렬’의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기술을 활용해 의

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안정성 초점’은 선택에 대

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자 상황을 고려하고 계산해보는 ‘선택에 따른 

위험 추산’, 학교장 자신의 주먹구구식(heuristics)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신뢰로운 출처를 기반으로 한 최신정보나 지식을 먼저 고려하는 ‘신뢰

로운 최신정보 추구’, 원안의 실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

는 ‘플랜B의 고려’,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의도적으로 판단

을 미루는 ‘의도적 판단유보’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기술을 통해 

불확실성과 선택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초점’은 구성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고

려하여 결정하는 ‘의도적 중립’,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구를 판단하

는 ‘관점전환을 통한 요구분석’, 의도하지 않은 결정이 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인정과 포용’으로 나누어졌으며 의사결정 시 구성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

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장의 역할 인식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우선 학교장은 학교경영 시 안정성을 추구하

고 위험요소를 통해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지휘하는 ‘안정적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보였으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

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렬하는 ‘점진적 변화주도자’, 학교구성원이

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적 협상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의 최

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구성원이 어려워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

정자’의 면모를 보였으며 동시에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지지자’의 모습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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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재검토하고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동시에 실적으로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눈

치보는 검토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장이 보이는 독특하고 다

면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향후 예비학교장이 

자신을 성찰하고 전문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교장, 의사결정과정, 학교장 의사결정 특성, 사고관, 학교

장 사고방식, 학교장 역할

학  번 : 2012-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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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로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현장의 핵심 주체인 

학교장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Sergiovanni, 2001; McLaughlin 

& Hyle, 2001). 학교장은 학교의 책임자, 관리자로서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누가 학교장이고, 그 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김병찬, 2010). 실제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많은 연구는 학교장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은, 구성

원들의 사기, 직무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문화 등에 학교장은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강병구, 1995; 문용주, 2002; 신재흡, 2002; 오영재·

박주용, 2005; Cranston, Ehrich, & Billot, 2003), 학교의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학교장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한, 1996).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의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

교 재구조화(restructuring),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 

분산적 지도성(distributed leadership)과 같은 단위학교 자율성의 증대를 중

심으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장의 역할변화를 가져왔다(변수정, 

2016). 신상명(2003)에 따르면 학교장은 과거의 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공

동체적 사고로 전환해야 하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구성원의 성

장을 돕도록 기대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교경영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

해 학교장의 권한은 과거보다 축소되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학교장의 반

응이 늘어나고 있다(유경훈․김병찬, 2012). 즉, 현직 학교장들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영향력과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자율적·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상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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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혁신의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

로 간주한다. 수업과 조직문화 개선,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학교장의 역량과 전문성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김병찬, 2010). “좋은 학교에는 좋은 학교장이 존재한다(서정화·

이윤식·이순형·정태범·한상진, 2000; McCurtam, 1988)”는 의미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필요조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학교

의 긍정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전문성 및 질을 향상하는 것

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Lucas, 2003; Zimmerman, 2005).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성 요소 가운데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영활동은 곧 의사결정의 연장선이라는 관점

에서 본다면 학교장은 학교의 경영자이면서 최종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의

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

미가 있다. 학교장이 판단하고 선택한 결정은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학

교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유평

수, 2004)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오늘날의 학교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의사결정력이 매우 중요한 

학교장의 자질로 부각되고 있다(신상명·이학원·이은화·박유미·김은정·이경

오·최선향·이주희·박영상·이승미, 2018). 최근의 학교현장에서 상황이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 ‘어떤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실

행할 것인가?’, ‘누가 실행할 것인가?’ 등과 판단과 선택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학교장이 올바로 의사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며, 학교에 기대하는 책무성과 효과성은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사결정역량은 학교장의 성공

적인 학교운영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요체로 볼 수 있다(강정원, 2001; 박영

호, 2012; 주삼환, 1999; 주영효, 2006).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세 갈래로 이어져 왔다. 첫째, 학교

장의 직무와 역할에 관한 연구는 직무의 규범적, 실제적 차원의 역할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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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역할의 중요도를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을 다양하

게 조명해왔다(김이경·한만길·홍영란·백선희, 2005; 성낙돈, 2008; 신상명, 

2007; 조경원·한유경·서경혜·조정아·이지은, 2006; 조대연·박용호·김벼리·김희

영, 2010; 정양순, 2019; 서정화, 2003; 성낙돈, 2008; 주현준, 2007; 이정렬, 

2007). 둘째,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 및 의

사결정과정에 대해 제시하였다(김소동, 2002; 이재관, 1995; 이항재·박정애, 

2000; 조병래, 2004; Etzioni, 1968; Hoy & Miskel, 2001; Jonassen, 2011). 셋째, 

학교단위의 의사결정의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교단위에서 나타

나는 의사결정의 특성과 학교장이 보이는 의사결정 유형이 학교의 효과성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김동호, 2015; 김

병주·정일환·서지영·정현숙, 2010; 박연경·이성은, 2006; 안용균, 2000; 오세희·

장덕호·정성수, 2010; 우원재·김현진, 2019; 이영재, 2011; 이희권, 2004; 임세

웅, 2000; 정명자·박세훈, 2006; 최광일 2011).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학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 요인인지

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의

사결정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연구는 다소 부족했다. 일부 선행연구

에서 학교장이 수행하는 직무상황에서의 역량과 교장관, 신념, 리더십에 관

한 질적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김이경, 2009; 변수정, 2016; 변제선, 2005; 

조용환, 1998)들이 수행됐으나 실제 학교장이 직면하는 학교의 의사결정과

정의 특성을 면밀히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요컨대, 학교장의 의사결정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단계에

서 어떤 의사결정의 특성이 드러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장이 실행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문제

진단-대안탐색-대안선택)에서 보이는 특성 중 개인 역량의 근간이 되는 인

지적 차원의 특성을 드러낸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학교

장 내면의 블랙박스에 대한 실마리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

교장 역할수행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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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질적인 대안들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장이 수행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의미를 학교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드러난 특성은 각 학교장의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정성적이며 질

적인 속성을 지니며, 이를 위해 초·중등 공립학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18

인을 대상으로 가상의 학교 상황 과제를 제시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사고구술 자료와 경험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장의 관점에 기

반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의 맥락이 드러났을 때 시사하는 바

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질적연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독특한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예비학교 관리자의 육성 

차원에서 지침과 실마리가 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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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드러난 다차원적인 인

지적 차원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핵

심주제인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인지적 특성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사결정과정인 ‘문제진단-대안탐색-대안선택 및 

실행’단계(Mintzberg, 1978)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의 다양한 특성들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때 인지적 특성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 당사자가 문제를 무엇

으로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주목하였다. 어떤 현상을 문제로 인지하는가에 

따라 문제의 성질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인지의 차원을 확인하였

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한 사고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보이는 다양한 사고관과 사고기술에 따른 선택이 의사결정의 결과를 

좌우한다. 따라서 사고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

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역할은 리더

십에 대한 실제적인 단면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차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의사결정과정은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인지하는 단계부터 출발한다. 다

양한 현상 속에서 어떤 것을 문제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방향이 

달라진다. 문제의 인지란 하나의 문제적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

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즉, 문제인지란 여러 현상 가운데 학교장이 민감하

게 특별히 주의(attention)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포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규명하고 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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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사결정의 흐름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이 특히 어떤 현상을 문제로 다루

고, 문제로 판단하는지를 확인해 그들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문제

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나.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사고(thinking)란 사회생활 과정에서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며, 또 문제

를 제기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임석진‧윤용택·황태연·이

성백, 2009). 연장 선상에서 사고관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판단과 

결정 시 보이는 일관적인 관점을 의미하는데, 이때 드러난 다차원적인 사

고관의 특성은 학교장이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데 실마

리를 제공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인 사고관의 특성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다.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기술의 특성은 무엇인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의 방법이 존재한다.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인지적 기술로서의 사고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특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인지적 처리 기

술을 통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고기술이란 학교장이 의

사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인지적 조작 능력 및 처리방식을 의미하는데, 문

제해결에 활용되는 인지적 조작과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지며 

적용 가능성이 커 학습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용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학교장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인 사고기술의 유형과 그 의미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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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역할인식 특성은 무엇인가?

의사결정과정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통로로 이해할 수 있

다.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수행하고, 성찰을 통해 

그 과정을 복기했을 때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메타적인 인식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재조명하는 것은 학교

장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함의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의 규범적 역할을 논의해 온 연구와 비교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학

교장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관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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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의사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을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대안을 탐색하

여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나. 문제인지(problem awareness) 

본 연구에서 문제인지란 여러 현상 가운데 학교장이 민감하게 특별히 

주의(attention)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사고관(thinking perspective)

본 연구에서 사고관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판단과 결정 시 보

이는 일관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라. 사고기술(thinking skills)

본 연구에서 사고기술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인지적 

조작 능력 및 처리방식을 의미한다. 

마. 역할인식(role recognition)

본 연구에서 역할인식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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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인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역

량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세 번

째로 학교맥락에서의 의사결정과 과정을 확인하였다. 

1. 학교장의 직무 및 역할

학교조직은 인간 사회의 많은 조직 중의 하나로서 모든 조직이 지닌 공

통성과 함께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다루는 조직으로써 나름의 특수성을 지

니고 있다(서정화 외, 2003). 학교 안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이 직무 수

준을 달리하면서 학교 행정상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상하계층이 위계화

되어 있다. 업무 부서별, 교과별, 학년별 조직 등 학교운영의 분업화가 이

루어져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학교조직은 업무 중심의 관료적 조직과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조직을 공유하고 있는 복합체라고 말

할 수 있다(신상명, 2005). 

한편, 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육 및 학습이 핵심 사업으로 특징인 동시에 

통솔과 관리가 어려운 조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Dimmock, 2000; 

Dimmock & Walker, 2004), 학교의 전문적 경향과 관료적 경향의 공유에 

기인하는 학교의 이완조직적 성격의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학교조직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관료적 경향과 전문적 경향이 혼재하는 

특성이 조직관리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직무 및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양순, 2019). 

교육의 사회 유지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려면, 사회변화에 교육이 함께 

발맞추어 변화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조직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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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은 학교에 대한 사회 및 사회구성원의 기대와 요구를 

직시하고 그러한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변화시켜 나

가고 학교조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학교장의 역할변화 및 교장의 역할을 규정하는 다양한 논의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 표현 ‘principal’이 

‘교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한 개인이

(즉, 교장이) 전체 조직에(즉, 학교조직에) 대한 주요 책임(prime 

responsibility)을 진다는 의미(Beatriz et al., 2008)에 서 교장 단어의 어원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양순, 2019).

교장직(principalship)이라는 용어의 경우, 산업사회의 학교 교육 모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Rousmaniere, 2009). 근대 학교 시스템의 산물인 교장직은 

학교 시스템의 변화와 연계되면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였다(Sergiovanni & Green, 2000). 그리고 근래 미국에서 

교장 채용 시 활용되는 교장의 직무 기술서의 내용들은 압도할 만큼 많아

지고 있는데, 교장들의 필수적인 역할과 증가하는 요구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Davis et al., 2005). 

직무와 역할은 그 자체로 ‘해야 할 일’, ‘맡겨진 일’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상 유사하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조

직의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을 표준화시킨 일을 직무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기

대되는 일을 규정한 것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라면 누가 직무를 담

당하던지 같은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조직이 처한 

맥락을 읽고 이 맥락에 따라 기대하는 바를 그때마다 설정해야 하므로 누가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기여하는 바가 크게 달라진다(윤정구, 2018).

자기가 맡은 직위에 따라 부여된 일을 직무로 정의한다면, 학교장의 직

무란 학교장이라는 직위에 부여된 일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김

도기 외, 2017). 곧, 학교장의 직에 맡겨진 임무로서 교장으로서 마땅히 해

야 할 과업이다(신상명, 2007). 또한, 학교장이 해야 할 기능을 표준화하여 

규정된 것이 학교장의 직무인 것이다. 반면, 학교장의 역할은 명시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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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직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구성원에 따라 변화되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학교의 맥락에 따라 학교장이 실행해야 하는 일의 성격과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보다 유동적이며, 포괄적으로 이

해된다. 

우선 학교장의 직무에서 살펴보면, 교장의 직무는 한 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장의 역할과 책무가 시대에 따라 달

라지고,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주삼환·이석열·이미

라, 2007). 고전(2002)도 학교의 업무 전체가 교장의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

에서 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연구자가 사용해 왔던 교장 직무 연구방법의 유형에 따라 학교장의 

직무를 법적 접근, 실증적 접근, 직무수행기준, 과업 기준 접근으로 접근

해 살펴보았다. 

첫째, 법규상에 나타난 교장의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규와 정

책은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

인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유민봉·임도빈, 2012). 따라서 교장의 직

무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접근방식은 교육법령을 분석하는 것이다. 교

장의 직무와 관련한 주요법규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학교보건법 등의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의 명령과 학칙, 정관, 기타 행정규칙 등이 

있다(신상명·전제상·김도기, 2007). 이 중에서 교장의 직무를 제시해주는 대

표적인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교직원의 임무)으로 동 법에서

는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

다.”라고 교장의 직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교무 통할의 직무는 교장 직무의 

관리적, 행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직원의 지도 감독 직무는 교장

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라 소속 교직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의미이다. 교장의 학생 교육에 관한 

직무는 직접적 학생 교육, 학교 교육의 관리, 학사 관리, 학생지도관리, 보

건관리 등으로 나뉜다(신현석, 1996). 아래 <표 Ⅱ-1>은 안길훈(2008)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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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학교장의 세부적인 법적 직무의 의미이다. 

직무 해당 내용

교무의 통할

학교 경영 계획의 수립·집행·관리

학교 단위 전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리

시설·재무·문서 관리

소속 교직원의 

지도·감독

교내 장학

교직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감독

학생의 교육

학교의 규칙 제정

교과 교육 활동의 계획과 운영

교과 외 교육 활동의 계획과 운영

<표 Ⅱ-1> 학교장의 법적 직무(안길훈, 2008)

법령에 규정된 교장의 직무권한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 

권한 측면에서는 소속직원 관리(감독, 지도, 지시, 조정, 배치), 학교 교육 

관리(교육과정, 학습지도), 학교시설 관리(제규칙에 의한 수선, 보전), 학교

사무 관리(회계, 경리문서, 통계 사무) 등을 들 수 있다(고전, 2002). 감독 

권한 측면에서는 직무상 감독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 의무 감독, 연수 

및 근무성적 평정이 있고, 신분상 감독의 예로는 근무성적 관리, 승진, 승

급 내신 등을 들 수 있으며, 끝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권한이 

있는바, 부장교사 임명, 교사 평정의 확인, 기간제 교사와 강사 임용 등을 

들 수 있다(김세기, 1990). 

이와 더불어 직무영역에 따른 권한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기속행위 

관련 직무(‘~하여야 한다, ~한다’라고 명시)와 재량행위 관련 직무(‘~할 수 

있다’라고 명시)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관리, 감독 직무가 이에 

속하고, 후자는 지도직무가 이에 포함되는데(고전, 2002), 기속행위 관련 

직무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속행위 관련 직무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학교장의 법률상 의무가 많은 것이 주요 요인일 것이다. 아울

러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개정되는 법령 및 규정 등이 추가

적 업무를 학교에 부과하면서, 기본적인 교육과정 활동의 운영에 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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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까지 있는 등

의 문제도 발생한다. 

둘째, 교장의 실제 직무 세계에서의 시간 사용, 곧 실제 근무 활동에 보

내는 시간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장의 직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교장이 실제 시간을 사용한 비율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면, ① 수업과 교육과정 14.5%, ② 기획, 평가, 개혁 11.3%, ③ 예산, 행

정, 유지 15.4%, ④ 학부모 참여와 관계 13.3%, ⑤ 학생 접촉과 훈육 

18.5%, ⑥ 교직원 감독과 평가, 지역사회 관계 27%로 나타났다(주삼환 외, 

2007). 경기교육연구원에서는 관내의 초·중·고교 212개 교의 학교장이 어떤 

업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① 학교시설 등 교

육환경 점검 관련 업무가 14.45%, ② 각종 공문서 결재·처리 관련 업무가 

16.33%, ③ 교내 장학활동 관련 업무 16.13%, ④ 학생 생활지도 업무 

11.19%, ⑤ 학부모 면담·민원 청취 업무 9.35%, ⑥ 교내 각종 위원회/협의

회 등 주관·참여 9.62%, ⑦ 외부 각종 회의 참석 9.74%, ⑧ 교장 전문성 계

발 활동 10.14%, ⑨ 기타 업무로 나타나, 공문서 업무, 교내 장학활동 및 

교육환경 점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정연, 외, 2014). 이처럼 

실제 활동 분석은 교장 직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교장 스스로가 교장직 수행에서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성찰해 보는 

데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실제 교장들이 어떤 업무에 더욱더 

치중하고 있는지를 가령 초·중·고교 교장 간, 혹은 개별 교장 간 비교하여 

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에서 교장 또

는 학교행정가의 직무수행 기준(standards)으로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장의 

직무수행 기준을 분석해 봄으로써 교장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국의 학교행정가 자격인증 연합회 기준(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 Standards: ISLLC Standards, 1996)에 의한 직무영역은 ① 

비전, ② 학교문화와 수업 프로그램, ③ 관리, ④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 

⑤ 행정가의 윤리, ⑥ 광범한 상황적 맥락 ⑦ 인턴 과정의 7개 영역으로 제



- 14 -

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교장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고(knowledge), 무슨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skills), 무엇을 할 수 있

어야 하는지(ability)가 명시되며, 어떤 특성이나 성향(disposition)과 자질 혹은 

능력을 갖춰야 하는지(competences, proficiencies), 직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job performance)가 명시되어 있다(주삼환, 2007). 

ISLLC의 기준은 학교장의 표준적인 직무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장

의 직무영역을 구분하고 연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성낙돈, 

2008; 조경원 외, 2006). 

영국의 국가교장직무기준(National Standards for Headteachers: NSH)도 6

개로 ‘학교 비전, 교수학습 선도, 자신과 교직원 능력개발, 조직관리, 책무

성, 지역사회 관계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직무 기준은 국가 교장자격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NPQH) 프로그램으로 활용

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온타리오 리더십 체계(The Ontario Leadership 

Framework)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의 직무수행 기준 접근 방법은 

오늘날 교육 부문에서 성행하는 표준화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교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기준과 표준으로서 교장 양성과 임용, 연수, 평가 및 보상 

등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직무수행 기준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교장 관련 제도에 일관된 기준 활용을 통한 일정

한 질적 수준의 담보를 기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고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장들에게 직무수행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

우 교장 직무수행의 기준이 없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원성과급 등에서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일관성과 체계성 부족, 평가 

대상자인 교장들에게 다소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학교장 직무표준을 도입할 경우 참고가 될 것이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공식화된 교장 직무수행기준은 아니지만 해마다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교육부 주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교장 학교경영 평가

요소 및 지표도 사실상은 일종의 교장 직무수행 영역과 같은 유형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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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장 학교경영 평가요소 및 평가요소별 평가

(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교육 계획(학교경영 목표 관

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창의·인성 학생 관리), ② 교내 장학(교실수업 개

선, 자율장학 운영) ③ 교원 인사(교원 인사 관리), ④ 시설 및 예산(시설 

관리, 예산편성·집행), ⑤ 각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정하는 항목 등이다. 아

울러 평가요소별로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으로 무엇을 보

여줘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되어있어서 외국의 직무수행기준 접근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실제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 분석을 통해 교장 직무를 파

악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학교장의 직무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도

기 외, 2017). Campbell 등(1983)은 교장의 행정적 과업 또는 행정의 운영 

영역을 ① 학교와 지 역사회 관계, ② 교육과정과 수업, ③ 학생 인사, ④ 

교직원 인사, ⑤ 시설, ⑥ 재정 및 사무관리 등 6개 범주로 나누었다(신현

석 외, 2010). 남한식(1991)은 교장의 직무 내용을 10개 영역, 100개 항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10개 영역은 ① 전반적 기획, ② 교직원의 인사 관리, ③ 

학생 관리, ④ 교무, ⑤ 시설·설비 관리, ⑥ 서무 및 회계 사무, ⑦ 학부모 

및 대외 방문객 응접, ⑧ 학부모 및 대외 연락, 협조, 섭외, ⑨ 교장 자신 

연수, ⑩ 학교경영 평가로 제시되어 있다. 

진동섭 외(1995)는 교장과 교감의 직무 활동 영역으로 ① 학교경영계획 

수립(학교 교육목표, 학교경영계획), ② 교육과정 운영(교과 지도 운영, 특

별활동 운영, 생활지도 운영, 교육평가 운영), ③ 교내 자율장학, ④ 교직원 

인사 관리(교직원 인사 배치, 교직원 복무 관리, 교직원 근무조건 및 복지), 

⑤ 학교관리(학교시설관리, 학교 재무 관리, 학교사무관리), ⑥ 학교와 지역

사회 관계(학부모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동창회와의 관계), ⑦ 전문

성 개발의 일곱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과업·기능적 

접근과 비슷하다. 정태범(2000)은 관리적 직무에만 초점을 맞춰 ① 교육목

표 관리, ② 교육조직 관리, ③ 교육과정 관리, ④ 교육조건 관리, ⑤ 교육

성과 관리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차영(2006)은 교장의 직무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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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Sergiovanni(2004)의 교장의 역할, 영국 NPQH의 교장 양성 과정, 

미국 ISLLC의 교장 자격기준, 교장에 관한 법령상의 규정 등을 종합해서 

교장의 직무를 ① 학교발전의 비전, ② 교수학습의 지원, ③ 교내 조직관

리, ④ 인적자원 관리, ⑤ 물적 자원 관리, ⑥ 대외협력으로 제시를 했고, 

25개 직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김이경 외(2005)는 ①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학생 생활지도 및 지원, 교직원 관리 및 지원, 학교 경영관리 편성·

운영, 학부모 및 대외 협력 관계 지원, 전문성 신장 및 지원을 학교행정가 

직무로 설정하였다. 

신상명 외(2007)는 학교경영의 핵심영역 7가지를 ① 교육과정과 교수 

관리, ② 학생과 교직원 인사 관리, ③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④ 직원 

능력개발, ⑤ 행정·재정·시설 관리, ⑥ 학교와 교원의 질 관리, ⑦ 학교 정

보 관리로 제시하였는데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장의 직무 분류와 유

사하다. 신규 학교장을 위한 학교경영 매뉴얼(2015)에 따르면 ① 학교경영 

비전 수립 및 목표 관리, ② 주요 교무 업무 및 학사 관리, ③ 교육과정의 

이해 및 관리, ④ 주요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학생 생활 및 안전관리, ⑥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소통, ⑦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직원 관리. ⑧ 

재무 및 회계 관리, ⑨ 재산 및 시설 관리로 학교장의 직무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장의 역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교라는 조직은 관료적 행

정기능과 동시에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학교장도 이에 

따라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로 인식된다. 즉, Glassman과 

Heck(1987)이 제시한 바와 같이‘교육자로서의 교장’과 ‘행정가로서의 교장’

을 구분한 수행적 차원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자로서의 학교장의 

수업 개선과 혁신주도, 합의된 교육목표 도출, 학교 수준의 직능 개발 실행

을 수행하는 한편, 행정가로서의 학교장은 변화에 필요한 교육행정기관이

나 지역사회의지지 획득, 직원 참여에 의한 계획수립, 학교의 중요사항 결

정 등을 수행한다(서정화 외, 2000).

수행적 차원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지도성의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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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구분할 수 있다(김세기, 1990). 지도성의 측면은 제도의 목표를 수행

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조직의 구조를 새롭게 하며 절차를 구안할 때 나

타나는 행동으로서, 이는 개혁자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행

정적인 측면은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조와 절차를 이용

하는 행동으로서, 이 경우 조직 내에 존재하는 기구를 강화하는 동조자적 

기능이 발휘된다. 

학교장의 역할을 규범적 차원에서 조망한 연구들을 보면 학교장에 대

해 협의촉진자, 연구개발자, 지원조정자, 조직지도자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윤순희, 2003). 이와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세

계 창출의 민주적 변혁지향자, 교육프로그램의 조직·관리·평가의 전문가, 

교육조직의 화합을 지향하는 갈등 해소의 협상가, 교육고객의 만족도를 지

향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자, 학부모·지역사회·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로

서의 학교대변자, 교육 전문조직의 민주적 리더십의 경영자, 그리고 장학의 

새 지평을 여는 컨설턴트로 제시되기도 하였다(서정화 외, 2003).

김동원·이일용(2012)을 참고하여 정리

위의 <표 Ⅱ-2>와 같이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수행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적 구분일 뿐, 현실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교육

수행적 차원

(Glassman & Heck, 1987)

규범적 차원

(서정화 외, 2003; 윤순희, 2003)

� 교육자 역할(수업개선, 혁신주도, 

교육목표 도출, 직능 개발, 실행)

� 행정가 역할(교육행정기관이나 지

역사회의 지지 획득, 직원 참여에 

의한 계획수립, 학교의 중요사항 

결정)

� 협의촉진자, 변혁지향자

� 연구개발자,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 지원조정자, 교육서비스제공자, 학

교대변자

� 조직지도자, 갈등해소협상가, 민주

적 리더십 경영자

<표 Ⅱ-2> 학교장의 역할: 수행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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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장이 새로운 사회적 기대를 수행에 반영하기도 하

고, 학교장의 현재 수행이 새로운 사회적 기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

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학교장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학교장은 전통적으로 ‘교육자’로서의 구실을 해 왔다. 물론 학교장이 교

육자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

성이 증가하면서 학교장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즉, 학

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창의

적으로 편성하고 확고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문화가 요구하는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주삼환, 2006; 주현준, 2010; 한국교

육네트워크, 2013). 

더 나아가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을 추구하는 학교행정체제로서의 

변화는 적극성, 생산성,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학교장의 경영자의 역할

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Reavis & Griffith, 1992). 이로 인해 학교장은 

학교운영을 효율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이게 되었다(한국교육네트워크, 2013). 이와 더불어 열린사회, 분

권화사회,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는 학교장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전통적 리더십이 권위주의와 감독 중심이었

다면, 새로운 리더십은 봉사, 조력, 권한위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서

정화 외, 2003; 주현준, 2010).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Gorton(1983)은 교장을 관리자, 수업지도자, 기강 

확립자, 인간관계 촉진자, 평가자, 갈등해소자로 제시하였다. Hale과 

Moorman(2000)은 21세기는 수업 리더, 공동체 리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의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종류의 교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Sergiovanni(2004)와 Hallinger(2003)는 교장의 역할을 주로 리더십 영역과 연

계시켜 조직 리더(managerial leader), 교육적 리더(instructional leader), 정치

적 리더(political leader), 문화적 리더(cultural lead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정화 외(2002)는 교장이 해야 할 일을 교육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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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문가, 교육개혁 선도자, 교육기관 통합자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였

다. 아울러 효과적인 교장의 역할을 행정가, 조직자, 가치 관리자, 진정한 

조력자, 중개자, 인본주의자, 촉매자, 합리주의자로 본 예도 있다(Blumberg 

& Greenfield, 2007). 미국 중등교장협회(NASSP, 2013)에 따르면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더하여 교장은 교육 비전가, 교육 및 교육과정 리더, 평

가 전문가, 훈육 전문가, 지역사회 구축자, 홍보 전문가, 예산 분석가, 시설 

관리자, 특별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 법률, 계약 및 정책상의 의무와 시

책의 전문가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장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다양한 책임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즉 ① 일반 관리자와 행정가 역할: 예산 세출, 비상 관리, 학

교 행정 일반 등, ② 교육행정가 역할: 규정 및 학교 사명의 수립, 교무 임

무 배정, 교사 감독 및 평가 등, ③ 대외 관계 관리자 역할: 학부모와 교사 

간 중재, 교육 당국과의 교섭,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홍보 등이 교장들이 자

신들의 역할로 간주하고 있는 업무들이다(Cattonar et al., 2007). 

한편, 학교를 합리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그와 상반되는 관점

으로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교장의 역할이 달리 설

정되기도 한다(Deal & Peterson, 1994). 학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기기

획-중기기획-예산편성-사업집행 시스템(Planning-Programming-Budgeting- 

Execution System, PPBE System)을 강조하는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관점하에

서는 학교장들이 직선적이고 사전에 기획되어 있으며, 상품화된 정책과 절

차를 실행하는 산업관리자들과 유사한 기술적 관리 역할이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직에 대한 보다 심화된 규범적이고 사회적인 역동성을 강조하

면서 학교를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공유된 의미, 감각의 

창조와 내적인 응집력과 헌신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학교장의 상징적 리더

십 역할이 강조된다(Deal & Peterson, 1994). 그리고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이는 구실을 하면서 교장들은 역설적인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자와 행정가 역할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함에 있어 

긴장이 수반되기도 하고,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역할 기대는 곧 학교장의 



- 20 -

역할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최근 학교장의 역할 확장과 관련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학교가 외부 세계의 요구에 지속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과업을 재정립해야 한다(Stoll et al., 

2002)는 것이다. 학교를 엄청난 변화의 압력 아래에 놓이게 하는 이러한 

학교 밖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학교장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처럼 새롭고 변화된 역할은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요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양순, 2019). 대표적인 학교변화의 패러다임으로 

학교재구조화(school restructuring)와 학교효과성(school effectiveness)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학교재구조화의 패러다임은 변화는 학교장 역할의 변화를 가져왔

다. 변화된 학교장 역할은 전통적인 관료체제 아래에서 수행했던 교장의 역

할과 대비되는 것으로 운영, 지원, 변화 관계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Murphy, 1994). 첫째, 학교장은 책임 분산, 권한의 공유, 집단 의사결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것은 관료제 아래에서 인정받았던 독점적 

권한, 일방적 지시, 수직적 의사결정과 반대되는 역할이다(Ldthwood, 1992). 

둘째, 학교장은 교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교사의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제공, 정보공유, 자원 배분, 동기부여, 모니터링, 평

가 등의 총체적 지원을 의미한다(Day, 1999). 셋째, 학교장은 혁신적인 변화

를 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창적인 비

전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은 관련 이해당사

자 또는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교 효과성(school effectiveness)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커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대해 교장들

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 행동에서 교

장들은 법규 해석적 교육행정 우위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 및 활용 자원의 

부족과 교사 문화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변화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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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교경영보다는 현상 유지적 학교관리에 비중을 더 두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확대되고(신현석, 2000), 널리 퍼

진 평가 문화가 교장의 역할과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교장은 국가, 

지역사회, 학부모 등이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과 자아상 사이에서의 갈등의 

결과로서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Bell & Stevenson, 2006). 책무성 요구, 충분

한 자원 부족,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으로 야기된 불안정성 등의 요인이 

이러한 긴장을 가일층 강화시킨다. 교장에 대한 역할 기대와 제약 환경에서 

기인하는 불일치(Pashiardis & Brauckmann, 2008), 책무성과 영향력 격차

(accountability influence gap)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한 교육적 지

도성 발휘 여건 및 환경이 불비한 상황에서 교육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는 이상과 행정 관리, 감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학교장들

은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한편, 교장들은 학교에 관한 다양한 변화의 영향에 따라 학교 외부 환

경의 중요성을 예전보다 더 인식하게 되었다. 교장들은 학부모 중재, 지역

사회에 대한 학교 홍보, 당국과의 접촉점 역할수행 등 외부 관계의 관리자

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Cattonar et al., 2007). 학생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조직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상충하는 요구와 이해 관심에 균형을 맞추는 어려운 과

업과 학부모들의 자문 역할 강화에 따라 이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하는 시

간을 보내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Blakesley, 2012; Castle & Mitchell, 

2001). 비협조적인 학부모 및 자녀교육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아무 

기대도 보이지 않는 학부모를 다루는 문제는 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Alberta Teachers’ Association, 2009; CPCO, 2009).

앞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학교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표 

Ⅱ-3>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서정화 외(2014)는 새로운 학교장의 역할

을 비전 리더십, 관계 리더십, 촉진 리더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

는 학교장의 새로운 역할 13가지를 다음 <표 Ⅱ-3>과 같이 제시하였다. 결

국, 핵심적인 학교장의 역할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목



- 22 -

표를 제시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구성원들이 

학습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구분 내용 학교장의 역할

비전 

리더십

학교장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읽고 학교

교육 방향을 인식해야 함. 나아가서 

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① 학교 교육 방향 인식

② 좋은 학교 조명

③ 학교 교육 비전 제시

④ 학교 교육 브랜드명 설

정

구성원 

관계 

리더십

학교장의 비전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성원들과 관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교원, 교육행정 직원, 강사, 학교 회계 직

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

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도 함.

① 봉사와 희생

② 관계 형성자

③ 협력적 동반자

④ 의사소통 활용 기술

⑤ 기제관리

⑥ 네트워킹

학습 

촉진 

리더십

학교 경영자는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직원들의 개인 개발과 조직 개발을

교장으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함.

① 지원 중심 컨설팅

② 학습촉진자 역할

③ 학교 조직 개발

<표 Ⅱ-3> 학교장의 새로운 역할(서정화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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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의 개념과 과정

가. 의사결정의 개념

의사결정은 모든 행정영역에 있어서 행정가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

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교육행정가에게도 필수 불가결한 것

인데, 그 이유는 학교조직도 근본적으로 다른 모든 공식조직과 같이 의사

결정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의사결정은 교육행정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김선욱, 2004). 의사결정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장 훌

륭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우선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은 ‘조직의 운영

정책 및 주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두산백과, 2020)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자들의 의

사결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김성희 외(1994)는 의사결정이란 선택 가능

한 여러 대안 들 중에서 미리 정한 기준에 가장 잘 맞는 하나의 대안을 선

택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Griffiths(1969)는 의사결정이란 "집단 구성원들

이 심사숙고한 후에 도달된 결론"이라고 보았고, Etzioni(1968)는 의사결정

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안 중에서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하였다. 

Mondy 등(1988)은 의사결정이란 "몇 개의 대안을 만들고 평가하여 그중에

서 하나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Jonassen(2000)은 의사결정을 문제의 한 종류로 구분하였다. 그는 총 11

개의 문제 유형을 제안했는데 논리 문제, 알고리즘, 일화형문제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존재하며 각각의 문제 유형과 특성에 따라 인지 과정에 차이

를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Jonassen(2011)은 문제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점검하고 해결해야 할 질문이

나 이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나 이슈가 사회적 문화적 지적 

측면에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로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정보처리이론에서는 문제를 초기 상태와 목표상태 간의 



- 24 -

차이로 이야기하고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문제해결로 보았다(Newell & Simon, 1972). 반면 여러 개의 해결안 중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을 의사결정으로 보았다. 

의사결정이라는 용어가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 계기는 교육행정에서 

1938년 Barnard의 경영자의 기능(The Function of the Executive)과 1945년 

Simon의 행정행태론(Administrative Behavior)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다(이형행, 1988). Simon은 일반 행정이론은 반드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Griffiths(1959)는 

더 나아가 행정 그 자체를 의사결정으로 간주하였다. Livingston(1953)은 의

사결정을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자 일반적 선택의 해결이라 정의하였고, 

Barnard(1938)는 조직 속에서 적응하는 중추적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Sergiovanni와 Carver(1959)는 의사결정을 행정 활동의 핵심이고 교육 활동

의 중심이며 행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중추 개념으로, Campbell과 

Gregg(1957)는 행정의 심장, Owens(1957)는 다른 모든 활동을 종속시킬 수 

있는 행정의 중추적 과정 또는 행정과 동의어로 정의하여 행정과 의사결정

을 같은 뜻으로 정의하였다. Hoy와 Miskel(2001)은 의사결정이란 결정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여 의사

결정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다.

현대의 의사결정론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경우 개인적 선택의 경우

보다 대체로 더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경영자가 경영문제

에 관여하여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선택결과는 조직 또는 사회 

전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이재관, 1995).

학자들이 제시한 의사결정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

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김

정한 외, 2004). 요컨대 의사결정이란 목적달성 과정과 관련된 대안들을 제

시하고 최적 대안을 선택, 실행, 평가하는 과정이며, 조직의 관점에서는 행

정의 중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조병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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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의 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Barnard(1938)는 의사결정이란 많은 

대안 가운데 바람직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의 과정은 선

택의 범위를 축소하는 기술로 보고 있다. Simon(1957)은 의사결정의 과정이 

정보 및 지식 행동, 행동 제안 및 형성, 그리고 행동 결정 및 선택의 과정

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정보 및 지식 행동은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행동 제안 및 형성은 수행할 행동을 고안, 개발, 분석

하는 과정이다. 행동 결정 및 선택은 많은 가능한 대안 가운데 특별한 행

동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Minzberg(1976)가 제시한 의사결정의 과정은 확인의 단계, 개발의 단계 

및 선택의 단계로 구성된다. 문제와 기회를 확인하는 동안에 진단이 발생

한다. 개발의 단계에서 기존의 표준화된 해결절차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해

결방법을 확인한다. 의사결정자의 본능이나 경험에 기초하거나 논리와 체

제에 기초하거나, 정치적 이해집단이 협상함으로써 의사결정이 만들어진다

(이항재·박정애, 2000).

그러므로 학교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여

러 대안 중에서 최적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므로 학교 경영활동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래의 결과를 수반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며, 단순한 의사가 아닌 실제적인 행위이고 일정한 모형과 과정에 

의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참여성이 요구되

고 수단의 합리성과 목표 선택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조직은 타 조직과는 달리 이완 결합되어 있으며, 이중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전문적 관료제의 형식이며,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비중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

다. 즉, 학교조직에서의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목표의 모호성, 변화의 양면

성 등은 학교단위 의사결정과정이 한층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행

정을 잘한다든지 학교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곧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의미



- 26 -

가 되는 것이다(조병래, 2004).

그리고 학교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필수조건이며,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단

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황적 인식을 포함한 문제의 성격파악 ․ 분

석, 해결방안의 모색, 방안의 실행, 결과의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단계 분석은 연구자에 따라 

그 단계의 구분이 다양하다. Griffiths(1964)는 학교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으

로 문제의 인식․ 정의․ 제한, 문제의 분석과 평가, 판단의 준거 설정, 자료

수집, 우선적 해결방안의 선택 및 사전검사, 우선적 해결방안의 시행, 결과

와 과정의 평가로 제시하였다. Spinks(1988)는 요구확인과 목표설정, 정책결

정, 우선순위 결정, 전략기획, 학교 연간 계획표, 교육과정 기획, 자원 확보, 

학습계획의 집행, 평가로 구분하였으며, Sharman(1984)은 문제의 인식 또는 

확인, 문제의 기술․ 분석․ 평가, 자료수집, 행동대안 확인, 대안의 평가, 최

적 대안의 선택과 집행, 평가로, Lipham(1974)은 문제 상태의 규정, 문제의 

분류 및 정의, 대안 형성 및 비교검토, 대안선택, 실시 및 평가 등으로, 

Miklos(1987)는 계획, 의사결정, 조직, 조정, 의사소통, 영향력, 평가 단계로, 

Craycraft(1988)는 문제확인, 과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용 가능한 대안탐색, 

각각의 해결가능성 평가, 의사결정/선택, 의사결정/선택의 정당화, 실행 및 

평가로 나누었다. 

또한 Hoy와 Miskel(1996)은 문제 혹은 쟁점의 인식과 정의, 난점의 분석

/문제의 분류, 자료수집, 문제의 상술, 만족한 해결을 위한 기준설정, 행위

계획 혹은 전략개발/있을 수 있는 대안, 가능한 결과, 심사숙고, 행위 코스 

선택, 행위계획의 시행/프로그램, 의사소통, 검색 등으로, 김소동(2002)은 문

제형성 단계, 대안 탐색 및 최적대안 결정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로, 

김형관 외(2003)는 문제 혹은 쟁점 인지 및 정의, 난점분석, 기준설정, 행위

전략 개발, 행위계획 시행, 결과 평가 등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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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 학자의 분류유형을 분석해 보면 평가 단계를 제외한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이지 본질에서 서로 다르지 않으

며 주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술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로 유의성을 띠

고 있다. 이처럼 거의 유사하게 문제인식 및 설정 단계, 가능한 대안 탐색 

과정, 최적대안 결정 단계, 시행 단계, 결과평가 단계 등으로 주요 국면을 

분류하고 있다 할 것이다.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요약․ 분류해 보면 

<표Ⅱ-4>와 같다.

       

     과정 

학자      

   

의사결정의 단계

문제인식·설

정 단계

대안탐색 

단계

대안결정 

단계
시행 단계

평가 

단계

Griffiths

(1964)

문제인식·분

석·평가 

판단 준거의 

설정

자료수집

해결방안의 

선택 및 

사전검사

시행 평가

Spinks

(1988)

요구확인, 

목표설정
정책 결정

우선순위 결정, 

전략기획, 학교 

연간계획표, 

교육과정 기획, 

자원 확보, 

학습계획의 집행

평가

Sharman

(1984)

문제의 인식, 

문제의 

기술· 

분석·평가,

자료수집, 

행동대안확

인, 대안의 

평가

최적대안의 

선택
집행 평가

Lipham

(1974)

문제의 

규정·분류·

정의

대안형성 및 

비교검토
대안선택 실시 평가

Miklos

(1987)
계획 의사결정

조직, 조정, 

의사소통, 

영향력

평가

<표Ⅱ-4> 학자에 따른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단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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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학자      

   

의사결정의 단계

문제인식·설

정 단계

대안탐색 

단계

대안결정 

단계
시행 단계

평가 

단계

Craycraft

(1988)
문제확인

대안탐색, 

해결가능성

평가

의사결정:선

택

의사결정:선

택의 정당화

실행 평가

Hoy & 

Miskel

(1996)
문제 혹은 

쟁점 인식과 

정의

난점의 

분석: 

문제의 

분류, 자료 

수집, 

문제의 

상술, 해결 

기준설정

행위계획 

혹은 

전략개발: 

대안, 결과, 

심사숙고, 

행위코스 

선택

행위계획의 시행: 

프로그램, 의사소통, 검색

강영삼

(1995)

문제확인 대안모색 대안평가 대안선택

김소동

(2002)
문제형성

대안탐색 및 최적대안 

결정
집행 평가

김형관 외 

(2003

문제 혹은 

쟁점인지 및 

정의

난점 분석, 

기준 설정

행위 전략 

개발
행위 계획 시행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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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단위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및 유형

가. 학교장의 의사결정 특성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학교단

위 의사결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개념은 학

교장이 해야 할 의사결정 영역과 내용이 학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범주가 학교단위라는 것, 즉, 학교 단

위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본적으로 통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교단위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교

육이 직접 일어나는 바로 그 공간을 상정하는 것으로, 교육 활동이 전개되

는 가장 가까운 부문에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옮김(The 

Education Commission of the National PTA, 1991; Etheridge, Hel l& Brown, 

1990)을 뜻한다. 이러한 발상의 대 전환은 학교와 학생에 가장 가까운 이

들이 학생의 요구, 학교와 해당 지역사회의 상황적 배경을 가장 잘 파악하

고 있어, 이들이 교육 의사결정에서 가장 잘 준비된 자들이며, 이것은 민주

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질의 제고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교수의 

질을 촉진해서 교수-학습력의 배가를 통한 학생의 성취력을 극대화하는 것

(Peterson & Others, 1996)에 기인한다. 

그리고,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학교단위 중심, 위임성, 책무성 이동, 참여

성,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학교, 다단계 지도력 등(Cheng, 1996)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단위 의사결정이란 학교단위의 구성원들이 학교단위에

서 제기되는 모든 의사결정 영역에서 문제 인식 및 설정으로부터 대안탐

색, 최적대안 결정, 시행, 평가에 이르는 제 국면을 자발적으로 학교단위 

실정에 맞게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형태는 

학교단위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으며, 규범적, 경험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며 동태적, 과정적이고, 학교경영의 총체적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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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대라 할 수 있다(김소동, 2002).

Campbell 등(1983)은 의사결정의 성격을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첫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기관 차원의 것이다. 교장이 행하는 대부분의 

결정은 주로 학교, 교육청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관련된 결정들이

다. 가령, 학교단위의 경우 의사결정은 주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질이 곧 그 기관의 질과 그 조직의 목표성취 수준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

라 기관적 차원, 즉 조직 전체적인 것이다.

둘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전략적이다. 일단 기관 차원의 결정이 이루

어진 다음에는 학교장은 그 결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의 수립과 집행은 전략 혹은 전술을 필요로 한

다. 교장에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 원리이다. 교장은 조

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것인지 또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교장 

자신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

정 활동을 육하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곧 전략이다. 전략적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스타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결정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이해, 외부 환경(역사, 전통, 자원 등)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일의 우선순위, 직원의 연수나 교

육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만약 전략적 결정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중요한 결정들이 합리성

의 결여로 인하여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략적이란 말은 결정이 주

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전

략적 결정은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마땅히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조직에서의 전략은 방법과 내용 면에서 마땅히 교육적이고 합

리적이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교장의 행동과 관계된다. 교장의 인격과 인

성은 자신의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교장의 의사결정은 자신

의 행동 특성(예: 지도성 유형, 가치관, 성격 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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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교장은 일정한 계획이나 전략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행동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장의 의사결정은 곧 사람의 행동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장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과 어떻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특정 집단과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한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등을 고

려해야 한다.

한편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김선욱(2004)

은 개인적 차원 학교장의 자질요인으로 ① 분명한 학교 경영철학 소유 여

부(가치관， 태도) ② 행정가의 전문성 미흡(인간의 비전지전능성) ③ 외부

의 압력요인 ④ 최종 의사결정 역할 수행자의 책임 한계 ⑤ 집단 의사존중

의사(의견수렴의지) ⑥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배려성 여부 ⑦ 인간지향

적 지도성 여부(권위주의)를 언급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성이 높으면 학교조직의 적응성이 높아지며,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정

보의 정확성은 교사의 근무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하였다(김선욱, 2004).

학교단위 의사결정에서 추구하는 의사결정이 추구한 방향에 대해 여러 

학자가 설명한 내용을 분류해 보면 <표 Ⅱ-5>와 같다. 이를 분석․ 검토해 

보면,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질적 특성은 자율성, 책무성, 효율성, 수월성, 

참여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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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학자      
자율성 책무성 효율성 수월성 참여성

Dade 

County 

Public 

Schools 

(1987)

단위학교 중심

의 결정

학 생 요 구 에 

의한 자원 배

분

Gorton 

(1987)

다양한 사

고

Mesunbur

g (1987)
결정권 위임

학교중심 통

제권

실행의 소

유의식
학습력 배가

Mutcher 

(1989)
권한 분산

변 화 에 의 

신축성

Strusinsk

i (1991)
전문성

구 성 원 의 

적극성

NewYork 

City 

Board of 

Education

학교특성 제고
자원할당의 

우선순위화

학생성취표준

제고

Levaćić 

(1995)
권위공유 책무성 효율성

교수-학습의 

질개선

지역대표성 

경영

A. A. S. 

A 

(1996)

적절한 학습

기회제공

Boyd and 

others 

(1996)

책무성제고

Chapman 

(1996)
자기규정 책무성

비용효과분

석
참여성제고

Nedra and 

others 

(1996)

효 율 적 인 

학교

Peterson 

& others 

(1996)

민주성 자율성
관리의 한 

형태

질 높은 교수

-학습

<표Ⅱ-5>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질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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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소동, 학교단위의사결정 평가도구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p. 23을 보완하여 재구성함

첫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자율성 제고에 있다. 자율이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

한다. 즉, 외부적 요인이나 권위에 의해 강요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한명희, 1980).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중심 전제를 학교로부터 학교 

단위로 이동하여 학교의 실제 구성원에게 권한을 분산 위임하고 자기 결정

을 하는데 두고 있다. 즉, 학교단위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의거 제삼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학교문제에 임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자기규율 및 자기통제로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며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며 실천하는 자율성(윤정일, 1992)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율성은 여러 대안 중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이 설정한 규범 또는 기준

에 따라 행동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량권과 선택지를 평가

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이 요구되며, 자치 혹은 자주 규칙 제정과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내면화하여 자기 행위의 원리로 삼으며, 이러한 규

칙을 무조건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수용하려는 자세(나병현, 1991) 및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독립적인 행동

을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Little, 1991). 이와 같은 자율은 학교가 하나의 조

직체로서 그 자체의 운영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결정, 집행, 평가하는 기관 

자율성과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구성원들이 누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 

다 같이 잘 보장될 때 확보될 수 있다.

     특성

학자      
자율성 책무성 효율성 수월성 참여성

Spicer & 

others 

(1996)

능률성
참 여 기 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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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의 궁극 목적이 자율적 인간 형성에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와 상급 행정기관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창

의적인 재량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율성은 교육자치와 관련하

여 상급 행정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 학교단위에 주

어지는 신축성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줘야 한다.

또한, 학교조직의 구성원들인 교사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율성에 

따라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자율성 정도를 판단할 수도 있다(한국교원단체

연합회, 1994). 즉,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자율성 정도의 판단 기준으로는 

자기 결정권의 정도, 자기규칙 제정권 정도, 재량권 확보 정도, 고유성 및 

분권화의 정도 등이 된다.

둘째로,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책무성 강화에 있다.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학교단위 중심의 경영관리로 구성원들에게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권한위임

을 제고하여 자원과 재정활용에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책무성의 개념은 효율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주목받았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마땅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성을 의미한다(Garms, 

Guthrie, & Pierce, 1978). 따라서 학교단위 의사결정에서 책무성이 달성되어

야 한다는 말은, 교육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산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무성은 사안의 전말을 밝히는 것이 강제된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위임된 것(Wagner, 1989)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의 결과․ 산출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자원이나 노력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책임지는 과정으로, 설정

된 교육목적에 도달했는지를 책임지게 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정확

히 측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Garms, 

1978). 또한, 학교 교육의 책무성 이론은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관료적 모형, 전문적 모형, 시장 모형 등이 있다. 관료적 

책무성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그 활동은 

정해진 표준에 맞아야 하며 일련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 즉 법규 중

심의 학교 교육 운영을 말한다. 전문적 책무성에서는 교사와 직원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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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과 자격 및 전문적인 기준의 경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교사중심의 학교 교육을 말한다. 시장 모형에서는 학교 교육 수요자들

은 교육과정이나 학교를 그들이 선택할 수 있고, 학교단위 의사결정에 참

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고객 중심의 학교 교육을 말한

다. 여기서 말하는 책무성은 전문적 책무성을 말한다(김영복, 2003).

또한, 책무성은 권력과 통제의 근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책무성의 구성요소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답변 가능성, 

교사 자신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 감독자에 대한 책무성 등으로 도덕적 책무

성, 전문적 책무성, 계약적 책무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중에서 자율적 

책무성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적 책무성의 비중이 강조된다(Burgess, 1994).

그리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학교의 

투입과 산출 간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기술 산업적 방법을 시도하지만,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산출보다 과정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교사는 교수

학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학교는 그러한 과정 책무성 확보 수단으로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평가권은 이를 

통하여 좋은 학교와 열악한 학교를 구별하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책무

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Sallis, 1998). 

이처럼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단위에서 실시한 과업이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으며, 그에 대한 비용지출이 적절했는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등이 나타나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 자체의 평가에 의한 징계 및 포상제도 확립 및 학교 평

가제 실시가 요청된다. 즉, 책무성의 판단기준으로는 징계 및 포상정도, 권

한 위임의 정도, 학교평가의 정도, 평가의 환류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효율성 증진에 있다. 효율성이란 효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말로써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질과 관련된 합목적적인 개념

이며, 능률성은 양과 관련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윤

정일 외, 2002). 이것은 학교자원 활용 배분의 효율성과 교수-학습의 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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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통한 학교 효과성 제고, 학교예산의 공식적 배분, 비용-효과분석을 통

한 자원 활용의 신축성 제고 등 학교자원 활용과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관련된다. 즉 학교가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학습을 산출할 수 있

는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학교조직에서의 효율성이란 학습과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통하여 

현존자원의 활용과 낭비 없이 모든 교육적 성과를 유지하는 것(McMahon 

& Geske, 1982)으로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

다. 물론 정해진 목표산출을 위한 경비와 노력을 투입할 때 교육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교육의 효율성은 양이기보다는 질적임으로 상호교환적일 수는 없

다. 왜냐하면, 경제적 효율성은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증대에 최대관심

이 주어지지만, 교육적 효율성은 파급효과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합리적, 

규범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관계는 상보적일 수도 있으

나 상반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Caplow, 1986). 

학교경영에서의 효율성이란 산출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

해 어떠한 내용을 산출할 것인가 하는 교육목적 타당성과 연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즉 단순한 경제적 능률의 기계적인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 효율성

에서 찾아야 한다. 여기의 사회적 효율성에는 인간의 만족, 목적, 수단 등을 

고려한 인간적 능률, 목적 달성 수단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능률, 투입-

산출의 비율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에 기초

해야 하는 상대적 능률, 평가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이루어지는 장기적 능률이 포함된다(Simon, 1976). 

이와 같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롭게 변화되어 전개되는 

사태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화로운 관계와 능률적인 

성과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적응성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변화만

이 아닌 공간적인 변화에도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 활동을 지속화하는 과정에는 특정 학교의 체제 내에서 훌륭한 

전통은 계승하고 강화․발전시켜야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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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가미된 적극적인 의미의 보수주의가 요구된다(이순형 외, 1998). 

물론 적응과 안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지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즉, 효율성의 판단 기준으로

는 시간 활용의 효율 정도, 전문성과 관련성의 정도, 비용 절감의 정도, 균

형 및 조화성의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수월성 진작에 있다.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학습수요자에게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원 배분에 

있으며, 교수-학습의 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학생의 학습력 배가와 학

습 표준을 높이기 위한 강력하고 완전한 방법의 강구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학습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한 모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 학습이 되도록 지원에 전력하여 질 높은 교

수를 촉진하게 한다. 이것은 학교단위 의사결정이 학교구성원들의 잠재능

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수월성 진작에 있음을 보여준다

(박종애, 1989).

Gardner(1961)는 수월성을 개인 생활의 풍요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상시

키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인류를 진보시키는 요인으로 개념화하면서 인간

에게는 지적 영역에서의 수월성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수월성

이 존재하며, 특히 지적 영역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수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Nash(1966)는 수월성을 과업 그 자체가 완전에 가깝게 성취되는 것과 

그 과업에 투입되는 인간의 타당한 재능과 정력의 정도로 보아 일의 수행

결과와 동적인 능력과 노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수월성은 몇 개인이 비교 대상보다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가를 

의미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는 장점 즉, 최고선으로서의 의미

(Hornby, 1989)를 말한다. 여기서 수월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인간과 인간

을 비교하는 방법과 특정인의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동일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Gardner, 1961). 또한, 수월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론적인 측면에서 따질 수 없는 독자적인 개체로서 

개개인이 지닌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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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으므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재구

조화, 학교의 재구조화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단위 의사결정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참여자

들의 의사능력 계발과 회의 과정 및 절차, 참여자 선정 등이 반드시 필요

하다. 즉, 수월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과정 및 절차의 차별화 정도, 참여자

의 의사능력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참여성 확대에 있다. Chell(1985)은 참여란 

결과에 관한 공유된 통제에 따른 특수 활동 내의 의도적 포함을 의미한다

고 했고, Nagel(1997)은 참여는 관련 구성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

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의사결정 시

에, 구성원들 간에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최대로 공유하게 하여 의사결정

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구성원에게 위임하며, 시간적 조

건이나 기타 작업여건에 따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Berkey& 

Pouse, 1994). 

학교단위 의사결정은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나 의견이 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구성원의 참여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상호교환이 가능하게 하여 모든 구성원은 학교단위 의사결정에서 

대등한 투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결정 권한의 공유를 통

해 서로 다른 시각과 생각을 수렴하여 구성원 모두가 의사결정 참여에 보

다 적극적이게 해준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학교와도 보다 개방적 관계를 

갖게 하여 학교, 학생, 지역사회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 대표성에 

따른 학교경영과 개방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관심사항과 전문성을 주로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요인으로서 개인

적인 요인, 동기화, 과업특성, 집단특성, 지도자특성, 조직적인 요인 등도 

배려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및 

지식의 다양성이 포함되며, 동기화는 구성원의 결핍이나 요구, 기대에 관련

된 것을 포함하며, 과업특성은 정례적인 일과 비정기적인 일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지도자특성은 지도자의 인성, 스타일, 가치와 그의 추종자 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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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등을 포함하며, 조직적인 요인으로서는 시간적 제약, 조직이나 집단의 

규모, 조직적이나 기술적 변화의 정도와 환경변화 등을 포함한다(Chell, 

1985). 참여성의 제고는 개개인들의 다양한 능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현

명한 여론을 창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임으로, 가능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유 및 구성원들 간의 래포 형성 등과 같은 참여 분위

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과 관련성 및 권한 위임 때문에 적절한 

참여자를 선별하여 이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참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참여여건의 구비 정도, 참여

자의 적절성 정도, 참여자의 신뢰성 정도 등을 들 수 있다.

나. 학교장의 의사결정 유형

기존에 연구되어온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은 학교장의 의사결정 유

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Vroom과 Yetton(1973)은 규범적 의사결정 모형에서 다

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독단적 의사결정은 행정가가 혼자서 그 당시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하급자가 상급자

의 단독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하급자의 수락 여부가 절대적이 아닐 때 가

능하다. 두 번째로 정보 수집 후 단독 결정은 행정가가 구성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위의 두 경우와 같을 때 가능하다. 세 번째로 개별 자문 후 단독 결정은 

행정가가 구성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문을 얻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형식의 

결정은 하급자 간에 갈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고, 하급자가 행정가의 단

독 결정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네 번째로 집단 논의 후 단독 결정은 

행정가가 구성원들과 집단으로 토론한 후 단독으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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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가의 단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급자 간 갈등이 존재할 

때, 하급자가 조직목표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집

단적 의사결정은 행정가가 구성원 집단과 함께 결정하는 회의형이다. 이 

경우는 하급자가 행정가의 단독 결정을 거부할 때, 하급자가 조직목표에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하다.

Yukl(1981)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전제적 의사결

정은 리더가 부하들에게 의견이나 제안들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

고, 부하들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자문은 리더

가 부하들에게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요구한 후에 리더 혼자 의사결정을 

한다. 부하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세 번째로 합동 의사결정은 

리더가 의사결정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명의 부하 또는 부하집단과 

회합을 가지며 거기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 리더는 최종선택에서 어떤 

부하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위임은 리더가 한 

부하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넘겨준다. 최종선택에서의 책임 

한계는 보통 명시되어 있고, 부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전에 리더의 승

인을 얻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고 요구받지 않을 수도 있다.

왕기항(1956)은 학교조직에서 교사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전제적 결정, 

합리적 결정, 집단적 결정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오영재(2000)는 크

게 보아, 행정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전제적 방법, 구성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하는 자문적 방법, 구성원들과 토의하여 집단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참여적 방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Hoy와 Miskel(1991)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일방적 방법에서 공유적 

방법에 이르는 연속선으로 보고 유형화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사결

정의 방법은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행정가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일방적 방법 둘째, 행정가가 부하로부터 

정보를 얻어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셋째, 행정가가 관련된 부하에게 

개인적으로 상의하여 아이디어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방

법, 넷째, 행정가가 집단의 생각을 맺기 위하여 집단과 토론을 하고, 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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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영향력을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사결정을 하

는 방법 다섯째,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공유

적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노종희(1992)는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단독 결정, 정

보 수집 후 단독 결정, 개인 또는 집단 자문 후 결정, 집단 결정 등 다섯 가지

로 세분하고 있으며 Howard와 Miller(1994)는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명령적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과 상의 없이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진 의사결정을 의미하며, 두 번째로 자문적 의사결정은 행정가 또는 조직

구성원이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언과 관여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세 번째로, 합의적 

의사결정은 조직구성원이 함께 모여 사실과 대안들을 충분히 숙고하고 통

합된 조직으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행동 대안에 대해 합의

를 하는 방식이며, 네 번째로 위임적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앞에서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확인한 바와 같이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학교장의 

의사결정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단독 결정

(autocratic decision)은 교육관리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급자들

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하여 혼자서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두 번째로 개인․집

단 자문 후 결정(consultative decision)은 개인 혹은 집단과 상의하여 아이디

어나 정보를 얻은 후 행하는 의사결정이다. 세 번째로 집단 결정(consensus 

decision)은 교육관리자가 구성원들과 토의 후 행동 대안에 대해 합의하여 행

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위임 결정(delegation decision)은 교육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구성원에게 위임하는 의사결정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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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

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에 입각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과 경험에 관해 설명하고, 행위나 상황,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적합

한 연구 방법이다(Maxwell. 2009). 특히, 기존의 이론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현상을 새로운 개념이나 개념 체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할 때 더욱 적

합하다(김영천, 2011). 

본 연구는 학교장 내면의 블랙박스인 인지적 차원의 특성과 내포된 의

미 도출을 목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

에 다차원적인 질적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사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구술 방식과 관련된 경험을 면밀하게 드러

내어 질적으로 드러내었을 때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귀

납적 접근을 통한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에 따른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

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연구절차, 대상, 방법 등에 관해 기

술하였다. 

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 사고구술(Think Aloud)과 심층면담을 함께 실시하였다. 사고구

술이란 특정 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내적 사고를 발화하여 구술된 형태

의 자료로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조일현·김영은, 2006). 

본 연구자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회고적 심층면담의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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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Ericsson과 Simon(19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층면담을 통해 획

득한 사후보고(retrospective report)형 기법들은 자료의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기억의 회상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는 취

약점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장이 처한 환경과 보유한 경험의 

스펙트럼이 너무 달라 의사결정과정을 쉽게 비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

단 때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고구술과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사고구술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이는 사고의 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이 경험했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행동과 의미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학교장의 의사결정의 다면적인 특성을 풍부하게 드러내

고자 이처럼 의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그림 Ⅲ-1]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절차는 크게 과제개발 단계, 자

료수집 단계, 분석 및 정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실행

절차에 대해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제

개발

문헌 검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 학교장, 의사결정 선행연구 

분석

▼ ▼

과제개발

과제 주제 선정 및 

검토

� 학교문제 상황 발굴

� 학교장 인터뷰를 통한 과제 

주제 및 요소 추출

▼ �

과제개발 및 전문가 

검토

� 1차: 예비 상황 문제(8개 

내외) 검토 및 수정

� 2차: 전문가(8인)의 검토 

후 최종 4개 문제 선택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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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단계이다. 연구의 구조와 학교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학교장과 직무, 역량, 의사결정과정 등의 주제와 관

련한 국내외 문헌을 종합적으로 탐색했다. 관련한 주제와 관련한 현상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 ▼

예비검토 예비검토 시행
� 예비검토 실시(전·현직 

교장 2인)

▼ ▼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 섭외

� 학교장 섭외 및 연구 

사전안내

� 사전 질문지 배포

▼ ▼

자료

수집

사고구술 

및 

심층면담

사고구술

� 과제 안내 

� 연습문제 실시

� 4개의 과제에 따른 

학교운영방침 작성

▼

심층면담

� 1차 면담에 따른 

의사결정확인 및 의사결정 

경험 질문

▼ ▼

분석 

및 

정리

자료분석 

및 해석

전사 및 자료 정리 � 자료 전사

▼

자료분석 및 해석 � 자료 분석 및 범주화 / 코드화 

▼ ▼

타당화 분석 타당화
� 참여자검토

� 동료연구자 상호검증

▼ ▼

논문 작성 논문 작성 � 연구정리 및 기술

[그림 Ⅲ-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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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과제개발 단계이다. 주제 선정 및 검토를 위해 실제 학교장이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현장의 이슈를 발굴하고 

정리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학교현장의 문제 상황을 현직 학교장 2

명(초등 1명, 중등 1명)에게 각각 검토받았다. 검토 시 각 문제 상황의 주제

와 이슈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긴급도를 물어보고 이를 토대로 과제에 대

한 우선순위를 정리하였다. 이후 과제개발 및 전문가 검토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학교장 의사결정과 관련한 예비과제 8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과제는 학교장의 직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

구참여자가 가상의 학교에 부임하여 8개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하

는 설정으로 구성하였다. 1차로 교육학 교수 1인과 교육학 박사 1인의 검

토를 받았다. 그들은 제시된 과제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시간 소요와 피로도가 높을 것이 예상되며, 학교급 간 차이가 없

는 공통적인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한, 사고구술을 위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며, 관련한 

사전 연습문제 제작을 제안하였다. 이에 해당 피드백을 반영하여 해당 과

제의 수를 8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학교급과 상관없는 공통적인 문제를 

구성하였으며, 사고구술을 위한 사전 연습문제를 고안하여 2차 전문가 검

토를 받았다. 2차 전문가 검토는 교육학 박사 4명과 교육학 박사수료자 1

명, 현직교사 2명을 대상으로 과제 상황과 과제제시방식이 타당한지에 대

한 검토를 받았다. 

세 번째로 수정된 과제를 활용한 예비검토 단계이다. 예비검토는 과제수

행 시 실제 소요시간, 과제에 이해도 및 대한 반응, 심층면담에 대한 점검 

등 그밖에 실제 과제수행과 심층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문제의 점검

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현직 학교장 2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

검토를 하였으며, 해당 반응을 분석하여 과제 상황에 반영하였다. 

네 번째로 연구참여자 섭외 단계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현직 학

교장(초·중·고)을 연구참여자로 하였다. 이를 위해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과 D광역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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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전에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참여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과 학교경영 스타일(교장관, 교사관, 학생관,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 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자료수집 단계이다.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 교장실에 방

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고구술 과제수행 관찰을 시행하였다. 

과제수행과정에서는 사고구술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들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과제수행 후 의사결정과

정에 따른 사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사고구술 과제수행 이후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보완 및 재확인 질문을 하였다. 특히 사고구술 도중 특이

사항이 있거나, 의사결정 지점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사후 인터뷰

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더불어 학교장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차원의 질문을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분석 및 자료정리 단계이다. 자료수집 직후 연구참여자의 

음성을 곧바로 전사하였다.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차원을 구분하여 상위

범주, 하위범주, 코드 및 모형을 각각 도출하였다. 이후 분석의 타당화를 

위해 자료를 통한 동료연구자의 상호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하면서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이를 위

해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주

고 그 현상에 대한 통찰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

는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Marriam, 1998). 본 연구

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직무와 관계없이 학교장의 공통적인 의사결정 특성

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현직 학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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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사례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전략 중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와 눈덩이 굴리기(Snowball) 전략을 혼합하여 활용하였다. 결정적 사례

는 논리적 일반화와 다른 사례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 적용을 허용하는 전

략이며, 눈덩이 굴리기 전략은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요 사례를 찾는 전략이다(Creswell, 2010). 

이를 위해 2019~2020년도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의 추천을 받은 학교

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기관은 1960년부터 학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

해 자격연수 및 교육행정지도자과정1)이라는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해온 

기관으로, 오랜 경험과 다양한 학교장 풀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대상인 적합한 학교장을 섭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학교장 추천 협

조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

과 경험을 통한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교장자격연수

를 이수한 학교장보다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에 참여한 학교장을 대상으로 인

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자들로 별

도의 기준을 통해 선발된 우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유선상 확인한 결과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 과정에 입과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두고 선별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는 ‘학교 경영 실적(교육행정력 및 혁신

적인 리더십 발휘)’와 ‘공로(지역 교육발전 기여도)’에 따라 1차 후보군을 

선발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논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결론적으로 교육행정지도자과정에 선발 과정에서 학교장의 성과 및 

동료의 추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수한 교장이 추천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고,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의 협조를 얻어 최근 교육을 이수했거나, 이수할 예

1) S 대학교 교육행정지도자과정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연수프

로그램이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교장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된

다. 총 13주의 프로그램(6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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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학교장으로 1차 풀을 구성하였다. 

이후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이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14명의 학교장을 대상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교육행정지

도자과정 참여자 외에 연구자가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 D교육청 등에서 

별도로 추천을 받은 4명을 추가하여 총 18명의 학교장이 본 연구에 참여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질적연구는 사례에 대한 생생한 분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

에 사례의 수를 많이 늘릴 수 없다. 연구주제에 따라 사례 수의 차이도 달

라진다. 인종과 민족, 계층화, 업무와 조직에 관한 연구에서는 5개 이하의 

사례가 주로 많았으며, 교육, 인구학, 정치학, 문화사회학, 인구문제와 관련

된 연구에서는 6~20개 사례를 활용하고 있다(김병섭, 2010).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가 충분한 포화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것

인데 이와 관련해서 Guest, Bunce 와 Johnson(2006)은 다음과 같이 포화

(saturation)상태를 정의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가 코드북에 거의 또는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자료 포화상태와 자료로부터 새로운 주제가 '

생성되지(emerge)' 되지 않는 지점인 테마적 소진을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

자는 이 기준에 따라 18명의 자료로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최종 

자료수집을 완료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아래 <표 Ⅲ-1>과 같다. 우선 모두 

국공립학교였으며, 학교급은 초등학교는 8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4명으

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 14명, 여 4명이었다. 학력은 학사학위자 1명, 석

사학위자 8명, 박사학위자 9명이었다. 연령은 50대가 16명, 60대가 2명이었

으며 평균 53.4세로 나타났다. 교장경력은 9~102개월까지 다양하게 나타났

으며, 평균 44.1개월로 나타났다. 중임 경력자는 3명이었으며, 15명은 초임

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육 전문직은 16명이 경험했으며, 2명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임용 후 14명이 개인 및 학교 수상 경력이 있었으

며 4명은 수상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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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Elementary School Principal), MP(Middle School Principal), HP(High School Principal)

연번 이름 학교급 성별 학력 연령
교장경력

(개월)

중임

여부

교육 전문직

경력

교장 임용 후 

수상 여부

1 EP1 초등학교 남 석사졸 50대 14 초임 O O

2 EP2 초등학교 여 박사졸 50대 68 초임 O X

3 EP3 초등학교 남 석사졸 50대 32 초임 O O

4 EP4 초등학교 여 석사졸 60대 57 중임 X O

5 EP5 초등학교 남 석사졸 50대 33 초임 O O

6 EP6 초등학교 여 박사졸 50대 75 초임 O O

7 EP7 초등학교 남 박사졸 50대 69 초임 O O

8 EP8 초등학교 남 박사졸 50대 39 초임 O O

9 MP1 중학교 남 박사졸 50대 99 중임 O O

10 MP2 중학교 여 석사졸 50대 21 초임 X O

11 MP3 중학교 남 박사졸 50대 14 초임 O O

12 MP4 중학교 남 박사졸 50대 15 초임 O X

13 MP5 중학교 남 석사졸 60대 102 중임 O O

14 MP6 중학교 남 석사졸 50대 15 초임 O O

15 HP1 고등학교 남 석사졸 50대 20 초임 O O

16 HP2 고등학교 남 학사졸 50대 9 초임 O X

17 HP3 고등학교 남 박사졸 50대 75 초임 O O

18 HP4 고등학교 남 박사졸 50대 38 초임 O X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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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다. 질적연구에

서 연구자는 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의 사전 경험이 자료수집 및 분석 전

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자는 S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평생교육전

공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질적연구 수행을 위한 준비로 박사과정 중에 질

적연구와 관련된 방법론 과목을 3차례 수강하였다. 연구자는 석사학위 논

문을 융합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로 수행하였으며, S대학의 연

구센터에서 학교장, 교감, 창업가, 융합연구자, 공군교관, 대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심층 인터뷰를 수행

한 경험이 있다. 또한, 사고구술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

아 방법론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사고구술 영상의 예시를 만들며 사고구

술 연구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0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약 1개월에 걸쳐서 자료수집

이 시행되었다. 면담을 위해 사전에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의 협조를 얻어 

연구참여자 풀을 선정하고,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하고 사고구술과 심층면담을 요청하였다. 수락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의 진행 과정과 학교장 특성과 학교경영관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질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특히 별도의 과제수행과 심층면

담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확보(2시간 내외 소요)와 별

도의 공간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면담 전에 연구자는 사전설문 

결과를 확인하고, 각 학교의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2) 등에 나온 공시정보

를 통해 해당 학교의 배경정보를 파악하고 갔다. 

면담 당일에는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준비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를 참여했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개인정

2) 학교알리미는 학교의 현황을 공시하는 사이트임

(http://www.schoolinf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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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비밀 보장, 연구 참여 중단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

구에 대한 설명 이후에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다는 참여자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부록 1 참조).

사고구술은 학교장실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사전에 준비된 동영상을 통해 연구에 대한 안내를 진행

하였고, 2회에 걸쳐서 사고구술 연습을 실시하였다. 사고구술 문제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그림 Ⅲ-2]와 같이 계산문제와 분류문제를 각각 제시하

여 생각하는 바를 말로 충분히 연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15분 정도 소요

가 되었다.  



- 53 -

예시 1. 계산문제

예시 2. 분류문제

[그림 Ⅲ-2] 사고구술 예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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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핵심은 제시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의 사고를 언어로 최

대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임

을 사전에 주지시켰다. 또한, 연구자는 사고구술 과제진행 시 별도의 진행

이나 질문을 하지 않으며 연구참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있

는 그대로의 생각을 드러내도록 강조하였다. 다만, 연구참여자가 별도의 말

이 없이 침묵할 때는 별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고구술 과제수행 상황에서 연구자는 가급적 시야에서 벗어나 관찰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가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게 하고자 가상학교의 네 가

지 문제 상황과 학교 정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쪽에 배치하였다. 

사고구술 전 충분한 사고과정의 관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은 

별도로 없음을 주지시켰다. 가상학교 문제 상황 해결에 평균 40분 정도 소

요되었으며, 가장 짧은 시간은 약 30분 가장 오랜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사고구술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지속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발화내용을 확인하면서 관찰하였다. 

사고구술 과제수행 이후 약간의 휴식시간을 갖고, 의사결정의 경험과 

관련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평균 50분 내외로 시간이 걸렸

다. 인터뷰는 의사결정과정을 관찰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 지점과 동시에 

의사결정 경험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

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가장 짧은 시

간은 40분 가장 오랜 시간은 2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주로 연구자가 관찰하면서 학교장이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 지점을 되묻고,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망설이

거나, 말을 하면서 자문(自問)하거나 갸우뚱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해 물어보았다. 더불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차

원을 구분 지어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

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질문지의 흐름과 참여자의 맥락에 맞춰 유연

하게 질문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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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부록 2 참조) 

이후 과제수행 및 심층면담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

어 그대로 전사하였다. 또한, 음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4. 과제개발

가. 과제의 구성과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사

고구술에 따라 사고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실제상황과 유사한 과제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학교장의 사고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몰입도를 높이기 위

한 보조 장치를 개발하였다. 과제 몰입도가 떨어진다면 학교장의 사고와 

경험이 파편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과 개연성이 

있으며 동시에 과거의 의사결정 경험의 재현을 잘할 수 있는 과제개발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바스켓(In-Basket) 방식을 활용해 과제를 개발하였다. 

인바스켓이란 ‘서류함 내 들어있는 미결 서류들’이라는 의미로 ‘서류함 기

법’으로 알려져 있다(장창수, 2020). 인바스켓은 피평가자가 실제 직무와 유

사한 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방식이다. 서류함 안에 다양한 

정보(메모와 보고서, 전화 메시지, 노트 등)를 제공하여 행동계획을 세우거

나 의사결정 하는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이홍민, 2012).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과제의 타당도와 난이도가 적정해야 한다

고 언급하고 있다. 

주어진 과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는 가상의 학교(A학교)의 

학교장으로 부임한 상황이며, 4개의 주요이슈에 대한 문제진단과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학교운영방침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가상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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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진단과정을 통해 최초 학교장의 문제인식부터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

결정의 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학교의 이슈를 진단하고 차년도 

학교의 운영방침을 워크시트에 작성하면 종료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제공하

였다.  

또한, A학교에 대한 정량 및 정성적 배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장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의 학교 정보를 제공하였다. 학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갈등상황이 있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신

도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환경의 학교를 찾아 학교알리미3)

를 통해 정보를 [그림 Ⅲ-3], [그림 Ⅲ-4]와 같이 제공했다. 학교 현황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지역 배경, 학교 배경, 학교의 현황과 학교의 조직 및 교육

목표를 포함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설정된 학교 문제 

상황은 아래 <표 Ⅲ-2>와 같다. 

3)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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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학교 현황 자료(지역 및 학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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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학교 현황 자료(일반현황, 학교조직,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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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제 상황 문제 의도

1

가. 배경

� B교사(여/20대/수학교사)가 쌤튜버(교사 유튜버)로 활동 중

� 활동 기간: 약 1년 

� 현재 구독자 수: 약 1,000여명 

� 주요 콘텐츠: 수학, 공부법 관련. 간혹 먹방(음식 먹는 콘텐

츠), 실시간 학생 고민 상담, 교육 정책 관련 등

나. 주요장면

� 학교의 교실 또는 교무실이 보이는 장소에서 학생과의 소통 

장면이 드러나는 촬영 시행

� 간혹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과 비판을 공

개적으로 유튜브에 표명

다. 반응 및 여론

� 학생 및 학부모 반응: 다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 좋음

� 최근 유튜브 및 각종 SNS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음. 학교에서의 일상장

면(V로그)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모습(먹방 등)을 공개해

서 보여주고 있음. 이는 자연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

리를 누리는 것에 대비되어 직업상 교사라는 점이 상충하

고 있음. 겸직, 수익, 영향력 등 부수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음. 부수적으로 교사로서의 책무성과 관련해 주변 교

사들과 학부모들의 압력 또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로 확장

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요컨대 유튜브상에서 보이는 

개인과 교사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직업 윤리적인 부

분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임

<표 Ⅲ-2> 최종 선정된 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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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제 상황 문제 의도
� 교사 반응: 일부 교사들이 B교사의 유튜버 활동에 대해 다른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가 여과 없이 공개되는 점과 부서

담당 업무 및 담임 업무 소홀에 다소 불편함을 느낌

2

가. 배경

� 전체 교사회식 중 C교사가“대다수 일반교사는 수업 외에 과

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라고 주장하면서 업무개선

을 요구함

� 자신을 포함해 일부 교사만 너무 일이 편중되어 있어 힘들다고 함

� C교사:50대 남자/중견교사/ 학생부/학생과 동료교사들간 평판

이 좋으며, 학교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다고 알려짐

나. 주요장면

� 다음날 교감, 부장교사기획회의소 집: 교감 및 부장교사의견: 

현재 교육청 추진 사업이 2개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관행적으

로 1인당 기본책임 업무에 따른 업무분장 방식으로 조직하여 운

영됨

� 사회의 변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업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조정하느냐가 조직의 장으로서 

중요한 문제임. 모든 학교의 상황이 다르듯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학교의 상황과 교육소비

자들의 수요에 맞는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파악하는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판단이 중요하게 

됨. 혁신학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

음. 무엇보다도 학교 업무 효율성 증대는 학교 효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의 영역임

� 그러나 바로 조직의 변화를 추진할 경우 조직원들의 반

발도 예상될 수 있음. 특히 구성원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성과에 저해될 수 있

다고 판단할 수 있어, 명분만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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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제 상황 문제 의도
� 본인들도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소

수의 불평으로 생각함

� C교사 개인 면담: 면담 결과 그는 일이 과도하게 몰리는 부서(예: 

학생부)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서 현행 업무분장이 매우 불공평하

고,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학교위원회운영과 일반교사들의 목소리가 제

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함

판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가. 배경

� 교육청 게시판 학부모 민원 접수

� 민원내용: 3학년 한 학생이 지속해서 수업 중 과한 행동(수업 

중 돌아다니기, 친구 방해 등)을 해옴.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해쳐 

다수의 학생이 학습피해를 받고 있어 해당 학생을 전학 요청함

나. 주요장면

� 담임교사 면담

� 해당 학생이 학기 초부터 꾸준히 수업을 방해해옴. 

� 본인도 수업시간에 통제를 해보았지만 역부족이었음. 과잉행

� 최근 학교 외부의 민원 제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가 언론 노출로 인한 학교운영의 장애 사례가 많

아져 학교장으로서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됨. 

� 학부모로부터의 민원뿐만 아니라 상급기관(교육청 등)의 

대응도 학교장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음 

� 또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해당 문제의 처리에 대해 교사들이 어려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장의 대외적 위기 대응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복합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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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문제 상황 문제 의도

동 때문에 학우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함. 

� 학부모 민원이 기존에 있었으나, 학생에게 상처가 될 것 같

아 최대한 본인 선에서 해결하고자 하여 보고하지 않았음

� 해당 내용을 지역 신문에서 다뤄 외부에 공개됨

� 교육청과 해당 반의 학부모 대표는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4

설문

대상

참여

인원(명)
1순위(%) 2순위(%) 3순위(%)

교사 40명

수업 본연에

집중하는 

학교(55%)

사제 간 신뢰가  

있는 학교(22%)

학교폭력 없는 

학교(12%)

학부모 380명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

(53%)

학교폭력 

없는 학교

(21%)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8%)

� 학교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공동의 목표(비전)가 설정되

지 않으면 원활한 학교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 이와 관련

해 교장이 각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

한 목표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학교장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을 통해 공론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 학교 의사결정

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구성원들의 의지와 추진력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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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 후 학교상(像)에 대한 설문 시행

� 기획회의소집

� TF팀을 꾸려 새로운 학교 비전 업무 추진 방안 제안함

� 교감과 부장 의견: 5년 전 만들어진 교육목표의 현행 유지를 

제안(사유: 비전이나 교육목표를 새로 설정해도 실제로 큰 틀에

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함. 관련 업무 경험 없음)

학생 290명

자율적인 

학칙으로 

운영되는 

학교(34%) 

학교폭력 

없는 학교

(29%)

학생복지(급식, 

매점 등)가 좋은 

학교(22%)

기 위해서는 교장의 비전과 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

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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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제개발 절차

사고구술 프로토콜 분석법을 위한 과제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

행되었다. 우선 문헌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장 직무 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의 차원을 구분하였다. 정양순(2019)의 연구를 참고해 

학교장의 직무를 8가지4)로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교육청 단위에서 

발간되는 매뉴얼과 지침, 신문기사, 그 밖의 연구 등을 참고하여 최근의 

사례문제를 1차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례를 현직 학교장 2인(초등, 고등 

각각 1명)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중요도와 난이도

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직무 상황에 대한 

설정을 하였다. 

과제의 구성 기준은 ‘다양한 학교장의 직무 중 학교현장에서 실제 시행

하고 있는 직무에 연관된 사례인가?’, ‘학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가?’, ‘시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학교의 복잡다단한 상황에서의 판단을 유

도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문제 중 학교장이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관여해야 하는 문제인 

동시에 최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일차적으로 8개

의 예비과제를 선별하였다(부록 3 참조). 

교육학 교수와 박사로 이루어진 1차 전문가 검토 후 피드백을 반영하여 

문제 상황 및 과제를 수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전문가 검토를 시행

하였다. 2차 전문가 검토는 8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교육학 관련 분

야의 박사와 연구원, 교사를 포함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과제에서 문제제

시방식과 과제에서의 개별 문제 상황에 대해 타당한지와 그 밖에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각 상황과 의도를 제공하였으며, 응답 방식은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전

혀 적합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적합하다(4점)’로 내용타당도(Content 

4) 학교 교육목표관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 생활교육 및 학생 관리, 교직원 인

사 및 복지, 교장과 교직원 전문성 개발 및 지원, 행·재정 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학부모

와 지역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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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ity)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낮은 것을 의미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나온 CVI

는 상황문제 제시방식의 적절성은 .87로, 4개의 상황문제(교사 유튜버 관

리, 학교업무개선 관리, 학부모 민원관리, 학교 비전 설정)는 각각 .75로 동

일하게 나타났다. CVI는 .70이상이면 문항의 타당도를 만족한다고 보고하

고 있기 때문에(Tilden, Nelson & May, 1990) 해당 문항이 기준에 충족한다

고 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수정 의견 사항은 부록 4에 제시하였

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전문가 정보는 아래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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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단

계
연번 구분 성별 소속기관 직책 학력 세부전공

관련

경력
비고

과제 

검토

1
교장

남 초등학교 교장 석사 교육행정 6년 1차 과제주제 검토

2 남 고등학교 교장 석사 교육학 2년 1차 과제주제 검토

1차

전문가

검토

3

전문가

남 대학 교수 박사 인적자원개발 17년
현)S 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장/ 1차 검토

4 남 대학 연구원 박사 인적자원개발 6년
전)학교장 연구 경험

1차 검토

2차

전문가

검토

5 남 대학 교수 박사 교육공학 3년
6 남 대학 교수 박사 인적자원개발 6년
7 남 대학 교수 박사 평생교육 3년 전)교육행정연수원 팀장

8 남 대학 교수 박사 교육심리 2년 전)교육행정연수원 팀장

9 여 연구소 부장 박사 평생교육 13년 전)학교장 연구 경험

10 여 대학 연구원 박사 교육학 4년 전)중등교사
11

교사
여 초등학교 교사 석사과정 인적자원개발 7년

12 여 고등학교 교사 석사과정 인적자원개발 17년

예비

검사

13
교장

남 중학교 교장 석사 교육학 11년
예비과제 검토

전직교장/교장3회 경럭

14 여 초등학교 교장 석사 교육학 2년 예비과제 검토

<표 Ⅲ-3> 과제 개발에 활용된 전문가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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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과제의 자료제시에 관한 

것으로 최초 과제 수행 시 4개의 문제 상황을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B5 

크기의 문제형태로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참

여자들이 문제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우며, 크게 확대해서 제공하는 것

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시된 자료들을 A3 크기로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문제를 제시할 때 지시문 형태로 제공하였는데 인

지적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요약형태의 기술로 변경하였

다. 둘째, 상황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일부 학교맥락에 맞지 않거나(예: 업무

분담 시기), 과제의 구체적인 상황 제시(예: 겸직 허가조건에 맞는 유튜브 

구독자 수 및 수익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

여 보완하였다.  

수정된 과제의 안면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직 교장 1명과 현직 교장 

1명을 섭외해 예비 과제수행을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두 명의 전·현직 교장

은 제시된 상황 모두 실제 많은 학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고, 학교장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여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정보에서 어색한 표현(예: 초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중고등학교의 차원

의 것으로 보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으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

리한 후 최종 과제개발을 마무리하였다.

5. 분석방법

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질적연구 방법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일반

적으로 질적연구의 전통들은 연구 산출물로서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기

술’(thick description)이나 ‘글쓰기’를 강조한다(Weick, 2007). 이는 개별 연구

가 대상의 ‘현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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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의 연구가 다른 연구와 연결되고 소통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를 생성한다(권향원, 2016). 이에 근거이론

(grounded theory)은 기존의 질적연구의 전통에서 벗어나 ‘이론’(theory)을 연

구 산출물로 수용한다. 따라서 질적연구 방법의 다양한 갈래 중 하나로써 

근거이론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에 근거(grounded)’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

락’에서 ‘이론’을 연구 산출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이남인, 

2014; Glaser & Strauss, 1967; Charmaz, 2006).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장의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과

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특성을 설명

하고 잠정적 이론을 수립하는데 근거이론은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된다.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를 이론적으로 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인 질적코딩

을 통하여 이론의 도출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다(Holton, 2007). 그리고 질적코딩의 절차와 연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차이를 기준으로 고전적 근거이론과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이 구분된다. 

먼저, 고전적 근거이론은 Strauss(1987)가 고안한 ‘패러다임 모

형’(paradigm model)을 분석의 틀로 바탕에 두고 있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

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중심현상(focal phenomena), 작용과 상호작용 

전략(action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결과(consequences)의 선형과정에 맥

락적 속성(attributes of the context)과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의 

영향 관계로 구성된다. 고전적 근거이론에서 패러다임 모형은 이미 정해진 

범주 간의 구조적 관계로 이해되고, 연구자의 역할은 개방코딩으로부터 식

별된 코드들을 이 틀에 배치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제약된다. 고전적 근거

이론은 이 과정을 통해 분석의 객관성과 엄밀성이 달성된다고 본다. 

반면에 구성주의적 근거이론(constructivism grounded theory)은 패러다임 

모형의 유연한 활용을 강조하며, 연구자의 분석적 통찰과 개입을 보다 중

시하는 입장이다(Charmaz, 2006).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반드시 패러다임 

모형을 따라야 한다는 과도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Charmaz, 2006; Kelle, 2007). 코딩 패러다임은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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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아닌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개념, 선행 이론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

(Charmaz, 2006). 이러한 입장은 연구의 주된 도구로서 연구자의 주체성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질적연구의 탐색적-귀납적 원리와 보다 맞닿아 있다(권

향원, 2016). 

근거이론에 대한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질적코딩의 과정의 차이로 드러

난다. 고전적 근거이론은 개방 코딩(open coding)의 코드를 패러다임 모형

에 강제함으로써 축 코딩(axial coding)하고, 이 중 중요한 코드를 선별하여 

요약하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따른다(Strauss & Corbin, 

1998). 반면에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개방 코딩의 코드를 귀납적으로 드

러냄으로써 선택 코딩을 하고, 선택 코딩의 결과를 구조화하는 축 코딩의 

순서를 따른다. 더불어 세 단계의 코딩은 연구자의 사전 지식, 개념, 선행 

이론들과 지속적인 상호비교 과정을 거친다(Charmaz, 2006).

본 연구자는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지식, 개념, 선행 이론들의 

활용하고자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특히, 학교장의 의사결정과

정에 대한 현실에 기반한 귀납적 발견에 충실하기 위해서 패러다임 모형에

서 벗어난 유연하고 탄력적인 관점이 필요하였다.

나.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주요 원자료는 ① 학교장 배경정보, ② 학교장 사

고구술 과제수행 녹음자료 ③ 학교장이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한 워크시트 

④ 학교장 사후 인터뷰 녹음자료 ⑤ 앞의 수집한 면담 내용을 그래도 옮

긴 전사 자료이다. 그 밖에도 참여자들이 추가로 제공한 학교 홍보 문서, 

기고 글, 자전적 회고, 행정문서자료, 발표자료 등도 분석을 위한 원자료

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자료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

는 개방적 코딩이다. 개방적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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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며 자료에 담긴 의미와 행위를 요약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름, 즉 코드

를 부여하였다(Charmaz, 2006). 개념의 이름은 연구참여자의 개별 진술에서 

드러나는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하는 체험 코드(in vivo code)를 활용하였

으며, 이것이 다른 연구참여자의 것을 포괄할 때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78개의 코드가 형성되었다.

둘째, 선택 코딩 단계이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정보와 코드

를 종합하고 통합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초기 코드를 선별하

여 개념과 범주로 발전시켰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 각 연구참여자들의 코드

를 다른 연구참여자의 코드와 지속해서 비교하면서 동일한 현상이 다른 개

념으로 명명되었는지, 다른 현상이 같은 개념으로 명명되었는지를 지속적으

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현상들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도록 

하고, 각 코드들 간의 의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축 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선택 코딩에서 종합된 코드를 중심으

로 범주를 설정하고, 하위범주를 형성하여, 현상과 관련되는 작용 및 상호

작용, 패턴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코드의 의미를 분석하

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축 코딩, 개방 코딩, 선택 코딩을 유연하게 반복적으

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반복 분석을 통해 핵심현상을 설명하는 대표하는 

범주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개의 상위범주, 9개

의 하위범주, 32개의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6. 연구과정의 평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

법으로 Charmaz(2006)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는 근거이론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근거이론연구의 기준’인 신뢰성

(credibility), 독창성(originality), 반향성(resonance), 유용성(usefulness)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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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뢰성은 연구자의 주장이나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며, 

잘 연결되어 있는가이다. 독창성이란 연구자의 분석이 사회적, 이론적으로 

함의를 지니는 새로운 통찰과 개념을 제공하는가를 의미한다. 반향성은 연

구자의 분석이 현상 담고 있는 공동체, 제도, 개인의 삶의 연결고리를 끌어

냄으로써 참여자들의 삶과 세계에 더욱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가를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유용성은 연구자의 분석이 일상의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해석을 제공하고, 지식과 실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과 동료연구자 상호검증(peer debriefing)을 활용하였다. 먼저, 결

과 분석에 들어가기 전 연구참여자들에 관한 학교 현황정보와 같은 배경정

보를 파악하고, 학교장으로 실제 학교경영과정에서 생산했던 서적, 각종 연

구보고서 및 결과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는 자료 삼각검증법을 거쳤다. 또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학교장과 관련된 다수의 다큐멘터리 및 동영상 자료, 학교장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법령 및 규정 자료,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의 학교운영 매뉴

얼 및 지침 등을 충실히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동료연구자 상호검증을 시행하였다. 질적연구 수행의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3명과 교육학 석사과정생 2명을 대상으로 연구진행과 분석 과

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았다. 자료 분석의 단계마다 연구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료연구자와의 

상호검증 과정을 거쳤다. 이상의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신

뢰성, 독창성, 반향성, 유용성을 다각도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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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독특한 인지적 특

성을 분석하여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핵심주제인 ‘학교장

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특성은 무엇인가?’를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과정 및 경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학교장의 의

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 특성을 문제인지, 사고관, 사고기술, 역할인

식의 차원에서 각각 나누어 제시하였다. 

1.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인지 특성

본 절에서는 의사결정과정 중 문제진단 단계에서 학교장이 주의한 문제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학교장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상황

에 대해 문제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인

지되어야 하는데 사건의 중요성과 명확성 외에도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주의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주의(attention)란 외부 환경이나 개체 내부로부

터의 많은 자극 중 특정한 것을 특히 분명하게 인지하거나 특정한 것에만 

반응하거나 하는 마음의 선택적 ·집중적인 활동 및 상태(두산백과, 2020)를 

의미한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시간, 경제적 여건, 자원 등) 때문에 그 

중 특정 현상에 대한 주의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것을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의 인지를 자극하는 요인은 불만, 긴장, 갈등, 불편, 불균형 등이 있

다(안영주, 2006). 따라서 학교장이 공통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한 문제는 그

만큼 중요하며 쉽게 해결이 난제(難題)로 다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장이 문제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은 ‘학교 신뢰 

훼손’, ‘비효율적인 운영 및 기능 마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 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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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구분되었다. 아래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민감하게 인지

한 문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학교 신뢰 훼손

신뢰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trost’에서 비롯된 개념으로(임성만·

김명언, 2000) ‘교환관계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일련의 기

대(Doney, Cannon & Mullen, 1998)’ 혹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Hagen & Choe, 1998)’로 정의될 수 있다. 조직에서는 상호의존적으로 원활

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신뢰는 누군가의 믿음과 기대에 기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형성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상대의 기대에 부

응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무의 수월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신뢰 형성을 

중시하였으며, 신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학

교 신뢰 훼손의 하위범주로는 ‘대외 이미지 실추’와 ‘규정 및 절차 미준수’

로 나타났다. 

1) 대외 이미지 실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 상품의 브랜

드를 고려한다. 상품에 대한 기존의 축적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이때 말

하는 축적은 그동안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신뢰도

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브랜드는 신뢰라는 가치에 대한 하나의 

보여지는 척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교장들은 학교도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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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고 있었다. 즉, 학교구성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대외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 쉬우므로 좋은 학교로 보

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퍼질 경우, 곧

바로 불필요한 민원과 연계되어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고 이에 따른 학교의 

제 기능을 못 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일부 학

교장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학교의 신뢰를 얻기 위

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HP1 교장은 학교의 홍보와 이미지를 쌓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였으며, 외부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

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MP4 교장도 동일하게 학교 외부

에 알려져 학교의 신뢰가 떨어지고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EP6 교장

도 언론에 비치게 되면 사실보다 더 불거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

해 유의하고 있었다.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사실보다는 왜곡으로 인

한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HP1: 홍보도 중요하니까 학교라는 게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지역 신문

에서 다룬 건 좀 안타까운데 대응하긴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또 대

응하면 실제로 그다음엔 더 나쁜 기사를 쓰거든요…. (중략)…. 특히 이

런 공공기관은 참 되게 대응하기가 어렵죠. 좀 무기력합니다만, 때론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MP4: 외부에, 언론에 알려지는 걸 굉장히 그, 두려워하거든요. 학교나 

모든 기관들이. 별거 아닌데도 언론에 나왔으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집약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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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면 언론에 이제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 거죠. 또 이럴 때는 책임추궁이 들어오거든요 언론에 

나가게 되면. 담임선생님은 뭐했나, 학교에서는 뭐했나, 막 이런 식으로 

추궁이 들어가니까 이제 선생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노력은 그만 도외

시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EP6: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학교 입장을 대변해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

의 입장, 그것만 가지고 자극적으로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언론에 드러

났다 하면 이제 이게, 이만했던 것들이 이렇게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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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 및 절차 미준수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구성원들의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위반을 민감하게 

문제로 인지하였다. 규정과 절차는 공동으로 정한 규약으로 대다수가 발생

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 때문

에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경우 자체가 문제의 가능성이 높고, 신뢰의 가장 

밑바탕에 있으므로 이를 어겼을 경우 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

다. 법과 규정은 사람들을 강제로 실행하게 만들고 최후의 수단으로도 작

용하고, 미실행 시 상응하는 처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이러

한 위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를 방치

를 할 경우, 지금까지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해온 구성원들로

부터 조직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제기로 불거져 결국 학교조직과 학교장을 

불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의 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학교구성원이 규

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무원, 교사라는 신분

에 따라 규정에 따라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중시하였다. 특히 본보기를 보

여야 하는 교사라는 직분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어기게 될 경우 불신을 키

우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도 규정과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

을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몇 번의 기회는 부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

칙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학교공동체의 기본적인 규

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HP3 교장은 교사 유튜버 문제 상황에서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MP6 교장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르

는 것을 강조하였다. HP1 교장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로 규정 

위반에 대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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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3: 국가 공무원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 행위가 법에 접촉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민원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첫째 행정부 직원에도 유튜버 하는거저기 허락 안했다가 허락하는 쪽

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작년엔가 공문 왔어요. 허락하는 거. 

공무원들이 겸직이 안되잖아요 원래. 근데 유튜브하기 위해서 학교장

이 겸직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MP6: 이렇게 딜레마 상황일 때는 법을 기준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천 명 이상일 때, 특히 이제 팔로워, 그 어떤 기

본... 행정지침이라 해야 할지 법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그 근거에 의

거해서 각 시도별로 이 또, 개인 유튜버 활동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어, 막는 것도 있고

HP1: 생활지도를 잡아주는 것도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거에 반대하

는 선생님도 있고 생각이 틀린 선생님도 있지만. 애들 생활 규율이 이

런게 잘 잡혀있어야 선생님들이 어 가르칠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학

습 방해를 하는 학생은 처벌을 받네? 이거를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선

생님도 인식했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나. 학교운영의 마비

효율적인 학교운영은 학교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노

력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인

적·물적 자원과 시간, 정보 등을 투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서정화 외, 2002). 학교경영에서 효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 안에서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장은 비효율적인 학교운영 문제를 주의하고 있었

다. 조직의 비효율성은 성과나 구성원들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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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의 하위범주로는 ‘다양

성에 따른 마찰’, ‘자치공동체의 비활성화’, ‘교육 기능의 장애’로 나타났다. 

1) 다양성에 따른 마찰

연구참여자들은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성원의 마찰에 대해 민감

한 문제로 인지하였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함에 따라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소지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구성원의 합의를 이루어야 할 때 민감한 문제로 받

아들이게 된다. 

학교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가치지만 학교를 이

끌어가는 학교장으로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 다양성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마찰은 구성원들의 소통을 가로막아 각기 다른 생

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학교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어렵게 되며 동시에 조직문화 및 구성원 간 신뢰 관

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성에 따른 소통의 어려움은 공통으로 난해

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HP2 교장은 학교구성원의 다양성 관리의 어려움을 언급하였으며, EP1 

교장은 학교의 내부 조직 간의 차이로 인한 불통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

다. EP8 교장도 마찬가지로 직원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학교는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학교장이 입장에서 더욱 주의

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HP2: 갈등관리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

는데 이 다양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학교 안에. 그 다양성은 학생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외국 국적의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의 다양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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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교감선생님이 이쪽 행정실과의 갈등? 불통 문제 이런 것들도 있

고요, 돌봄전담사라든지 그다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유치원도 무시 못해요.

EP8: 정말 교장은 바쁘다. 다 살펴봐야 되고 다 지원해줘야 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 심지어 요즘 공모직원들께서 여기 일반직원들. 옛날에는 

교사밖에 없었거든요, 또. 교육직, 행정직밖에 없어서. 요즘은 비정규직

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엔 정규직이 다 되었지마는 계약직분들 공모직

분들. 이분들이 요즘 또 만만치 않아요. 그분들도 노조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뭐 업무 의외에 뭐 소위 말하는 갑질. 생각도 못 합니다. 예. 그

러니까 학교구성원이 너무 다양하니까 여기에 대한 교장의 고민과 갈

등. 또... 뭐라고 할까요 그 인내... 해야할 부분들이 정말 골치가 아프다.

2) 자치공동체 비활성화

학교에는 각 주체 마다의 자치공동체가 존재한다. 학생들은 동아리나 학

생회, 교사들은 전문적학습공동체, 동학년협의회, 학부모는 학부모회 등 다

양한 형태의 자치공동체가 있다. 이와 같은 자치공동체는 민주적이고 자율

적으로 운영되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구성원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

요한 기제로 작동된다. 

특히 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에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지혜를 모아 문

제를 해결하고 이와 같은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체적

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전이가 되거나 확산하여 또 다른 문제를 초

래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구성원들의 성장에 제약이 따르기 때

문에 이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의 관점과 구성원의 성장 관점에서 

각 학교의 자치공동체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공

동체의 운영이야말로 학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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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자치공동체의 활동만으로도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

한 기제가 되며,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문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의 구성과 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

은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EP6 교장은 학교 안의 교사 자치공동체가 운영됨으로써 교사들의 성장

과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MP3 교장과 EP1 교장은 

문제해결을 할 때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동학년 협의회 등 동료 교사의 공

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EP6: 배움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자주 만나고 선생님들이 동료교사와 

어... 그런... 의견개진을 통해서 해결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

에 이 선생님, 이 선생님한테도 그러한 것을 한번 자문을 하는 것이 좋겠

다. 이런게 활성화가 안 되어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MP3: 선생님 혼자선 절대 안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제일 좋은게 뭐

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다. 이게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EP1: 동료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안에는 동학년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3) 학생 수업권의 침해

학생의 교육을 통한 성장은 학교의 가장 기본이면서 본질적인 기능이

다. 학교장들은 학교의 학생 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주의하였다. 학생들의 교육 활동의 방해를 받거나 피해가 생기는 

요소가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 기능의 장애는 학

교장의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

업권의 침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으로든 학생의 교육이 우선

시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실행에 차질이 생길 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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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였다. 

MP6 교장은 학생의 수업 방해에 따른 교육 기능의 장애 문제가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EP6 교장은 교사 유튜버 문제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EP8 교장은 학부모의 

민원 문제로 인해 나타나게 될 학교의 교육 기능 장애에 대해 민감하게 받

아들이고 있었다. 

MP6: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 있어도 그만 없

어도 그만 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젠데, 학교... 학생, 

그 수업 방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교실 전

체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 이 반에 들어가는 모든 선생

님들이 영향을 엄청나게 또 받아요. 그런데 그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

스와 이것이 그...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장기화, 

결국은 한 학기든 한 달이든 이 수업 전체를 다, 그 반이든 그 학년이

든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EP6: 또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담임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P8: 교무실에서 한참 난리를 피길래 가자 교장실에 가서 조용하게 얘

기를 하면 좋겠다. 조용한게 어딨냐 빨리 불러오세요. 담임 불러와서 

나는 담임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그 교실 찾아가보고 

싶다. 아...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 학부모에게 맡겨다놓으면 교

실에 가서 담임선생님 멱살을 잡을 거고, 그 아이가 보이면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버릴거고, 그러면은 교육활동 자체가...

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

자발적인 변화와 강제적인 변화는 차이가 있지만, Marris(1975)는 현실 

세계 속의 모든 변화는 상실과 불안, 투쟁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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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Marris(1975)에 따르면 “변화를 추구하든 저항하든, 변화가 우연히 일어

나든 계획적으로 일어나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든 변화 

대상자의 관점에서 보든, 개인의 관점에서 보든 기관의 관점에서 보든, 변

화에 대한 반응은 상반되는데,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변화의 의미가 처음

부터 분명하게 이해되기는 어렵다.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는 늘 양면성이 

따른다.”라며 변화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 내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따른 변화를 유도하는 

변화주도자의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변화 저항에 맞부딪치는 문제를 겪게 

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의 하위범주로는 ‘비합리적인 관행 고수’, 

‘비전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나타났다. 

1) 비합리적 관행 고수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관례에 따라 업무를 하는 방식을 관행이라 한

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으나 그 자체가 

업무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행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방식이 합리적인

지 따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비합리적인 관행의 고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

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기존의 관행이 학교장이 명분과 실리가 없

을 때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가졌으며, 합리적으로 재검토

를 실시하고 있었다. 

HP2 교장은 관행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

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MP2 교장은 상황 문제 중 학교의 배경정보에서 학교의 위원회 

구성을 보고 과도한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문제시하였다. MP2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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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불필요하게 지속하여 온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HP2: 학교 안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해왔던 형태의 방

식이, 관행 같은 거가 있어요. 관행 아니면 이게 몸에 딱 굳어버린 패러

다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 해체를 하고 좀 발전

적으로 혁신해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근데 지금은 매뉴얼에 갇혀 있

는 학교야. 그러니까 어, 보신주의도 좀 있고 매뉴얼 속에 갇혀있고 그

냥 운영원칙 같은 것들, 이런 속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가 더 이

상 발전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해체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용기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야.

MP2: 자신이..이렇게 통폐합하면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

은 거에요.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교무연구, 뭐 학생은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세분화 되어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서 어..이렇게 내려오는 그 방식에서 하는데.. 

2) 학교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동상이몽

학교의 비전과 정체성은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비전과 정

체성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학교장 리더십의 핵심

으로 볼 수 있다. 학교장들이 학교의 비전을 구성원들이 설정하고, 학교 게

시판에 학교의 비전을 게시하며,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설정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으면 

모래알과 같은 학교로 전락하고 만다. 어떠한 혁신도 의미가 공유되지 않

으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듯(Marris, 1975) 비전과 변화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전체의 

목적과 맞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학교에 관한 생각이 각기 다르면 구성원들

의 마찰이 많아져 결국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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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비전과 정체성의 명확한 정립과 이에 

따른 실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였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학

교의 비전이나 정체성이 학교구성원의 상황을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민

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HP2 교장은 상황문제 중 비전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에 유지되어온 학

교의 비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았다. 특히 이는 학

교의 주인의식과 연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었으며, 학교장으로서 유념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MP4 교장은 비전의 경우 1년 내내 충돌되는 

문제로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HP2: 여기는 선생님들이 주인이 아닌 학교죠. 선생님들이 다 지금 사실 

따로따로 놀아요.  왜냐면, 새로 전입한 선생님이 반이에요. 40명 정도 

되니까 이 양반들을 누군가 이끌어줘야 하는 건데 이끌어줄 만한 사람

이, 50대랑 60대가 적고. 또 이 지역에 학교문화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들

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 5년 전에 만들어진 건 또 아니야. 왜냐면 

2015년도에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까지도 처음에 개교할 때 

만들어진 교육목표나 교육비전 가지고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주인의식이 없는 

학교예요. 그냥 흘러가는. 

MP4: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주 하루종일 1년 내내 충돌되는거라. 

교장 선생님의 철학은 이러하고 다른 직원들의 철학은 나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해서 추진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

에 너는 너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고 막말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롯이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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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관 특성

본 절에서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관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고관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판단과 결정 시 

보이는 일관적인 관점을 의미하는데, 이때 드러난 다차원적인 사고관의 특

성은 학교장이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

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와 같은 사고관은 인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방향성과 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의 일관성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사고관 특성은 크게 ‘시

스템 사고’, ‘민주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아

래에서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가. 시스템 사고

‘시스템 사고’란 학교를 하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차원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시스템이란 각 시스템

(system)이란 그리스어 ‘systema’에서 유래된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련된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집합체를 

의미한다(김상욱, 2013). 이 정의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련된 구성요소(교육체계, 교사, 학생, 학교 공

간 등)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자

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양한 외부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지닌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장은 학교의 전체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전

체적으로 이해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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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 사고의 하위범주로는 ‘구조적 사고’, ‘순환적 사고’, ‘통합적 

사고’로 나타났다. 

1) 구조적 사고

‘구조적 사고’는 문제해결 시 구조의 각 요소와 체계성을 파악해 시스템

적으로 접근하려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가 행태를 결

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접근법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임영채, 2019). 문제해결에 급급해 개별적인 사안으로 일회적인 처

리를 하게 될 경우, 문제의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발생

에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관점이

라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학교장에게는 이와 같

은 사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조적 사고는 또한 학교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과

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의 근본 원

인을 파악하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에도 각 요소의 연계성과 영향에 대

해 고려를 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시스템 차원의 개선을 이룰 수 있다. 

EP2 교장은 구조적으로 젊은 교직원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 학교에서

의 경영상 어려움을 예상하였으며, HP4 교장은 학교의 시스템에 관한 생각

을 드러내면서 학교의 요소들이 변화해도 시스템의 구조가 체계적이면 문

제가 없다고 하면서 구조적 사고에 대해 언급하였다. 

EP2: 그리고 2~30대 교직원 비율이 60%가 되는 것으로 봐서, 교직원들 

간의 협업 관계보다는 교사 스스로 단독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교육활

동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라는... 그 나의 개성을 독특하게 드러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

니다. 지나치게 젊은 층이 많은 것도, 학교가 조화롭게 움직이는 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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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점... 불편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P5: 그런데 학교라는게 교장 바뀐다고 바뀌고 선생님들 바뀐다고 바

뀌고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스

템을 만들어놓고 나면은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조금씩 더하고 빼고 하는 건 하더라도 큰 흐

름은 잡아줘야 되지 교장 바뀌고 선생님 바뀜으로 해서 막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볼 때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다고 생각을 했고.

2) 순환적 사고

‘순환적 사고’는 의사결정의 결과와 그것이 다시 학교 시스템에 미칠 영

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려해보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결과가 미칠 영향을 판단하고,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여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고이다. 이는 단기적이고 일회

적인 차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으

로 볼 수 있다. 

반복적인 문제의 발생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가능 한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여 학교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학교장들은 긍정적인 환류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교의 규정을 정비하거나 표준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연수를 통해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P3 교장은 교사들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

하고, 동시에 문제를 줄이고자 매뉴얼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매뉴얼화

를 통해 반복적인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EP3 교장은 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하지만 동시에 규정을 정해서 공동의 실천방안을 합의하

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EP4 교장은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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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라는 방법을 통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었다. 

HP3: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또 올해에서 부족한게 있으면 내년에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이거를 매뉴얼화해라. 그러면 시스템화 

하는겁니다. 왜. 사람이 바뀌어도.

EP3: 본인 스스로 이제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

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자라는 규정을, 약속

을 정하는 거죠.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그 다

음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EP4: 서로 교차로 돼서, 서로 교차 검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볼 거 두 번 보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한번 거르는 작업. 그러면 

좀 나을 것이다.

3) 통합적 사고

‘통합적 사고’란 학교를 부분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 최적의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부분적인 정보가 아닌 전체와 연관 지어 

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학교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문제 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아

니라 학교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전체를 한 번에 아

우르는 시각을 가지면 통찰을 통해 문제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되어 

본질적인 문제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분 최적화이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소 중 일부만 최적화가 될 때 단기적 차원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임영채, 

2019). 흔히 부서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공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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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MP2 교장은 상황 문제를 파악하는 데 제시된 과제들이 가진 공통적인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HP2 교장은 제시된 문제들이 갖는 연

계성을 파악하면서 학교의 문제가 결코 독립적이고 분절적이지 않음을 설

명하고 있었다. EP2와 HP4 교장도 이와 관련해서 학교문제에서는 독립적

인 사항은 없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들 학교장은 학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다뤄야 함을 언급하였다. 

MP2: 어떤 문제는 그 문제와 연결돼서 파생된 뿌리를 같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전

체적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저도 맨 처음에 와서 부서별로 오기 전에 

부서별로 브리핑을 해달라. 

HP2: 기본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학교가 신설학교라 얼마 안 됐

죠.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모의 관심도는 되게 높은데 이 

점에 비해서 학력은 중하위권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두 부부가 같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집에서 케어가 약간 안 되는, 맞벌이 부

부가 되게 많은 거고. 학교는, 학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학교의 

기본적인 어떤, 이를테면 모토건 뭐건, 기본적인 방향 같은 것들이 설정

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향성 같은 것들이 약간 안 되

어 있고. 교사는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고 교사는 젊은 사람이다보니까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활동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기반도 좀 약간 있

는 것 같고……. (중략)…. 다 연관이 있어요.

EP2: 학교문제에 독립이 어디있어? 다... 거기지... 연계되어있는데... 

음....... 만약에 소통 공간, 뭐 이런 것들. 교사 동아리, 자율활동, 뭐 이

런 교사의 발언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우리 학교 잘 되어있는 학교였

다면, 이런 문제 안 생기고 이런 문제 생기기 전에 이미 대화가 이루어

졌겠죠. 선생님,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고 동료 교사들한테 

자문을 먼저 구하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구나 

안 일어나고, 업무 분장 이야기는. 그 다음에 민원도 같이 해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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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드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해서 같이 서로 협력하

는... 그러니까 이건 다 연관되어있는...

HP4: 아무리해도 교장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남보다 두 개 세 개

를 더 고민하게 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 민주적 사고

민주적이라는 뜻은 구성원이 결정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교

교육의 목표설정과 경영계획수립, 실천, 평가 등 학교경영의 제반과정 및 

영역에 걸쳐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한과 책

임의 위임과 분산을 통해 공유하는 것(서정화 외, 2002)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적 사고’란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교장의 단독적인 판단을 지양

하고, 투명한 절차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추

구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사고에 기반한 참여적 의사결정은 학교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사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

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는 것(김선욱, 2004)을 

의미한다. 참여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Griffin(1984)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

을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대체안을 생성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의사결

정이 쉽게 수락되고,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며, 더욱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들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의사

결정의 방식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에 대한 양면성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양한 

가치들의 수렴을 겪는 절차를 거치면서 의도에서 벗어날 때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적 사고’의 하위범주로는 ‘개방 및 공유 지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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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적 사고’, ‘타협적 사고’로 구분되었다. 

1) 개방 및 공유 지향 사고

‘개방 및 공유 지향 사고’란 투명한 공개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구성원

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려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알고 있을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어야 구성원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학교의 업무

에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고, 책임을 지는 일의 경우 의도적

으로 회피하는 경향성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고민하게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원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도록 판단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수집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을 

타인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 혹은 우리의 문제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며, 이

에 따라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P4 교장은 직원회의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EP5 교장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P7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이 수준이 높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질

이 높아짐을 설명하였다. 

EP4: 직원회의가 있는데, 직원회의라고 하면 일방, 지시형으로 얘기하

니까 교무회의는 뭐냐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야. 교장을 

들으려고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지시로는 안돼. 그래서 학년별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아 다른 학년은 

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아 저희 학년도 이런 문제 있었어요. 그러

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들이 의견을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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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5: 그다음에 학교가 이루어지는 일이 공개 못 할 일이 뭐가 있습니

까? 나는 다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가 공개 못할까? 뭐 초상권 

같은 건 안되겠지. 학생들 지금. 개인 정보나 이런 것 외에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 오픈돼야지. 서로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해서 학생들이 스

스로 우리 학교 학칙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EP7: 선생님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관심이 많고요. 교육에 관심이 많아

서 다룬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질 높고, 수준들이 높고. 굉

장히 정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위임적 사고

‘위임적 사고’란 의사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도 구성원들에게 의

사결정 권한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절차를 거쳐 구성원들의 성장

을 지향하는 사고관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려는 것

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한을 구성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이 스스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행동의 근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적

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치환하여 참여 몰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빠른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전체의 생

각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빠른 

것이 독이 되는 경우로 드러난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고 교사들과의 소통

이 잦은 경우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의 시간이 거쳐진 상태에서 의사결정

이 이루어졌을 때 한번에 결정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될 수 

있었음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추구할 때 구성원들은 

스스로 결정하게 되어 저항이 없고,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더 

효과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때문에 의

사결정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 것을 연구참여자들은 절감하고 있었다. 

EP3와 EP7 교장의 경우 구성원 전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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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 번에 구성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처리되며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방

식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사

결정이 결국 구성원들의 이해를 통해 그들의 성장을 가지고 온다고 판단하

고 있었다. EP4 교장은 중간에 교감에게 적절한 위임을 통한 권한을 넘겨

줌으로써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 

EP3: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안건으로 

교직원 회의시간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다른 형태로 가져와서 이 부

분에 있어서 사전에 이제 하겠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해

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

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회의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제 담당자를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거 혹시 해보실 분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

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모든게 한방에 결정도 다하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결재 한방으로 그대로 추진되고 그 결정에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EP7: 학교의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판

단해라. 이제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그 전과 달리 자율권을 상당히 준

다 이거죠. 이런 활동들이 결국 선생님들을 성장시키는 거죠. 

EP4: 그 다음에 제가, 왜냐하면 이 위계를 건너뛰면요, 그 다음 학교 모

든 일이 다 안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교감한테 힘을 실어줘야돼요. 그

래서 역할을 나 혼자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문제해결 안돼. 교감한테

도 일거리를 줘야돼요. 그래서 교감이 자기가 또 아 내가 이번 문제 해

결했어. 자기 이렇게 뿜뿜, 어깨가 뿜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다음에 

또 하죠. 그런 기회를 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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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협적 사고

‘타협적 사고’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

해 적정선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하

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대부분 다수 구성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타협적 사고란 학교장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순응적 사고를 의미한다. 

학교장의 관점에서 교사들의 안이 항상 최선의 대안이 아닌 경우가 있

어도 교사들이 합의해온 결정 사안에 대해 쉽게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못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사들이 힘이 강하거나 소규모 학교일수록 이

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 집단사고에 빠지기 쉬우

며 학교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 

이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장이 

업무지시를 해도 인사명령권이 없으므로 해고나 전근을 바로 보낼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징계의 권한이 있으나 다른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게 대안을 마련해오더라도 속앓이

를 하거나 적정수준에서 만족하는 때도 있었다.  

HP4 교장은 해당 담당자가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 소홀하더라도 어떨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했으며, MP5 교장은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

도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낫다

고 언급하였다. MP6 교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HP4: 예를 들면 우리 정보부에서 컴퓨터 관리하고 이런게 되는.. 하는

데... 관리가 안되더라고요. 뭐.. 이... 넷PC식 넷PC 지킴이라든지 이런거 

하고 나중에 한거 데이터 나온거 보면은... 아 그거는 그날 이리 잠시 

시간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항상 내가 볼 때는 80프로에서 이리 되고 

근데 내가 볼때는 80퍼센트가 나쁜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잠시 이

렇게 하면 되는 건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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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앞에 앉아있는 거는 되는데 특별실 이런게 이제 안되는거

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장 같으면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야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는

거... 고마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MP5: 그게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래도 옆에서 같이 조력해주는 사람들이 

뭐랄까, 행복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MP6: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열중쉬어 하고 

어... 그냥, 바라만 보고,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체되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력이나, 미래의 교육환경에 

도전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 전략적 사고

경영 분야에서 ‘전략적 사고’란 기회와 문제점을 광범위한 관점에서 분

석하고 여러 사람의 행동이 조직과 팀의 앞날 혹은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일(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9)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장에게 ‘전략적 사고’란 학교장에게 주어진 상황(환경

과 인적, 물리적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학교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즉, 학교의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

결에 집중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가용자원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의사결정

은 학교의 본질과 목적에 따른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기본

과 강점에 초점을 맞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전

략적 사고의 하위범주로는 ‘강점지향 사고’, ‘변증법적 사고’, ‘목적 중심 사

고’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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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점지향 사고

‘강점지향 사고’란 의사결정을 할 때 약점보다 강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활용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학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

략을 활용하는데, 이때 학교 내부와 외부의 차원에서 강점을 찾고, 이것을 

활용한다. 

학교의 현실적인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에 따라 경영을 해나

가야 한다. 특히 학교는 구성원이 다양하며, 그 안에서 능력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학교장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잘하는 부분을 발굴해 주는 것이야말

로 학교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장은 개인이 지닌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적

재적소’가 주요한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개인이 드러낸 약점

은 신경 쓰지 않거나 과감하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EP1 교장은 젊은 교사와 원로 교사들의 각자가 지닌 강점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MP3 교장은 교사 유튜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강점에 집중하여 판단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P1: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의 경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키워주는 쪽

으로 가는 게 맞고, 원로 선생님들은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 분들

이 또 무게감은 있어요. 그분들은 민원이 거의 안 나요. 학부모들하고. 

노련함, 노련함. 그걸 이용하는게

MP3: 아주 그 교사로써는 뛰어난 유튜브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독특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 그.. 어떤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랄까 조금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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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문제의 복잡성이나 심각성이 심해진 상황에서 학교 내부에

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부의 강점을 활용한다. 즉, 학교의 문제는 대

부분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수행하지만, 전문적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경

우, 문제해결에서 전문가의 권위가 더 효과적일 경우에는 학교장들은 과감

하게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는 교

사가 모든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

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P1 교장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음을 언급하였으

며, HP2 교장도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지만, 외부 전문가와 협조했을 때 효

과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MP6 교장

도 적극적인 상담전문가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EP1: 이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듣냐하면 최소한 상담전문가 또는 의

사의 얘기를, 그 권위에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상

담전문가가 의료지원, 의료처방을 권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

서 한번 심리검사를 받아보면 분명 처방이 나오고 그러면 약을 투입하

면 아이가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럼으로써 아이가 안정화

가 되면 그만큼 학습효과가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는 이 아이는 학습이 

거의 안 돼요. 따라서 이건 학교와는 별개인 외부 전문가를 통하는 것

이 훨씬 나아요.

MP6: 별도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서 이 아이를 상담시키고, 그 상담하니까 결국은 학부모, 부모상

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모 전부 두 분 다 오시라고 해서 부모상

담 받게 하고…. (중략)….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한 달 지난 후에 엄

청 좋아졌어요. 한 달 지난 후에. 그리고 음... 학부모도 엄청 만족해하고,

2) 변증법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란 철학의 변증법에서 말하는 정반합의 논리를 기반으로 

기존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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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정립한 정반합(正反合, 독일어: These, Antithese, Synthese, 영어: 

thesis, antithesis, synthesis)은 철학용어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의 일종이다. 

헤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것으로, 기본적인 구도는 정(테제)이 그것과 상

반되는 반(안티테제)과의 갈등을 통해 정과 반이 모두 배제되고 합(진테제)

으로 초월하게 되며 이러한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

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다(두산백과, 2020).

이와 같은 변증법적 사고는 모순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과 같이 이해관계자 사이에 첨

예한 갈등상황에서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 때, 어떤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제3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 각각의 입장을 모두 절충하여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HP1 교장은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 사이에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일차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고려해

야 문제가 해결됨을 언급하였다. HP4 교장은 부장교사 실무교사 간 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대립이 있을 때 제3의 업무에 관한 임시조직(Task Force)

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었다. 

HP1: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의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돼요. 학교장은 어느쪽으로 가도 욕을 먹게 되어있어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HP4: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부장선생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려

고 하면 분명히 부장선생님들 업무는 교육 과정하고 교육 정책 중심으

로 추진하다 보면은 실제 선생님들의 반발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못된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TF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걸 하고 싶은데 교장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자기들이 의논해서 하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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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 중심 사고

‘목적 중심 사고’는 학교의 목표인 학생성장과 이를 위한 교육 기능을 

중심에 두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의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의사결

정의 일차적 고려대상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이

고 세부적인 방법(How to do)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고, 해결해야 

할지(What to do)를 고민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목적 중심 사고

로 문제의 해결방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교운

영에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핵심 목적을 가장 우선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잡무나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

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기본과 본질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전시행정이나 비합리적인 관행, 학생들의 성장과 관계없는 

사업을 과감하게 줄이고, 특히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많으면 이에 대한 업

무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의 맥

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연구참여자

일수록 학교의 본질에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P4 교장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대해 학생 중심으로 설득하

고 있었으며, MP6 교장은 업무를 추진할 때 학생과 효과성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EP5 교장은 교사의 업무 과중

으로 인한 교육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 업무가 추가되면 그만큼 덜어주

는 것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MP4: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을 가운데 갖다 놔보자. 애들 갖다 놔보고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게 더 선생님들 생각하고 교장, 교감 생각

하고 어느 게 애들 입장에서 좋겠노?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

면 우리 선생님들 거짓말 안하거든요. 아무리 주장이 강하다하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으면 교장하고야 의견 충돌이 있을지 몰라도 중간 매개 

역할 하는 아이들 갖다 놓으면 그 말이 이제 상처가 아이들한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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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보하죠. 

MP6: 특히 전시성 사업, 그 다음에 그,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학

생들에게 골고루 이게 어떤 효과나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특

정 중심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인지. 교육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분명히 해서, 아무리 교육적 성

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요소가 잠복해 

있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된다. 

EP5: 그러니 한 개 넣으면 한 개 뺄 생각을 해라. 기존에 또 하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잖아. 좀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건 좀 빼고. 그래서 이제 

충분한 토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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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기술 특성

본 절에서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기술의 특성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하거나 선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방법이 존재한다.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인지적 기술

로서의 사고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특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인지적 처리 기술을 통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사고기술이

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인지적 조작 능력 및 처리방식을 

의미하는데, 문제해결에 활용되는 인지적 조작과 방법에 따라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지며 적용 가능성이 커 학습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용한 측면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장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인 사고기술의 유형과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사고유형 특성은 크게 

‘효과성 초점’, ‘안정성 초점’, ‘관계성 초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아래에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사고기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효과성 초점

‘효과성 초점’은 학교장이 학교운영 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

적으로 활용되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효과성은 다양한 차원으

로 대표된다. 학생들의 성취도, 구성원들의 만족도, 학교평가 점수 등 각 학

교의 맥락과 학교장이 목표한 사항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바라보

는 효과성은 달라진다.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교육적 기대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대다수 학교

장의 책무와 관련이 되어있다. 효과성 초점의 하위범주로는 ‘교육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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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 ‘투입-효과 산출’, ‘일관적인 비전 정렬’로 구분되었다. 

1) 교육적 가치 재해석

‘교육적 가치의 재해석’은 문제의 의미를 교육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문

제의 원인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규정하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개념을 교육적인 가치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장은 행

정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교육적 판단을 해야 할 책

무가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교육적 판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인지적 차

원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교육

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성격에 관해 재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문제 이면에 전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표면적인 현

상이 아닌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교육적인 가치로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MP1 교장은 젊은 교사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교수학습방법 개

선에 좋은 학교라고 본인만의 교육적 관점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HP2 

가상의 학교문제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통해 “학교의 구성원이 주인의식이 

없이 따로 논다.”라고 그의 관점에서 재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P3 교장은 교사가 부적절한 규정을 가져와 휴업을 요청하였을 때, 교사

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판단을 내려 문제를 재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교사의 광의적 해석을 반려하였다. 

MP1: 젊은 교사가 많다... 들여다보니까 어... 교수학습방법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다. 젊은 교사가 다수이기 때문에 교수학

습방법 개선하는데 상당히 좋은 여건이다.

연구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학교의 특성을 봤을 때 학교 안의 문화

는 어떤 느낌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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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2: 여기는 선생님들이 주인이 아닌 학교죠. 선생님들이 다 지금 사실 

따로따로 놀아요. 왜냐면, 새로 전입한 선생님이 반이에요. 40명 정도 

되니까 이 양반들을 누군가 이끌어줘야 하는 건데 이끌어줄 만한 사람

이, 50대랑 60대가 적고. 또 이 지역에 학교문화 같은 것들이 이미 만들

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 5년 전에 만들어진 건 또 아니야. 왜냐면 

2015년도에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올

해까지도 처음에 개교할 때 만들어진 교육목표나 교육비전 가지고 지

금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주인의식이 없는 학교예요. 그냥 흘러가는. 

HP3: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되어있다. 다른 학교가 이렇게 

하고.. 다른 학교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한 걸 나한테 하라

고 해서는 부장님 옳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학

교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 자, 나의 권한인 것은 맞습니까? 내가 질문

을 해요.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이건 나의 권한입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 못 합니다.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달래. 이거는 광의적이

고 협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 판단이 100% 맞다고 생

각합니다.

2) 투입-효과 산출

‘투입-효과 산출’은 사전에 투입된 시간과 노력 대비 나타난 결과에 

대해 예상해보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인적, 재정적, 시간적 자원은 한정

적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전 효과성에 대한 사전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학

교가 설정한 소기의 목표에 대해서는 효과성 파악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달성 가능성 유무를 사전에 가늠해봄으로써 전략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상하였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판

단하고 그중 가장 효과가 높은 결과를 선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투입대비 효과성에 대한 측면으로 전문가들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에서 나타나는 복잡다단한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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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문가가 보이는 성과가 그들이 인식할 때 투입대비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HP2 교장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투입 조건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EP1 교장과 MP6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투입이 학교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학

생의 개선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언급하였다. 

HP2: 일단 학생이 과잉행동을 하게 된 원인분석이 좀 약간 필요하다고 봅

니다…. (중략)…. 만약 병리적인 것이라 한다면 적절하게 병원치료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학생지도를, 그러니까 학생의 생활 상담 같은 것

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이 학생은, 이게 지금 다른 형태의 적절한, 이

를테면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화를 한다거나 

효과를 비교해 판단할 상황이 약간 필요한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EP1: 이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를 듣냐 하면 최소한 상담전문가 또는 의

사의 얘기를, 그 권위에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상

담전문가가 의료지원, 의료처방을 권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

서 한번 심리검사를 받아보면 분명 처방이 나오고 그러면 약을 투입하

면 아이가 좋아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럼으로써 아이가 안정화

가 되면 그만큼 학습효과가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는 이 아이는 학습이 

거의 안 돼요. 

MP6: 별도 예산을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외부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서 이 아이를 상담시키고, 그 상담하니까 결국은 학부모, 부모상

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모 전부 두 분 다 오시라고 해서 부모

상담 받게 하고…. (중략)…….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한 달 지난 후

에 엄청 좋아졌어요. 한 달 지난 후에. 그리고 음... 학부모도 엄청 만족

해하고,

3) 일관적인 비전 정렬

‘일관적인 비전 정렬’이란 학교의 비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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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지으며 일관성 있게 일치시킨 것을 의미한다. 비전은 공동의 목표를 

인식시키며, 학교의 구성원을 한데로 묶고, 공동체 속에 일체감을 강화하

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그들이 손수 비전을 만드는 데 동참했다

면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실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

분 연구참여자는 학교 비전과 관련한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학교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설정한 방향(비전)은 자칫하면 듣기 좋은 구

호로 끝나기에 십상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비전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연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비전을 망

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있는 비전을 

지속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다양한 곳에 게시하여 구성원

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비전과 어떤 연관

이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있었다. 

EP5 교장은 학교 비전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

신을 소개할 때 마다 학교의 비전을 강조하고 있었다. HP2 교장은 학교 

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유도하고 있었다. 

EP5: 근데 비전을 계속 활용을 해야 해요. 이게 어, 행복한 오늘과 미래

를 함께 그려가는 배움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장선생님. 이렇

게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설명할 때, 학부모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

는 그냥 교장선생님 오셨습니다. 하지 말고, 저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배움터 우리 같이 만들었잖아, 저

기. 행복한 오늘과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배움터 OO초등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EP5 교장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라는 거지, 내가 교무보고.

HP2: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비전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구성원

들이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선생님들 모

시고 이런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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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정성 초점

‘안정성 초점’은 학교장이 의사결정 할 때 예상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계산하여 예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에 특화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장의 직무의 특성상 안정적인 학

교운영 추구를 해야 하며, 구성원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발휘되는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위험은 비단 최근에 두드러진 학교 안전과 관련한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

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특성에 

기인해 이와 같은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안정성 초점의 하위범

주로는 ‘선택에 따른 위험 추산’, ‘신뢰로운 최신 정보의 추구’, ‘플랜B의 

고려’, ‘의도적 판단유보’로 구분되었다. 

1) 선택에 따른 위험 추산

‘선택에 따른 위험 추산’이란 의사결정 시 직면한 상황과 선택할 대안의 

영향의 위험도를 따져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과 안정의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따져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

를 통해 계산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선

택하기보다는 반대로 위험과 손실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안이 비슷할 때도 각각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과 선택하지 않

은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판단하고 있었다. 

HP2 교장의 경우 여론이 비슷할 경우 각 의견의 정반대에서 위험요소

가 없는 쪽에 의사결정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MP6 교장은 취지가 좋더

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대해서는 반대하였으며, MP1 교장은 학생들에

게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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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교직원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때는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HP2: 그러면 사실은 그 의견의 정반대를 봐야죠. 그 A안의 정반대 상

황을 보고 B안의 정반대 상황을 봐서 될 수 있는 대로 위험요소가 없

는 것. 위험요소 같은 것들, 아니면 지금 예기치 않은 형태의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생기면 안 되니까, 학교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약간 보수적

이게 되거든요? 학교교육의 테두리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 

MP6: 급식실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중지시켰어

요. 왜? 급식법상 그 안에 들어가려면 소독하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왜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거 해서는 안 된다. 들

어가지 마라.

MP1: 좀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전에? 조건부라든지? 유튜브 활

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

기 뭐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다.

2) 신뢰로운 최신 정보의 추구

‘신뢰로운 최신 정보의 추구’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신뢰로운 출처에 

근거하여 관련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꾸준히 찾고 확인하려는 사고를 의미

한다.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

은 개인 차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먹구구식(heuristic)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찾아낸 정보들이 믿을만한 정보원이 아니면 

오히려 조직에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항상 근거의 출처를 명확하게 살피

고 있었다.  

렌즈모델(Brunswik, 1952)에 따르면 각자는 환경에 있는 여러 단서를 이용

하여 그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표상을 갖게 되는데 해당 단서는 지각자와 

대상 사이에서 렌즈와 같은 매개역할을 한다. 단서가 많을수록 렌즈가 또렷

해지며, 올바른 판단이 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때, 단서와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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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태 사이의 관계는 결정론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정보의 마련은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확인된 정

보는 단기기억에 저장이 되지만 정보가 많아지거나 오래될 경우 재확인을 

하여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신뢰로운 근

거를 토대로 지속적인 최신 정보수집을 통해 내린 의사결정은 구성원들로

부터 신뢰를 얻게 되며 의사결정 시 주도권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

장으로서 전문성을 확장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HP3 교장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EP3 교장도 정보와 지식을 확보를 통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HP3: 저 같은 경우는 20년째 읽고 있으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선생

님들이 그래요 코로나 등교가 계속 연기되고 하는 걸 내가 거의 100% 

맞추니까 매일 모든 것을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교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머리에 든게 있어야지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되는 것이

지. 그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야되고 네이버 신문도 봐야되고 여러가지

를 이렇게 좀, 항상 좀, 그래도 좀.. 공부하는 자세? 그런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

든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법과 관련 규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법과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황판단

을 먼저 해야되요. 상황을 판단하기 앞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어떤게 관계가 될까? 관계되는 관계 법령과 규정과 조례 등을 다 찾으

라고 해요.

EP3: 같이 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N분의 1 이상의 발언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 공부가 되요. 왜 그렇게 가야되는지, 논리정연 조리적으로 

정연해야 되는거죠. 근데 그 부분이 N분의 얼마만큼을, 그래야 위험이 

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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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랜B의 고려

‘플랜B의 고려’란 의사결정의 대안을 마련할 때 동시에 여러가지의 차

선책을 마련하는 대안적 사고를 의미한다. 학교장들은 선택된 대안의 실행 

시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해법을 찾고 하거나 대안이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복안(Plan B)을 마련하여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특히 최선책이 실행되지 않았

을 때 차선책(Plan B)을 마련하거나 예상되는 저항 또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적용될 경우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사

고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실행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가정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는 일종의 창의적 사

고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하나의 이슈에도 문제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선결되어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임을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연관된 다양한 상황적 맥락과 

영향을 받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하나의 이슈에도 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른 해법을 제공하는 방식

으로 문제를 단순히 보지 않고 다양한 층위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HP2 교장과 MP2 교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다양한 원인 가능성을 진

단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방안을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EP8 교장도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식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예상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 

  

HP2: 일단 학생이 과잉행동을 하게 된 원인분석이 좀 약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로서 이 학생을 전학 요청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왜 과잉행동을 하는지, 그게 병리적인 건지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관계

성 같은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인지 교사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반항감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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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것이라 한다면 적절하게 병원치료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되면

서 학생지도를, 그러니까 학생의 생활 상담 같은 것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이 학생은, 이게 지금 다른 형태의 적절한, 이를테면 이런 행동들

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화를 한다거나 효과를 비교해 판단

할 상황이 약간 필요한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MP2: 그 선생님하고 면담한 다음에 그..프로그램을 학급단위 프로그램

을 실시해서 뭐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학생한테 이렇게 해온 것은 이 아이의 이런 면 때문이

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그 학생 자체도 너무너무 이렇게 집중못하고 가

슴이 답답하거나 방해할수밖에 없는 요인이 왔을 때는 신호체계? 뭐 

이런 나는 지금 힘들어요 라고 몇 번 얘기했을 때 특수교실로 옮기

는…. (중략)…. 학부모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 이거. 피

해를 주는 학생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며 앞으로 상급학교 갔을 때 앞으로 상급학교 갔을 때 이게 어떤 식

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가.

EP8: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본인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먹방이라든

지 교육 정책 관련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이슈가 나왔

을까를 들어보면 아마 이 선생님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렇

다면 관리자나 동료 교사는 이제 입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방과 

교육정책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다. 생각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본인은 어떻겠느냐고 처음에 동의를 

구해서 이분에게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설득에 의해서 만약에 수긍을 

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도 반반일겁니다. 아마 설득 잘 안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2차로 한 번 더 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

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아이들

에게서 단순 흥미 또는 뭐 시간 보내기 때우기 식. 학습과 관련이 없는 

그런 활동에 치우치게 되면 학부모들이 민원이 일어날 수도 있고..

4) 의도적 판단유보

‘의도적 판단유보’는 의사결정 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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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판단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나 정확하지 않아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일부러 판단유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판단유보는 선택했을 때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아직 충분히 

계산되지 않았거나, 만약의 실수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고기술

로 볼 수 있다. 

학교장은 구성원들로부터 항상 정확한 판단을 요구받는데, 이를 위해서

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거나 중복확인을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P4 교장은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결

정을 미루었으며, MP2 교장은 학교에 부임해서 바로 업무를 추진하기 전

에 학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HP1 교장은 문제 상황 

속에 나온 교사의 특성에 대해 정보가 충분치 않아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EP4: 거기서 결정을 안 내려버려요.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학교장으로

서 내, 그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밀당이라, 학부모한테 

네. 저희가 교직원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MP2: 그 2월달. 보통 지켜보는게 9월, 10월. 9월달 면담하면서 좀 파악

하고 10월달 움직이는 거 보고 시험 한번. 중간고사 치면 학교 파악이 

어느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부서장들과 해서 내년도에 교육청에

서 강조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HP1: 이 과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의 선생이 어떤지는 사실 좀.. 

장기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 분을 판단하

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회성 문제 제기인지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

에서 문제제 기를 하시는지, 또 이분이 특정 노조를 뒤에 업고서 이야

기를 하시는 건지 진짜 개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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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논의가 문제제기가 됐으면 논의 과정

은 한번 거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다. 관계성 초점

‘관계성 초점’은 학교장이 의사결정 할 때 상대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결정의 주체는 리더이지만 그 결정을 위해서는 

리더 주변의 세계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리더의 인간관계는 결정된 사

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행과

정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Beninis, 

& Tichy, 2009).  

학교장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더불어 실행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연구참여자들도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신뢰 관계를 해치지 않는 각

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관계적 사고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 관

계성 초점의 하위범주로는 ‘의도적 중립’, ‘관점전환을 통한 요구분석’, ‘인

정과 포용’으로 구분되었다. 

1) 의도적 중립

‘의도적 중립’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의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학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의도적으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자

세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느 한 이해관

계자의 손을 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한쪽의 지지를 얻고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학교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

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균형적인 관점은 학교장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에 둘러싸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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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기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각자의 처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변증법적 방식의 문제해결이 요

구되기도 한다. 

EP4 교장은 학교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있

어서 학부모의 입장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했

을 경우 생기는 저항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EP3 교장은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의 관점에서 학교 내부 직원 간의 갈등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있었다. EP2 교장은 의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중재하는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객관적으

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EP4: 큰 행사를 하나씩은 넣으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 

협의를 선생님들한테 워크샵 맡기고 그러면, 이거 하니까 힘들어 빼! 

이렇게 나와버려요…. (중략)…. 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부모하고의 

관계를 얘가 내가 분명 나도 필요 없으니까 싹둑 짤라낼 수 있겠지만 

싹둑 짤라냄에 있어서는 저 사람들이 교장이 오니까 뭣이든 다 안 할

라고 다 없애버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학부모가 날 안 따른다 이거죠. 

EP3: 각자가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부터 시작해서 막..이제 가슴

에 맺혀있는 부분을 풀게 하는 거죠..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하려 하면 

예 일단은 말씀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서 어

떡하면 또 이쪽에서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힘든 게 있었

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쪽 직원들도 이런게 힘든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될지 한번, 그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조금씩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십시

오 그렇게 하면..이제 어느 부분만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중간 정도가 나오죠. 

EP2: 그런데 우리는 또 객관적으로 보고 중재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

는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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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점전환을 통한 요구분석

‘관점전환을 통한 요구분석’은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관점전환은 ‘문제의 당사자

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고정된 자신만의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고를 의미한다. 흔히 역지

사지(易地思之)로 일컬어지는 이 사고방식은 그 사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잘 이해하게 되며,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원동력이 된다. 

상대방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요구분석을 하고, 각자의 이득을 얻기 

위해 밀고 당기면서 합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

다.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하고 이를 주변 환경을 고려해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로 설득을 통해 구성원들

과의 조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P4 교장은 인사 배치 문제에서 자신의 의지와 구성원의 요구 사이에서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EP2 교장도 교사

들이 정해온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추가로 제

시하고 설득하려고 하였다. 이는 HP1 교장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장이 교사

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마음을 얻는 것뿐이기 때문에 지시가 아닌 적

절한 조율을 통해 타협하고 있었다.  

EP4: 당근으로 줄 만한 것들이, 니가, 어.. 내년에 니가 너는 전담을 않

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학년에서 니가 원하는 학년 줄게.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넣어줄게. 니가 끌고갈 사람, 니 

편. 그럼 너 그 학년에 배정할 때 교감선생님한테 힘 써갖고 짜매줄게. 

한 두명은 니꺼. 니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일이 힘들면 사람이라도 니 

옆에서 풀 수 있게끔, 내가 줄게. 그럼, 누구누구 짜매줄까? 그러면 교

장선생님 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줘야돼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들 그쪽으로 짜매줄게. 안 되면 한명이라

도 짜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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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2: 그래서 주로 모여서 얘기하고, 부장들을 모아서. 부장님들, 내 생

각은 오늘 어 소풍을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학년별로 좀 의

논을 해서 의견을 달라. 그러면 부장들이 다시 돌아와서 A의견 B의견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음... 저는 주로 따르는 편이죠. 그게 크

게. 거기에 플러스 아 뭐를 더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플러스 안전에 대

해서 어떤어떤 활동들을 좀 더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교사들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HP1: 선생님들을 우리가 무슨 고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분

들 승진시켜 줄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3) 인정과 포용

‘인정과 포용’이란 이란 구성원들의 다른 시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고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럴 수도 있

다’라는 이해와 인정을 뜻한다. 인정과 포용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

키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이 생각

지 못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여 참여

적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때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는 모습을 보였다. 즉,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변화의 방향이 목적에 부합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P4 교장은 교감과의 면담에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었

다. 또한, MP6 교장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인

정하고 생각을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EP4: 근데 어제 그건 내가 교감선생님 말도 맞아. 내 말도. 근데 뭐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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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가 틀린 건 아니고 서로 생각이 조금 달랐어. 근데 내가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지. 교감선생님도 잘못된 부분 있지만, 나도 잘못된 

부분 있지 왜 없어. 근데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생겼던 일이야, 성향을 

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너하고 나하고 먼저 생각

을 이야기한 다음에, 선생님들 없이 우리 둘이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조율을 해보자.

MP6: 관심이 많은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면서 현

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하고 같

이 논의를 해서 합일점이 맞으면 하고, 합일점이 맞지 않으면 단지 그냥 

논, 논의로서 혹시 나중에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내가 이러한 기회를 잡

고 싶은데 어드바이스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 합일점

이 잘 찾아지면 과감하게 어, 드라이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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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역할인식 특성

학교장의 규범적 역할을 강조한 대한 많은 연구는 학교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본 연구에는 학교장이 의사결정과

정에서 학교장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특

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적 위기관리자’, ‘점진적 변화주도자’, ‘전략

적 협상자’, ‘과감한 결정자’, ‘든든한 지지자’, ‘눈치보는 검토자’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아래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인식한 

역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안정적 위기관리자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문

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에 위기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위기관

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학교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위험과 위기는 학교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이나, 안전과 관련한 사건들은 해결의 적절한 시기를 자칫 놓치게 되면 문

제의 사안이 심각하게 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범위로 확산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장에게는 사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예

방조치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현상으로 발생

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인지하고 대비하는 능력은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

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문제가 벌어졌을 경우 이에 대해 빠른 판단과 대

처가 필요하다. 빠르게 현상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운영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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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발생할 위기를 사

전에 감지하고 이를 주시하고 있었다.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확

산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고 대응함으로써 학교가 위기에 빠지지 않

도록 하고 있었다. 

MP6 교장은 학교에 화재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자신이 점검하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었다. EP8 교장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

로 흥분한 학부모 민원 사례에 대해 기지를 발휘해 침착하게 대응하여 학

교의 위기상황을 모면하였다. 

MP6: 모든 건 하나. 수학교과 교실 만들고, 소규모 체육시설 저기를 하

고, 강당 저기 소화기, 뭐, 이게 분말로 해서 애들이 장난하잖아요. 좀 

용량도 크고 액체 나오는 거. 소화기 하나 바꾸고. 그리고 이 와보니까 

차단막, 방연 차단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철로 되어 있어요. 그 아

이들이 그거 나중에 통과하려면 다치고 그러거든요 화재 시에. 그거 빼

내고 천으로 된 거, 그러면서 방염 처리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튕겨 

나오면 나가면서 이 연기는 차단하고. 그런 저기들을 개선하고 바꾸고 

처리하고.

연구자: 가만 이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예방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약간 이거를 문제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MP6:: 네네. 선제적으로 뜯어고치고 안전하게 하려고

EP8: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근 학교에서 주말에 일어났던 학생간의 학

교폭력입니다. 근데 이제 듣고보니까 자기 아이가 다른 두명 아이로부

터 굉장히 수모를 당했다... (중략)...순간적으로 이게 잘못하면 이 학부

모에게 맡겨다놓으면 교실에 가서 담임선생님 멱살을 잡을 거고, 그 아

이가 보이면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버릴거고, 그러면은 교육활동 자체

가, 교권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 분이 잘못했겠지만 일단은 자초지종을 

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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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에요. 학부모의 그 어떤 기분, 일시적인 기분, 감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바로 올라가겠다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하나 어떻게해야하나 빨리 판단. 상환판단 해야 돼. 안되겠

다. 빨리 112 경찰을 불러야겠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경찰을 불러야

겠다. 행정실장 보고 행정실장님 나와가지고 잠깐만 물한잔만 하고 계

십시오 하고 바로 행정실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실장님 빨리 지금 급합

니다 112 해가지고 학부모 민원이 심각한 단계에 와서 교권이, 학교에 

사고가 날 것 같다. 빨리 112로 전화하라 하니까. 112가 5분 이내에 출

동하겠다해서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시간을 끌고 잠

깐만요 교감선생님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경찰이 딱 왔어요. 딱 오니

까. 상황 끝. 쉽게 경찰이 딱 오니까 이분도 아차... 경찰이 딱 들어와서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하더니만 옆에다 딱 붙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딱하는데 바로 수그러들더라구요.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아... 이때는 긴급할 때는 빨리 경찰에게 

요청 하는 방법이 최고다. 고거 제가 하나 터득했어요. 그래서 신입, 만

약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일이 생기면 119 

내지 112는 반드시 필요하다. 

나. 점진적 변화유도자

연구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을 통솔하고 방향을 설정하

는 변화주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

의 비전을 설정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의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성과를 이끌기 때문에(김성열, 

2019) 학교장들은 비전과 목표에 구성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공통의 목표

로 묶어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한편, 변화를 유도할 때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보다 학교 전체를 조

율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학교의 특성상 구성원들의 저

항이 강해 변화에 적응이 다소 느리므로 이처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5 교장은 학교의 비전이나 목표를 학교 상황에 따라 특색을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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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EP8 교장은 학교 문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장

이 적절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HP4 교장은 비전을 

설정함에 따라 목표가 동일해지고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전의 설정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MP5: 저는 학교장의 비전이나 교육목표는 이... 5년 전쯤 되면 새로 만

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

관을 비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5년 전에 개교할 때 상황하고 5년 후

에 학교는 그, 안착된 정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학교에 

좋은 교풍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면 지금쯤, 5년쯤 후에는 그 교풍을 이

어가며 이제 이 학교만의 특색 있는, 우리 학교는 정말 실력이 있는 학

교다, 우리 학교는 학폭이 없는 학교다, 이런 새로운 어떤 메뉴를 머릿

속에 두고 학교비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년 전 

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학교일수록 전통이 없기 때문에,

EP8: 비전 잘 세워다 놓고 의견이 수립된다면 학교 문화가 달라지거든

요. 학교 문화가 배려하고, 교육력 향상시키고, 업무의 수업력을 향상시

키고, 학부모 서비스를 하고, 그런게 주어진다면 이슈 1,2,3이 이제 예

방차원에서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전과 학교 목표를 구

성원들이 그걸 잘 삼아서 그 학교 실태에 맞는 걸로 의도적으로 이끌

어나간다면, 딱 구성원이 공감해하면서,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우리 학

교 문화는 이런 문화니까 배려하는 문화, 학부모들도 그런 문화, 선생

님들도 업무분장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HP4: 그럼 목표가 동일해지죠. 그래야 지향점이나 목표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한 목표를 바라보고 이제 전 구성원들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갈등

이 없어져요…. (중략)…. 같은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형태의 다양한 갈등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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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략적 협상자

연구참여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

족시켜 그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협상을 위해 구성원

이나 이해관계자의 숨겨진 진짜 요구를 빠르게 파악하고 어떻게 충족시켜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장들은 구성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의 행위로 이해

해볼 수 있다. 모든 동료 교사들이 민주적인 개혁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부여

를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부 교사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훼방 놓기를 원한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타인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김선욱, 2004). 학교장들은 상

대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를 충족시킬 대안을 전략적

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EP4 교장은 기피 업무를 맡은 담당자에게 기피 업무를 맡는 대신 필요

한 사람을 배치하여 그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MP1 교장은 학부모 

공개수업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교사에게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참여를 유

도하기도 하였다. EP3 교장은 업무에서 양보했을 때 선택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영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EP4: 니가 끌고갈 사람, 니 편. 그럼 너 그 학년에 배정할 때 교감선생

님한테 힘 써갖고 짜매줄게. 한 두명은 니꺼. 니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일이 힘들면 사람이라도 니 옆에서 풀 수 있게끔, 내가 줄게. 그럼, 누

구누구 짜매줄까? 그러면 교장선생님 저 이 사람하고

MP1; 수업을 하면 부담스럽고 한 교사들이 있었어 두 명이. 그럼 국어

는,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제시를 했지. 그러면 안 한다고 하면 누가 

보면 창피하지 않냐. 시화전으로 하면 어떠냐. 본인이 수업 안 해도 되

잖아요. 사전에 시, 애들한테 시 쓰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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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3: 조금 양보했다고 한다면 업무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간다고 먼저 우선적으로 업무에 서 선택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어

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얻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일부 이제 

몰려있던 음..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일부 훑어질 수 있도록.

라. 과감한 결정자

학교장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최후에 위치한다.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따

라 결정되는데 구성원들이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과감하게 결정을 내

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사안이 애매하거나 조직원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경우, 법적으로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면 구성원들이 쉽게 판단

을 내리지 못하고 책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과감하게 결정

을 내려주었다. 또한, 위급한 경우에도 학교장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과감한 결정은 자신의 경험

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첨예한 갈등의 상황이나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EP6 교장은 학교의 사안 중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결정은 학교장이 담

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중압감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EP2 교장은 결국 학

교장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EP8 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게 될 때 학교

장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EP6: 딱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은 교장을 바

라보고 있어요. 그럴 때, 옛날 제가 교장 막 발령받을 때 결정,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교장으로서의 큰 중압감이다, 이래서 그게 뭔 어려움인

가 협의해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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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되고 해보니까 어려운 결정은 쳐다보고 있어요.

EP2: 지금 저도 이제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

로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말을 해야 학교가 움직이지. 그래 선생님들 

의견 좋네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자 했

는데 하자 소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역할을 교장이 해야

하니까 학교장의 의사결정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또 내 책임이 되

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되는 일들이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EP8: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상황속에서 학교장의 어떤 정확한 판단이 

없으면, 그 학교 교육이 학교... 전체적인 교육이 술렁거러요. 특히 지금

같은 원격 수업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가 있는 학교의 현장에서 사안, 

사안들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학부모의 그 간지러운 부분을 바

로 긁어줘야 하는데 그 의사결정 없이 우왕좌왕 해버리면 학교 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선생님들로부터도 교육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너지

도 못 얻고 하기 때문에 교장의 의사결정은 학교... 원활한 학교 교육력

을 생동감있게 돌려줄 수 있는 기저다.

마. 든든한 지지자

학교장은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때

로는 구성원들을 학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

고 있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선생님이기도 한 모습에서 구성원들

과의 정서적 유대를 중시하며, 그들의 지원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

고 있었다. 

또한 학교 안에서 그들이 과감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고 있었다. 그들의 자치적인 활동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문성을 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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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 교장은 본인의 책임하에 교사들에게 소신껏 하라는 믿음을 보여주

었으며, MP5 교장은 구성원의 잘못을 대신 자신이 막아줌으로써 교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EP4 교장은 교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

지를 보내줌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EP1: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교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얘기

를 확실히 해드려야, 선생님들한테 해야 돼요. 소신껏 해라, 책임은 내

가 진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들한테 

너 왜 이랬어, 왜 이랬어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지 말랬잖아, 

이래버리면 선생님들이 안 해요. 그럼 그 조직은 계속 수면 아래로 잠

기는 거죠. 잠자는 학교 되는 거예요.

MP5: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 편이 아니라 학부

모에게 용서를 비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거고.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

분은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잘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 뭐, 마음적으로 조금 불편하셨다면 제가 학교를 대표하고 있으

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10번 사과하는 것보

다요, 제가 말 한 마디로 사과하는 게 그 분한테는 훨씬 커요.

EP4: 선생님에 대해서 교감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한

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냐하면 이 위계를 건너뛰면요, 그 

다음 학교 모든 일이 다 안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교감한테 힘을 실어

줘야돼요. 그래서 역할을 나 혼자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문제해결 안

돼. 교감한테도 일거리를 줘야돼요. 그래서 교감이 자기가 또 아 내가 

이번 문제 해결했어. 자기 이렇게 뿜뿜, 어깨가 뿜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다음에 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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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눈치보는 검토자

참여적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가운데 학교장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종종 교

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친다. 직책상 학교장이 상위에 

있어도 학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직무특성 상 학교장

은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학교 안에서 권한이 상당 

부분 분산되었으며, 학교장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수행은 교사들이 하므로 학교장들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래포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데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편, 학교장은 최종책임자로서 학교 전체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전체

의 관점을 모두 포괄해야 하므로 때로는 구성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부딪치

게 된다. 아래에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최선인지를 살펴보고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데, 학교장의 눈에 차지 않으면 

반려를 통해 최선의 고민을 유도하거나 논의 거리를 제공하여 재고민하도

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의 집단사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

은 구성원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므로 최종책임자로서 스스로 소크

라테스와 같은 쇠파리의 역할을 자처하여 구성원을 각성시킴으로써 의사결

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MP5 교장은 구성원들과의 래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

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자제하고 있었으며, MP3 교장은 본

인이 원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 과중의 이유로 따라오지 않는 교사를 

설득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MP6 교장은 이처럼 구성원들의 압력에 

따라 업무 추진에 한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MP5: 내가 왔는데 저 사람 오자마자 뭐 사업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벌

써 저하고 가깝게 안 지내요. 옆에 가깝게 지내면 혹시 자기한테 일이 

갈까봐.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들한테 신뢰를 먼저 구축을 해야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신뢰 구축하는 게 벌써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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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그런 걸 마음속에 접어두고 있는 거거든

요. 근데 그 접어두고 있는 그거를 처음부터 표출하면 뭐, 선생님이 저

한테 접근을 안 하죠.

MP3: 근데 작년에는 아이들 다루고 할 때 힘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해

서 좋다 그러면 올해는 참을게. 내년에는 해야된다, 바꿔야한다. 돈을 가

져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화만 하면 받아올 수 있으니까 해야된

다. 올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러면 너무 힘들어진다 아니된다 아니

다 그래도 해야된다.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약간 광고 부분에 약하다 

또 민주문화 조성이라던지 학생 자치나 좀 문과적인 성향이 강해요.

MP6: 내 일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관심을 안 가져. 아무리 이거 같이 고민해달라고 해도 나도 바빠요. 그

리고 그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를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그

러니까 끼기 싫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좋아, 좋은, 활

용도가 높은 이런 저기들을 만들고 싶은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EP3 교장은 악역을 자처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검토의 과정이 필요함

을 언급하였으며, EP4 교장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이에 

대해 학교장의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P3: 전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관리자가 이제 뭔가 악역을 맡아야 될 

부분에서 악역을 맡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 선이..넘더라도 그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도 되지 않으면 악역을 맡아야 되고 어떤 그 부

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거고. 관리자 그래서 관리자 하는 거죠.

EP4: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생님들

은 일단 편한 쪽을 택해요. 아랫사람들은. 내, 나와 신상에 관계해서 내

가 어떻게 편할 것인가. 그쪽으로 주로 가요. 그래서 그럴 때 교장이 그

래. 잘했어. 여러 사람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그래서 의사결정 마지막 최종 

단계를 교장이 결정을 해야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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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모형

지금까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성에 대해 살

펴보았다. 학교장이 일련의 ‘문제진단-대안탐색-대안선택’의 과정을 거치면

서 드러난 범주의 구조는 문제인지, 사고유형, 사고기술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제인지란 여러 현상 가운데 학교장이 민감하게 특별히 

주의(attention)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포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신뢰 

훼손’, ‘비효율적인 학교운영’,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의 차원으로 나타

났다. 사고관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판단과 결정 시 보이는 일관

적인 관점을 뜻하며, ‘시스템 사고’, ‘민주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차원으

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기술이란 학교장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활

용되는 인지적 조작 능력 및 처리방식을 의미하며 ‘효과성 초점’, ‘안정성 

초점’, ‘관계성 초점’으로 나타났다. 각각은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학교장의 인지적 차원에서 순환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장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장은 메타적으로 자신의 역할

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인식하는 역할로는 ‘안정적 위기

관리자’, ‘점진적 변화주도자’, ‘전략적 협상자’, ‘과감한 결정자’, ‘든든한 

지지자’, ‘눈치보는 검토자’의 다양한 측면으로 드러났다. 앞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특성의 구조와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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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특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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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른 집단과 다른 이들만의 독특한 의사결정과정의 인지적 특

성을 밝힌다면 학교장의 육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

하였다. 

이에 기존에 수행되었던 학교장의 직무와 역량,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의 인

지적 특성과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고구술을 적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S대학교 교육행정연수원과 D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섭외된 

18명의 초·중등 학교장을 대상을 섭외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에게 

가상의 학교의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과제를 제공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을 관

찰하고, 이후 의사결정과정 지점과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모든 

자료를 전사 후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장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특성은 총 네 가지 범

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인지’, ‘사고관’, ‘사고기술’, ‘역할인식’의 차원으

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장이 공통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 ‘문제

인지’ 는 ‘학교 신뢰 훼손’, ‘비효율적인 학교운영’,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

항’의 범주로 나타났다. ‘학교 신뢰 훼손’에 따른 차원은 ‘대외 이미지 실

추’, ‘규정 및 절차 미준수’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원활한 업무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학교운영의 마비’에 따른 하위범주는 ‘다양성에 따른 마찰’, ‘자치공동체 

비활성화’, ‘학생 수업권의 침해’로 나타났으며, 불통으로 인한 운영상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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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초래하고 학교가 수행해야 할 기능 수행이 어려워 학교장의 책무

성 달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

화에 대한 저항’에 따른 하위범주는 ‘비합리적인 관행 고수’, ‘비전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존의 관성과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생각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보인 사고관의 특성은 크게 ‘시

스템 사고’, ‘민주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시

스템 사고’란 학교를 하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차원에서 문제

를 해결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하위범주로는 학교 전체와 각 

부분의 요소를 인식하고, 체제의 연관성과 구성에 대해 고려하는 ‘구조적 

사고’, 한 결정이 다른 결정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는 

‘순환적 사고’, 일부분이 아닌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결정을 

고려하는 ‘통합적 사고’로 나누어졌다. 두 번째로 ‘민주적 사고’는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사고로 정의된다. 하위범주

로는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의사결

정을 고려하는 ‘개방 및 공유 지향 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권한을 위임하

여 구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독려하는 ‘위임적 사고’, 학교장이 의도

하는 바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성원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타

협적 사고’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전략적 사고’는 학교장에게 

주어진 상황(환경과 인적, 물리적 조건)에 맞는 우선순위와 학교만의 강점

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학교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고를 의미한다. 

하위범주로는 ‘강점지향 사고’를 통해 주어진 학교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

택지를 고려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변증법

적 사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대립하는 갈등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만들

어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목적 중심 사고’를 통해 방법이나 수단보다 

학교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이 보인 사고기술의 특성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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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초점’, ‘안정성 초점’, ‘관계성 초점’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우선 ‘효과성 초점’은 해당 선택이 지닌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 자신만의 관

점으로 재정의하는 ‘교육적 가치 재해석’, 의사결정의 실행 시 소요되는 투

입과 그로 인한 산출의 비율을 판단하는 ‘투입-효과 산출’, 구성원에게 비전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관성을 추구하여 조직의 비효율을 줄이는 ‘일관

적인 비전 정렬’의 차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기술을 활용해 의

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안정성 초점’은 선택에 대

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고자 상황을 고려하고 계산해보는 ‘선택에 따른 

위험 추산’, 학교장 자신의 주먹구구식(heuristic)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믿을만한 출처를 기반으로 한 최신정보나 지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신뢰로운 최신 정보 추구’, 원안의 실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하는 ‘플랜B의 고려’,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의도적으로 

판단을 미루는 ‘의도적 판단유보’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기술을 통

해 불확실성과 선택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추구하고 있었

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초점’은 구성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의도적 중립’,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요구를 판단

하는 ‘관점전환을 통한 요구분석’, 의도하지 않은 결정이 나더라도 유연하

게 받아들이며,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인정과 포용’으로 나누어졌으며 의사결정 시 구성원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

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장의 역할 인식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었다. 우선 학교장은 학교경영 시 안정성을 추구하

고 위험요소를 통해 위기를 사전에 발견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지휘하는 ‘안정적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보였으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

면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렬하는 ‘점진적 변화주도자’, 학교구성원이

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적 협상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의 최

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구성원이 어려워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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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의 면모를 보였으며 동시에 구성원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지지자’의 모습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장으로서 

최선의 의사결정이 되었는지 재검토하고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동시에 실적으로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눈

치보는 검토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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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드러난 학교장의 특성: 역량 관점의 비교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은 ‘학교장

은 무엇을 문제로 포착하고, 어떻게 사고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치환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의사결정과정 특성 중 문제인지, 사고관, 사

고기술의 인지적 특성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학교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의 근원이 되는 학교장의 내적특성이며, 베일에 싸여있

는 블랙박스의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문제인지 차원에서 포착된 문제들은 실제 학교장

이 어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상을 문제로 포착하는지를 찾아냈다. 

기존의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문제진단이라는 차

원에서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의 한 단계로 문제인식을 강조하였

으나(Griffiths, 1964; Spinks, 1988; Sharman, 1984; Miklos, 1987; Hoy & 

Miskel, 1996), 실제 문제인식의 내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인식

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주현준(2016)은 학교장의 갈등과 딜레마를 다룬 연구에

서 문제의 성격을 ‘통제와 자율’, ‘일관성과 모호성’, ‘통일성과 다양성’, 

‘계획성과 자발성’, ‘조정과 소통’, ‘특수성과 통합성’, ‘안정성과 변화지향

성’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학교장이 직면하는 문제를 유목화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학교에 대한 신뢰 훼손, 학교운영 마비 및 새로운 변

화에 대한 저항의 차원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학교장의 리더십이나 역량에 관해 사고의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고관

의 하위요소는 ‘시스템 사고’, ‘민주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차원으로 구

분되었으며, 사고기술의 하위차원으로는 ‘효과성 초점’, ‘안정성 초점’, ‘관

계성 초점’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교장의 직무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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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리더십은 학교장의 실제 직무와 맞닿아있는 발현된 행동을 중심으로 

특성이 제시되어 있었다(서정화 외, 2003; 유정옥, 2015; 정양순, 2019; 조대

연 외, 2010). 학교장의 인성, 가치관이나 사고 특성에 주목한 연구(김이경, 

2009; Day, 2005; Leithwood, 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장의 민주적 원리와 

같은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인 특성 차원으로만 제시

되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맥락이 드러나지 않았다. 

주현준(2007)의 연구에서 McBer사의 역량사전을 활용하여 학교장 인지 

차원의 중요도를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분석적 사고, 종합

적 사고, 전문성 차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힌 시스템 사고와 전략

적 사고는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를 내포하는 사고관으로 볼 수 있으

며, 전문성은 교육 전문성으로 사고기술 차원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사고기

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학교장 개

인의 특성과 유사성이 있었다. 이는 학교가 처한 환경과 맥락이 다르지만, 

학교 본질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학교장

의 내적특성이 의사결정 상황에 반영되어 발휘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의사결정으로 본 학교장의 역할과 의미

학교장의 역할을 선행연구들은 교장의 역할을 전통적인 관리자, 수업지

도자(Sergiovanni 외, 2003), 학교문화 창조자, 인간중심 학교경영자, 효과적

인 학교경영자, 변화촉진자(서정화 외, 2002) 등 다양한 직무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오늘날 복잡다단한 교육환경과 기대를 포함하여 선

박의 방향타와 같은 조정자(navigator) 및 연결자(networker)의 역할(Alberg, 

2000), 바다에서 펼쳐지는 예술행위자(Daresh et al., 2000), 기술자와 예술가

(Deal & Peters, 1994), 마에스트로(김미정, 신상명, 2012), 혁신관리자, 평가 

및 훈육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법규 전문가, 정책 현장 적용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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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차원적인 역할로 학교장을 규정하기도 한다(David et al., 2005). 

주현준과 김태연(2015)이 초등학교장의 리더십 딜레마와 관련한 연구에

서 제시한 학교장의 역할은 교육전문가, 학교문화 창조자, 책임자, 균형조

정자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학교장은 교육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이며, 학

교의 문화를 바꾸고 만들어가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의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구성원 간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학교장이 인식한 역할은 안정적인 위기관리자, 

점진적 변화주도자, 전략적 협상자, 과감한 결정자, 든든한 지지자, 눈치보

는 검토자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에서 학교장을 바라보는 권위적인 관리자나, 효율성과 성과를 추구하는 경

영자의 역할과는 확연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위기를 예방하며 학교조직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전

략적인 협상을 시도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또한, 주인의식을 갖고 때로는 

과감하게 결정하고 책임지고, 구성원들의 방패가 되기도 하였다. 종종 업무 

추진을 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검토하는 도중 

눈치를 보며 딜레마를 느끼고 있었다. 선행연구와 같이 공통으로 학교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고 경영하며, 조율해 나가는 것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장은 중간에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각자의 요구와 입장을 고

려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다수의 학교

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이해관계자 간 발생하는 다

양한 가치 갈등과 학교장의 분산된 권한으로 인한 업무 추진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에게는 그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존중하면서 정작 학교장의 의사

결정 할 때는 학교의 구조와 권한의 제약,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압박으로 인

해 자율성은 제한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내적갈등을 일으키는 

학교장이 다수였다. 이는 김병찬(2010)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체

주의’가 학교의 지배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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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기존의 선행연구는 학교장의 역할에 관해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것에 비해 실제는 여전히 간극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

었다. 특히 학교장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무성과 자율성 간에 발생하는 

학교장의 딜레마가 다수의 학교장에게 발견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

장으로서의 존재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이

와 같은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과 요인들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학교장은 의사결정자로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사고유형과 기

술을 통해 판단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운데 학교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에게 의사결정을 통한 문

제해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특정한 학교장의 역할과 

정체성의 인식도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예컨대 학교구성

원의 다수가 만족하여 해결된 의사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으로서의 자

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괴리감은 의사결정의 불만족으로 남

게 되며, 학교장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게끔 하여 자신

의 정체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의사결정의 결과도 중요

하지만 이와 동등하게 결정하는 학교장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이 만

족스러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자아정체성도 학교장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발견하였다. 

정리하면 학교장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이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 

만족스럽지 않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학

교장에게 완전하고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더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장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정합된(alignment) 

상태가 동시에 충족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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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지금까지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사결정

의 측면에서 학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의 모든 사안에 있어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전체의 성과와 효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실

천하는 의사결정과정의 특성과 맥락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문제인지, 사고관, 사고기술 및 역할인식 특

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학교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현상에서 문제를 인

지하고, 다양한 사고관과 기술을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장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

교장은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기 정체성에 부합

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살펴본 학교장

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기반으로 연구의 의의를 이론

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에 관한 리더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문제해결 절차나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실제 수행하는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

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학교의 맥락

에서 학교 경영자로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사고의 차원을 종합적으로 

밝혔으며, 이를 통해 학교장들이 원활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점을 제공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장의 역할 및 리더십에 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그동안 학교장은 그들의 직무나 역량, 리더십과 같은 개념에 따라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해왔었다. 이에 따라 그들이 가진 개인의 자질이나, 특

정 행동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왔다. 물론 그것을 밝힌 것 자체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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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의의가 있으나 학교장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암묵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지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것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맥락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실

제 행동으로 옮긴다 해도 오랫동안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Fullan,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의 관점으로 실제 의사결정역

량과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특성을 제시한다는 차

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사고구술과 인바스켓 방식을 접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새로

운 연구방법론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존의 회고적 인터뷰 방식보

다 더욱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

고 인바스켓 방식을 통해 과제 몰입도를 높여 다양한 특성을 드러낼 수 있

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다른 전문가 또는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확인하면 의사결정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실천적인 의의로는 첫째, 학교장 육성 및 전문성 신장

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는가가 중요한데, 이론 위주의 교육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나 실제 직무

와 맞닿아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떤 의사결정이 효

과적인지 의사결정의 맥락과 그에 따른 적절한 상황대처에 관한 이론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연수에서 현장의 의사

결정 사례들을 접해본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둘째, 본 연구에 기반한 학교장의 의사결정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역량

진단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위공무원 선발이나 기업 임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AC(assessment center)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실

제 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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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장도 동일한 관점에서 밝혀진 의사결정과정의 인지적 특성을 토대

로 다양한 상황 장면을 마련하고 학교장의 의사결정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면 이를 통해 학교장 적격자를 선발하는 하나의 근거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교장 공모제 등 다양한 교장 임용의 방식이 활성

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활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장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 

학교장의 직간접 경험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최신의 정보를 알고 경험

을 보유했느냐가 결국 의사결정역량을 판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휴

리스틱 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 구성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보완하지만, 

학교장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이 공유될 필요가 있

다.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련한다면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교장의 전

문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치 의사가 임상 사례를 다른 의

사들과 공유하며 임상 능력을 키워가듯 주제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정보들을 공유하고 축적한다면 자연스레 학교장의 전문성은 향상될 것으

로 기대한다. 현재 지역별로 현직 교장들의‘지구별 교장자율장학협의회’라

는 모임이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에 따라 활성화가 다르며 사안이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다. 학교장 의사결정시스템은 이를 보완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지역별 학교장 모임을 통해 공유하고 학습한다면 학교장의 의사결정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학교장이 본인의 의사결정과정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장들에게는 자신이 직면한 의사결정에 

대해 우수학교장의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특성들을 본인에 대입하여 생

각하게 해봄으로써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18명의 초·중등 공립학교장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되었다. 향후 개인적 특성이나 성과의 차이에 따라 심화할 수 있는 연구가 



- 142 -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2년에서 4년에 학교를 이동하는 현재의 국공립학

교장 직무순환제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사립학교장은 그 양상이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성별, 지역, 학

교급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집단을 구분 후 비교하여 학교장의 의사결정

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장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전문분야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특히, 학교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은 학교장 고유의 직무이고 

교직이라는 맥락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분야의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한다, 학교관리자라는 측면에서 교감 또는 부장 교사에게도 

일부 시사하는 바가 있으나, 그 책임과 권한이 다르므로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유적 리더십 또는 분산적 리더십이 강화

되는 추세에 교감과 부장교사 등 중간관리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도 향

후 다루어 볼 문제이며,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지 살펴보는 것도 학교현

장의 이해를 확장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고구술과 

심층면담을 토대로 학교장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국면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실제 학교에서 이처럼 행동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에

는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관찰 하거나 혹은 학교장과 동시에 

학교구성원의 검증을 거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의사결정의 직접적인 참여

관찰과 실제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상호검증은 본 연

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학교 

내 하위조직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 상호작용을 실제

로 관찰하면 좀 더 새로운 관점의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가상의 학교 상황을 놓고 이에 대한 학교장이 의사결

정과정에 대해 사고구술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경험

만을 구술하는 회고적 자료보다, 연구참여자가 몰입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사고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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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통의 문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관련된 경험에 집중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사고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인 프로토콜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고에서 나타나는 조작자(Operator)들의 패턴과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실제 학교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 흐름을 좀 더 역동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가상의 학교 상황의 문제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역시 한계로 

남는다. 향후에는 과제의 종류를 달리하여, 학교장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여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 

19사태와 같은 상황처럼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첨예한 딜레마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고의 양상

과 의사결정과정을 추적해보는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정리하며,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그들의 

이면을 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무엇이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

각했던 현실의 학교장은 막상 다른 모습이었다. 최근의 학교를 둘러싼 변화

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의 직무는 점점 열악해진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편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이제는 학교

장을 선망하지 않고 기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에듀프레스, 

2020). 미국은 교장직의 과업 및 부담 과다로 교장직에 대한 선호가 낮으며, 

이에 따른 교장 자원 부족이 문제화되어 왔는데(김병찬, 2010)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교장들이 있었다. 마치 우아한 백조 떠 있으면서 물밑에서는 쉬지 

않고 물장구질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

에 끊임없는 조율과 타협하고 있었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마하는 태도로 학교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좋은 학

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고군분투를 재조명하

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학교장의 어려움

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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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동의서

연 구 동 의 서

본 연구는 ‘학교장 의사결정과정 연구’로 학교의 경영자인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

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예비 학교장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정책발굴, 역량진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의 동의를 얻

어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층 면담에 응해 주신 참여자의 모든 개인 신상 정보는 보호되며, 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기명 처리 될 것입니다. 녹화와 녹음한 심층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연구가 끝나는 대로 폐기될 것입니다.

심층 면담은 약 1시간 반 내외로 걸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

정입니다. 

심층 면담 과정 중 답변하기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거절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

습니다. 

나는 심층 면담에 대한 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사실에 동의하여 아래

와 같이 서명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자:                     (서 명)  

                                  

             연구책임자: 오헌석(서울학교)

연구 관련 문의: 서동인(서울대학교 교육학과)  

02) 880-4483 /sdi@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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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질문지

사후질문 시나리오
질문 초점 의사결정 관련 주요 확인 영역 질문

※ 사고구술 진행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점 질문

실제 사고 

행위와 

판단근거 

확인

필수_전체정보파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확인하였습니까?

필수_긴급도 4개의 가상학교의 이슈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그렇습

니까?

필수_중요도 4개의 가상학교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그렇습

니까?

필수_원인파악 가상학교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문제의 공통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필수_핵심정보파악 (각각의 학교이슈에서)이 문제는 어떤 단서(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

까?

필수_문제해결의 전제조건 (각각의 학교이슈에서)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무엇입니까?

필수_대안수립방법 (각각의 학교이슈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혹시 과제 수행 과정에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대안이 있습니까?

일시 연구참여자(교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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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질문 시나리오
필수_대안수립비교(평가) (각각의 학교이슈에서) 어떤 대안끼리 비교를 하셨습니까? 왜 그선택을 하셨습니까?

필수_대안수립원칙 (각각의 학교이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기준, 원칙)은 무엇이었

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측(시나

리오플래닝

)

필수_시나리오(변화예상) 만약 기획하신 학교방침을 실행한다면 어떤 변화들을 예상하십니까?

필수_시나리오(사전예방/잠재

문제 파악)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장으로서 해야할 사전 조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필수_시나리오(기회비용/위험

/저항 파악)

만약 학교방침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원활하게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필수_실행 전략/우선순위 가상학교의 문제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학교장으로 가장먼저 할일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필수_유사경험여부 기존에 이와 같은 사례의 경험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필수_실행_사람 가상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실행하거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필수_학교장 의사결정의 

중요성

학내 여러 위원회 등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이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학

교장의 판단능력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 선택_연관성파악 제시된 문제 간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선택_정보파악_제거 가상학교의 문제에서 문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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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_추가정보 가상학교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택_기타 응답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어려웠습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추후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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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과제개발 상황문제(8개)

사례 1. 쌤튜버의 관리

유형 일반/교직원 vs 교직원, 학부모/공통/교직원 인사 및 복지/최근

문제 

상황

우리 학교에는 20대인 B 여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교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해당 영상

을 직접 검색해보니 올해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 구독자는 약 600여명 되고, 1주에 1개 이상의 컨텐츠가 지

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B교사의 컨텐츠는 자신의 교과인 수학과 일반적인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

루었으며, 간혹 먹방이나 학생들의 고민상담같은 컨텐츠도 올라오고 있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

의 관심과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교실이나 교무실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장면도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일부 컨텐츠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학교 운영 정책에 다소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하

였다. 또한 교감은 다른 주변 교사들이 B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여론도 

같이 전달하였다.

문제의도 

및 선정 

최근 유튜브 및 각종 SNS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음. 학교에서의 일상장면(V로그)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의 모습(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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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방 등)을 공개해서 보여주고 있음. 이는 자연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비되어 직업상 

교사라는 점이 상충되고 있음. 겸직, 수익, 영향력 등 부수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음. 부수적으로 교사로서

의 책무성과 관련해 주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압력 또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요컨대 유튜브 상에서 보이는 개인과 교사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직업윤리적인 부분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임

예상 

대응 

방식

� 해당 교사 면담 -> 왜 유튜브를 하는지 파악

� 유튜브 겸직 신고 미이행에 대한 조치 -> 겸직 허가/불허 조치

� 겸직 시 주의 사항 조치 -> 공인과 개인의 영역 유의하도록 조치, 수익과 관련한 사항의 신고, 수업에 지

장이 없는 선에서 활동할 것을 권고

� 주변 동료교사들의 시선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

참고)교원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

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금지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에 대해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

함. 겸직허가 여부 결정은 소속기관의 장(임용권자)이 해당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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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겸직허가 대상 업무를 허가받지 않고 겸직하는 경우는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4

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

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교육부 민

원 질의·회신사례(2018. 9. 4.)

�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 

- 대상 :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 시 부터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영상 연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 유의사항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연

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겸직허가와 별개로 활동 금지

-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교육부, 2019. 7.)
출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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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선거 운동하는 학생

유형 일반/학생 vs 교직원/고등/학생 생활교육 및 학생관리/최근

문제 

상황

C 학생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성적이 상위권이며, 평소 모범생으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의 관심을 받아온 C학생은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 선거권이 생기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는 OO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과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쉬는시간에 수시로 이야기

하고, 본인의 SNS에 게시물을 홍보하고 있다. 

수업 시간 중에도 토론주제로 자주 정치적인 언급을 하였으며, 특정 후보나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을 하여 다른 친구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교사가 종종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

치인에 대한 지지는 제 소신과 정치적 자유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였다.  

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고등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고등학생의 선거권 확장으

로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학교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판단

하고 교육적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는 첫 시도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학교

장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한편으로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와 달리, 학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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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치적 표명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이를 관리하는 교사 및 학교와의 갈등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임

예상 

대응 

방식

� 관련 사례 탐색(선관위 및 교육청 문의)

� 해당 학생의 면담 / 전체 학생 교육 -> 타인이 다른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부당한 

강요를 해서는 안됨을 교육함

� 전체 교사 연수 실시 -> 18세 학생이 투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안내 / 교사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재안내

출처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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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학교업무개선

유형 일반/교직원 vs 교직원/공통/학교운영/지속

문제 

상황

새 학교로 전근온지 2주 정도 되었을 무렵 전체교사와의 회식자리 중 업무과중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학

교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중견교사인 D교사가 대표로 발언을 하였는데 대다수 일반교사들은 수업 외에 과

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신을 포함해 일부에만 너무 일이 

편중되어 있어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다음 날 교감 및 부장교사들과의 기획회의를 소집하였는데 교감은 현재 교육청 추진 사업이 2개 이상 진

행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1인 1업무에 따른 업무분장 방식으로 조직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

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부장교사들은 본인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며, 소수의 불

평이라고 하며 해당 의견에 대해 탐탁치 않은 눈치였다. 교감도 부장교사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업무를 바꾸

는 일이 오히려 또 다른 일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교 이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추가

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였다. 

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사회의 변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업무를 어떻게 구조화 하고 조정하느냐가 조직의 

장으로서 중요한 문제임. 모든 학교의 상황이 다르듯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학교의 

상황과 교육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파악하는고 이를 해결해나가

는 판단이 중요하게 됨. 혁신학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학교 업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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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 증대는 학교 효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의 영역임

그러나 바로 조직의 변화를 추진할 경우 조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될 수 있음. 특히 구성원과의 신뢰가 형

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성과에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명분만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문제 

방식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는가?

예상 

대응 

방식

1. 조직개편(효율화) 전면 실행

1) 업무총량 감축 

- 교직원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목록 작성

- 교육청 정책사업 정비 및 감축 사항 반영 

-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합의 및 결정

2)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통폐합

-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업무 및 통합할 업무 추출

3) 학교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선택사업 민주적 선정

- 우선순위 추출

4) 각종 위원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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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위원회, 비법정위원회 통합

2.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여론 파악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후 결정

3. 시간을 두고 우선 학교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조직 데이터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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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교내 무단침입 사례

유형 긴급/교직원, 학생 vs 기타 /공통/시설 및 안전관리/지속

문제 

상황

작년 12월 수상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학교로 들어왔었다고 한다. 인상착의는 검은색 옷을 입고 180cm

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2학년 교실쪽으로 향했다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CCTV를 확

인해 본 결과 학부모가 아닌 정체불명의 외부인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방명록을 남기는 조치는 하고 있으나 

외부인의 통제를 별도로 하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최근 사회의 복잡성으로 안전과 관련한 사전예방과 조치가 강조되고 있음. 학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

모,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출입하고 다소 느슨한 경계를 두고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한계

가 있음.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돌발상황 중 학생 및 교직원 안전관리에 책임

이 있는 학교장으로서 무단침입자가 나타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학교안전책임관으로서 신속한 판단 프로세

스를 확인하기 위함

예상 

대응 

방식

� 최초 발견자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전파반에 신고하고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시

� 상황전파반에게 방송시스템 및 무전기 등을 통해 교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시킴

� 응급처치반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준비시키도록 함

� 상황전파반에게 경찰이 오기 전까지 모든 시설의 진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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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도착한 경우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김

� 상황전파반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세세한 기록을 님기도록 지시함

� 교직원 또는 학생이 부상당할 경우 응급처치반이 1차 처치하고 구급요원이 오면 현장통제권을 넘김

�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학교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논의 결과를 학부모, 지

역사회와 공유함

� 경찰과 협의하여 상황전파반에게 언론과 학부모 대상 대응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출처 흉기난동(무단침입) 대응 학교매뉴얼(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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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학부모 민원

유형 일반/학생 학부모 vs 교사/고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최신

문제 상황

3일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회장이 인근 지역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일반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교과를 개설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의욕 고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인접 고등학교도 거리상 멀지 않아 이동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학생회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니 좋은 취지이고 도입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교감과 우선 상의를 해보니 실무적으로 주변 학교 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

보다도 담당 업무를 맡는 교사들은 본인의 업무 외 추가업무 배정으로 인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하였다. 

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최근 학교외부의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가 언론 노출로 인한 학교운영의 장애 사례

가 많아져 학교장으로서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게 됨. 학부모로부터의 민원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교육청 등)의 대응도 학교장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 부적응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해당 문제의 처리에 대해 교사들이 어려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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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장의 대외적 위기 대응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복합

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예상 대응 

방식

1) 학교간 협의

･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의 필요성 검토

･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직원 협의

2) 학교간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요소 분석

다양한 교육 환경요소를 분석하여 운영 가능성 도출

･ 운영학교 간 관련 정보 공유

3)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구축 합의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구축 합의

･ 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조직(중심학교*, 운영학교) 협의 

및 업무분장

2. 수요조사

1) 개설예정과목 협의

2) 수강학생 희망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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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 예정 과목 결정

2) 수요조사

- 학생 및 학부모 수요조사

내부 교사들의 의견 수렴

운영계획 수립

수강신청 및 학생선발

운영준비

운영

평가

종료

출처 서울시교육청_2018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연합형 선택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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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교권침해

유형 시급/교직원 vs 학생, 학부모/공통/학생 생활교육 및 학생관리/전통

문제 상황

교직 2년차 E 여교사는 어제 수업 중 자신의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목격자인 학생에 따

르면 수업시간에 주변 학생들과 떠들며 자리에 앉지 않아 학습분위기를 해친 것을 지적한 교사에 대해 

F학생이 반복적으로 무시하자 가까이가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앉으라고 했는데 이에 F학생이 욕을 

하며 발로 책상을 밀쳐 옆에 있던 E교사가 맞았다. 그로 인해 E교사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급

하게 갔고,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당분간 학교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E교사는 F학생이 평소에는 학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향후 해당 학급에서 수업할 자신이 없어 해당 학생의 중징계 및 학급담임을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교장실에서 F학생을 면담해본 결과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며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고 반성하

고 있다고 했다. 해당 학부모는 교장실에 전화하여 담임 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면서 우발적인 행동인 

행동에 대해, 반성하도록 지도할테니 경찰 고발이나 학생부 기록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문제의도 및 학교에서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의 물리적 정신적 상해로 인해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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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사유

학생들에게 위축되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 법률적 소송이 늘어나 

교원들을 위한 소송보험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으나, 학교

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및 계도기능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잣대의 적용의 판단이 

모호한 상황임. 

해당 사건은 학습권과 교육권의 충돌로, 일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원들의 사기와 연계되어 있

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통해 교직 기강 및 내부결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

음

예상 대응 

방식

학교 관리자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교원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피해교원이 안전한 곳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  

� 분쟁조정절차 의사 확인

�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 176 -

� 학교장 조치 및 불복절차 안내

� 조치 이행 및 사후처리(재발방지)

피해교원 보호 조치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③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현재 5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비용부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

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①,②,④,⑤호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부가 조치할 수 

있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 (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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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①,②,③,④,⑤호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끝난 후 7일 이내 조치 ⑥호는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

리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⑦호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⑥호

에 따라 전학 조치를 할 때에는 초ﾷ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

의 배정을 요청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 시에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

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출처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사안처리 핸드북(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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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무능한 교사 

유형 시급/교장, 학생,교직원 vs 교직원/공통/교장 및 교직원 전문성 계발 및 지원/전통

문제 상황

G교사는 전근온 지 2년 차의 50대 남자 국어교사이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가르

치는 방식이 다소 고리타분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아 과목 담당 교사를 당장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생들과의 소통도 없으며, 해당수업에 대한 학생만족도도 낮

으며 수업에 대한 불만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과 동료교사들에게 물어보니 학습공동체도 의무적으로 친목 목적으로만 최소한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작년에는 교감이 제안한 수업공개에 대해서도 완강히 거부하였고 한다. 이유는 본인의 수업 전문성

을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도 본인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 왜 하는지

에 대해 모르겠다고 언급하였다.  

학교와 관련한 최소한의 업무만 소극적으로 맡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고, 업무와 상관없이 

정시 퇴근을 하여 주변 동료교사들도 같이 업무하는것을 불편해하는 눈치였다. 담당부장을 불러서 확

인한 결과 해당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기 어려워 다른 교사들이나 본인이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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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학생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학생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학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이를 지원하고 계발시킬 책임이 

있음. 특히 반복되는 학교 수업환경 상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 

교사가 본인의 전문성 계발을 소홀히 할 경우 조치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또한, 학교 조직에서 해야 할 업무 전문성은 조직 공정성의 문제와 연관됨. 업무에 무능한 교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지속적으로 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로 발생하며, 

조직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음

문제 방식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겠는가?

예상 대응 

방식

면담 수업전문성과 행정전문성 구분

원인분석을 위한 상담, 개인 사정 파악

수업전문성: 수업은 공공재임을 인식시키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적극참여 권고

행정전문성: 행정관련 업무지식 습득 권고, 업무 지원 방안 마련

권고 미이행시 조치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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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학교 비전 설정

유형 일반/교장 vs 교직원, 학생, 학부모/공통/학교 교육목표 관리/전통

문제 상황

학교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바를 담고, 학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부임 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학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에 

관해 학교상에 대한 요구설문을 하였다. 

설문 결과 교사들은 1. 교육과정과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 ), 2.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학교(), 3. 

학교폭력 없는 학교( )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부모들은 1.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교( ), 2.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 3.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

는 학교( )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1. 자율적인 학칙으로 운영되는 학교, 2 학생복지가 좋은 학교, 3. 입시를 충분히 지원해

주는 학교 

만족도

문제의도 및 

선정 사유

학교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공동의 목표(비전)가 설정되지 않으면 원활한 학교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해 교장이 각 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한 목표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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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장 단독으로 판단하기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론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민주적 학

교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구성원들의 의지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교장의 비전과 원칙

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예상 대응 

방식

학교 비전 및 미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안내

- TF팀 구성

- SWOT 분석 / 우수사례 벤치마킹

-의견수렴(학부모, 학생, 교사)

-초안 마련

-공론화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학교운영설명회를 통한 공표

출처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_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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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과제개발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

문제상황에 따른 전문가 피드백 수정사항

영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사유

상황

문제 

제시

방식

� 3월 A 학교 교장으로 발령

� 9월 A 학교 교장으로 발령 후 

12월에 교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상황

� 학교운영시기 상 3월 부임 직후 

학교경영계획수립을 하는 것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신규교사 발령 비율 60% � 전입교사 발령비율 40% � 학교에 맞는 현실적인 상황 제시

-

� 상황별 간략한 그림 및 도표 

삽입 추가

� 가독성을 높이고,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제시

� 상황문제에 대한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는 자료 제시

A 학교의 교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을 아래의 칸에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교 이슈 진단과 학교운영방침 

작성으로 변경

� 문제에 대한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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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사유

작성하면서 생각하는 바를 계속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 전체로는 전국 평균이나 해당 

지역은 소득수준 중상위

� 해당 도시는 전국 상위 40%의 

소득수준

� 해당 도시와 지역의 소득수준의 

격차를 의도하였으나, 이해에 

혼선이 있어 도시 전체의 

소득수준만 제공

상

황

문

제

쌤

튜

버

� 추가적인 기술 및 상황수정

- 동료교사와의 갈등상황에 대한 

추가설명

- 직무태만과 유튜브 수익관련 상황 

추가 설정

- 촬영 외에 교육부, 교육정책 위반 

사례 반영

� 주변교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의 불편함이 어떤 영향인지에 

대한 추가 기술 필요

�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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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사유

업

무

개

선

- 전근온 → 부임한, 

- 행적으로 1인 1 업무에 → 1인당 

기본 책임 업무)

- 갈등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 

설명 제시

� 교육현장에 맞는 일부 표현 수정

� 교감 언급 부분 삭제

� 교감이 추가적인 사업추진 언급

부분이 일반적이지 않아 업무조

절협의 상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무

능

한 

교

사

� 무능한 교사 이슈

� 학부모 민원관리 상황으로 문제 

변경

-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인한 면학분

위기 저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문제

- 교육청 민원에 따른 

� 민원관리에 대한 핵심직무 차원

과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 

추가

�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갈등 상

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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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정 전 수정 후 수정 사유

학

교

비

전

� 학교 비전과 관련한 추가적인 설

명 추가

� 설문조사외에 추가적인 정보 제

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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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황에 따른 전문가 피드백 종합 및 수정사항

전문가 상황문제 제시방식 개별문제상황 종합의견

1차
교사

1

1. 학교운영계획 시기 수정 필

요

� 일반적인 학교운영계획은 학

년도 운영시기를 감안하여 2월에 

모두 종료하게 되어 3월에 새로 

부임한 교장이 학교의 운영계획

을 3월 학교경영설명회에 언급하

는 상황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9

월 부임 후 1월 정도의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일부 표현 수정(교육목표의 

표현 수정 필요)

1. 쌤튜버 문제 

� 주변교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의 불편함이 어떤 영향인지에 대한 

추가 기술 필요

2. 학교업무개선 관리 문제

� 일부 표현 수정(전근온 → 부임한, 

관행적으로 1인 1 업무에 → 1인당 기

본 책임 업무)

� 교감이 추가적인 사업추진 언급부

분이 일반적이지 않아 업무조절협의 

상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3. 무능한 교사관리 문제

1. 전반적으로 문항이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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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 타인, 

� 전입 교사 비율이 60%로 설정

되어 있는데 특수한 경우이기 때

문에 40% 정도로 조정 필요

� 교감의 수업공개제안 변경 → 작년

에는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에도 학부

모 참관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본인의 수업 전문성을 학부모에게 평

가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였다. 전문

적 학습공동체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자꾸 학교에서 참여를 독촉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4. 학교비전 설정 문제

� 설문조사의 추가적인 보충 설명 필

요

교사

2
-

1. 쌤튜버 문제 

� 일부 표현 수정 및 상황 수정(교사

의 직무태만과 유튜브를 통한 수익과 

관련한 상황의 추가적인 설정 고려)

1. 학교민원문제와 관련한 

사안 추가

� SNS에서 퍼진 학부모의 악

성 민원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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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상황문제 제시방식 개별문제상황 종합의견

2. 학교업무개선 관리

� 학기 중 업무재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일어나는 시기

를 학년 말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고려

� 관련하여 보직교사 임명과 관련한 

문제 추가

3. 무능한 교사관리

� 무능한 교사에 대한 동료평가 지표

를 제시하여 추가정보 제공 

박사

1

1. 학교 특성 관련

� 설정의 근거

� 동일 형태 근무자 경험 통제 

방안

� 소득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 제시

1. 문제의 특성에 따른 이론적 근거 

마련 필요

1. 사고발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습기회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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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

1. 질문 방식

�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

까? 라는 질문이 명확하게 기술

되도록 수정이 필요

�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등 절차에 대한 문제와 결

과물로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데 둘 다 포함하는 것인지 하나

만 포함하는 것인지 의미 확인 

필요

3. 무능한 교사 관리

� 역량부족 보다 임하는 태도의 문제

로 보임

� 무능이 아니고 비협조적인 태도, 불

성실한 태도가 문제라면 업무분장 문

제와 닿아있음

1. 자료 수집과정에서 뻔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문제상황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쟁점이 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사전조사가 잘 이루어

져야 함

2.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 추

가 필요

박사

3

1. 교장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기재 필

요

2. 상황별로 간략한 그림 및 

1. 쌤튜버 문제

� 촬영 이외에 교육부나 교육청 및 

학교정책을 위반하는 다른 사례의 추

가를 통한 복잡한 의사결정과정 문제

1.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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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제시 필요

로 수정

2. 학교업무개선관리

�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정보 필요

3. 무능한 교사관리

� 해당교사와의 면담 등 추가적인 정

보 필요

4. 학교비전설정

� 학교비전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에피소드 및 주변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 필요

박사

4
-

1. 당장의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사항이 대안 간의 비교를 하는 선명한 

상황 제시의 검토 필요

1.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포함된 포괄적인 문제상황이나 

학교성과와 관련한 핵심적인 의

사결정상황의 도출 필요

2. 오늘날 학교조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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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서 상호적인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음

3.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주

요 의사결정이 무엇이 있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

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 검토

박사

수료 

1

-

1. 쌤튜버 문제 

� 교육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

할 것으로 보임

3. 무능한 교사관리

� 일부 표현 수정: 무능하다라는 표현

이 개인의 요소로 사고를 유도하게 만

1. 도전적인 사안의 발굴 필

요

� 현재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복잡다단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시 필요

- 새로운 학교운영 방향 설정

에 있어 전교조, 학부모, 학생, 



- 192 -

전문가 상황문제 제시방식 개별문제상황 종합의견

듦 → 비협조적 이라는 표현이 더 적

절할 것으로 보임

부장교사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 학교장 자신의 비전과 외부 

요구 및 요건 (예, 전인교육 vs 

입시) 등이 갈등을 빚는 경우

- 새로운 교육방식 및 운영(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사안

- 학교폭력이나 기타 교내 이

슈의 외부노출 (예, 언론제보, 

SNS등)시 대응 방안

- 시각장애인 교사의 불성실한 

수업태도 및 학부모/학생의 불

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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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al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principals’school management. This study 

also has been condu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developing competencies of principals through identifying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depth interviews with 18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principal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ir cognitiv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prior 

research on responsibilities and competencies of principals. This 



- 194 -

interview had two steps: First, the interviewee had to solve the 

hypothetical problems in the school situation and explain their 

decision on each matter with the‘think-aloud method’; and as a 

second step, he or she was further interviewed about their 

experience of what made the decis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nstructivist ground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rincipal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problem recognition", 

"thinking perspectives", "thinking skill", and "role recognition".

First of all, the "problem recognition" that principals commonly 

noticed as major problems have been shown to be three 

sub-categories: 'damage of school trust,' 'inefficient school 

management', and 'resistance to new changes.' More specifically, 

'damage to school trust' include 'loss of school reputation' and 

'violations of regulation, standards or procedures'. Principals take 

these problems seriously because they believe these issues have a 

negative impact on school members’perceptions of trust in the 

school, making it difficult to carry out work tasks. 'Inefficient school 

management' includes 'diversity-related conflict', 'failure to build a 

sense of community', and 'fall of educational productivity'. Principals 

are very cautious about these problems because they believe these 

issues could lead to overall inefficiency in management, making it 

difficult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us hindering principals 

from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Lastly, the cases of 'resistance to 

new changes' were shown to be 'adherence to unreasonable practice' 

and 'disagreement over school vision'. Principals recognized these as 

an important issue because these matters could be in the wa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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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ing common goals of school members.

Secondly, "thinking perspectives" that the principal reveal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ub-categories: 'systematic thinking', 'democratic thinking', and 

'strategic thinking'. Firstly, 'systematic thinking' refers to a way of 

thinking to solve a problem at integrated and systematic level. The 

sub-categories of systematic thinking were as follows: 'structural 

thinking' that takes account of elements or each part of the whole 

school; 'circular thinking' that cares deeply about predicted results 

in consequence of one decision; and 'intergrating thinking' that aims 

for the best decision at the whole school level. Secondly, 

'democratic thinking' refers to a way of thinking that takes care of 

the opinions of school members and respects them. This includes 

'open and shared oriented thinking' that makes a decision based on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by members; 'empowering thinking' 

that encourages members to grow through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compromising thinking' that reluctantly conforms to 

the needs of members although the principals disagree with the 

decision. Thirdly, 'strategic thinking' refers to a way of thinking 

that pursues a long-term and school-wide goal, based on the 

priorities and the strength of the school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human and physical conditions. This includes 

'strength-oriented thinking' that addresses the best options in a 

given school situation and thus effectively solves the problem; 

'dialectic thinking' that suggests the third alternative in a conflict 

situation, enhancing mutual satisfaction; and 'goal-oriented thinking' 

that focuses much more on vision and direction of the school rather 

than methods o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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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principals’"thinking skill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ub-categories: focus on the effectiveness, focus on the stability 

and focus on the relationship. First, the 'focus on the effectiveness' 

has three different aspects: 'educational value judgments' that 

cares about the educational value with regard to the choice; 

'input-output effectiveness' that considers the ratio of input and 

output; and 'consistent vision alignment' tha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vision to members to reduce inefficiency. These 

thinking skills were used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ir 

decision, compared with alternatives. Secondly, the 'focus on the 

stability' has four different aspects: 'estimation of risk' that 

analyzes the situation in order to reduce uncertainty and risk of 

the choice; 'seeking up-to-date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values up-to-date information or knowledge based on reliable 

sources to avoid relying solely on the principal's own heuristic 

judgment; and 'consideration of plan B' that prepares alternatives 

for the case that the original plan does not work; and 'intentional 

delaying choice' that postpones making decisions until they get 

sufficient information. Through these thinking skills, they were 

reducing the risk of uncertainty, and pursuing a stable statement in 

the future. Next,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has three different 

aspects: 'intentional neutrality' to make decisions based on balance 

of either side; 'needs analysis through perspectives shift' to better 

understand the other’s position; and 'recognition and tolerance' 

that adjusts to various circumstances and respects the decisions 

regardless their preference. These thinking skills were being used 

to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members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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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decisions.

Finally, the principal's "role recognit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classified into six sub-categories. Principals played 

the role of a 'crisis manager' who ensures stability, detects crisis 

in advance, and prepares optimal solutions. He or she also is a 

'change maker' who gradually leads to change, guiding the direction 

of change as well as listening to voices of school members. They 

become a 'strategic negotiator' who solves the problem through 

mediating differences and negotiating on various issu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addition, principals act as a 'bold 

decision-maker' when the school members have trouble or when 

urgent. They also become a 'faithful supporter' encouraging the 

school members to grow and protecting them from the risks. 

Lastly, principals become a 'hesitant reviewer' who examines the 

whole procedures as a head of the school, but who becomes too 

cautious about decision-making for fear of being blamed.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chool 

principal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the future principals reflect on themselves and 

develop their expertise.

keywords : Principal, decision-making process, characteristics of

principal decision-making, thinking perspective,

principal thinking skills, role of principal

Student Number : 2012-3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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