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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외부기관인 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나타난 연수 효과를 분석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첫째,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은 연수 전에 

비하여 연수 후 대부분 향상되고, 특히 실습연수 후 대단히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탁 연수의 

만족도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한 결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낮지만 실습연수에 대한 

실습 참여 학교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한국교육

개발원의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은 학교경영컨설턴트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인

되었고, 외부기관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둘째,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성된 연수 모형은 학교경

영컨설턴트와 다른 분야의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실습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중요하다. 셋째, 이러한 양성과정의 운영은 전문성과 네트워크,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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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개혁과 교원 전문성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학교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컨설팅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

행정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실천되어 왔고, 2005년을 전후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일부 교

육청에서 수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2010년부터 전국의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장

학을 수행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박수정, 2011; 진동섭, 김효정, 2007; 진동섭,

홍창남, 2006). 이러한 학교컨설팅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관건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정현, 박수정,

2011; 이재덕, 박수정, 2013; 홍창남, 2012).

학교컨설팅에서 학교컨설턴트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컨설턴

트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진동섭, 2003; 박상완, 2008; 진동섭 외,

2008b; 진동섭 외, 2009). 이와 같이 전문적인 학교컨설턴트의 체계적인 양성에 대한 요구는 대

단히 높지만, 학교컨설턴트로서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전․현직 교감, 교과별 수업 전문가,

교육학자 등으로 대부분 전문적인 컨설턴트 교육을 받은 이들은 아니다(박상완, 2008). 또한 학

교컨설팅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컨설팅장학이 수행되고, 각종 교육정책 및 사업에 대한 컨

설팅(자율형공립고 컨설팅, 교과교실제 컨설팅, 창의경영학교 컨설팅 등)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컨설팅이 장학, 평가, 모니터링 등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수행되고 있다(박수정, 2011). 학교컨설

팅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컨설팅장학의 경우에도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장학으

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병환, 김진규, 차성환, 2010; 진동섭, 김도기, 2005), 컨설팅장학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에게도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양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수과정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

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개별 대학 중에서는 서

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특성화사업단, 전주교육대학교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

한 사례가 있다(박상완, 2008; 진동섭 외, 2008a; 진동섭 외, 2008b; 진동섭 외, 2009; 박효정 외,

2011). 또한 최근에는 교육부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하여 컨설팅장학 컨설턴트 실무연수

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학교컨설팅 중에서 ‘학교경영’에 특화된 컨설턴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

는 과정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가 주관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이 거의 유일하고, 일

부 기업과 개별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영컨설턴트 또는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양성과정은 학교 

현장에 대한 개별 지식 전달 또는 경영컨설팅 기법을 국지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박효정 외, 2011).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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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면서 학교컨설팅의 인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화를 위하여 2010년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하 ‘양성과정’)을 개발하였다(박효정 외, 2010). 이를 토대로 2011년에 시범적으로 운

영한 결과,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이 역량 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적합하게 

개발되었고, 시․도교육청 및 각종 연수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박효정 외, 2011). 한국교육개발원

은 연수 모형의 타당성 검증과 확산을 위하여 A대학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위탁하였

고, A대학은 2012년에 위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외부기관인 대학에

서 위탁 운영하여 나타난 연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연수 효

과’는 연수 참여자의 ‘역량 평가’와 연수 관련 집단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로 본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위탁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이 학

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둘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위탁 연수는 

개발 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할 때 연수 관련 집단의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

의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의 타당성과 외부기관 확

대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가 될 뿐 아니라, 최근 그 수요와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와 학교컨설턴트 양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의 개발 과정과 내용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구안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외부기관인 대학

에서 위탁하여 연수를 운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경

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모형을 개발한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0년에 전문적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

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학교조직이 경영 차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경영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의 전문적 양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였다(박효정 외, 201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의 개발은 [그림 1]과 같은 단계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박효정 외, 201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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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의 개발과정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의 구체적인 과정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박효정 외, 2010:

171-175). 첫째, 학교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기본 

철학을 정립하였다. 학교컨설턴트에게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 경험이 중요하

게 요구되고, 학교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요구 조사결과에서도 학교 컨설팅의 기술과 실습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학교컨설팅에 관한 지식과 기술

에 대한 이해와 같은 기본역량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 실습 경험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기본 모형 개발을 위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분석,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개발영역을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과교

육활동, 교과외 교육활동, 학교경영 등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학교컨설팅의 필요성이 높았고, 학

교컨설턴트의 기본역량과 학교경영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요구가 수업컨설턴트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특히, 학교경영컨설턴트에 관한 역량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

라 학교경영에 대한 교육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교육정책적 변화 양

상도 고려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이상의 절차를 거쳐 연구진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기본 모형을 개발하고, 이

에 대하여 4차에 걸친 전문가 협의와 연구진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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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은 

총 60시간으로 기본역량과정, 전문역량과정, 실무역량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역량과정은 학

교컨설팅 및 학교경영컨설팅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것이고, 전문역량과정은 학교경영컨설

턴트로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실무역량과정은 실제 실습을 통해 학교경

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임을 구성하여 실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

본-전문-실무역량과정 구성을 2010년 개발 단계에서는 12시간-12시간-36시간으로 편성하고(박효

정, 2010),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도 함께 개발하였다(홍창남 외, 2010).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토대로 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에 시범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최종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박

효정 외, 2011: 90-96).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프로그램은 기본･전문･실무역량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한다. 기본역량과정은 학교컨설팅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문역량과

정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과 기법 관련 강좌로 구성하며, 실무역량과정은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모의실습, 현장실습, 보고회로 구성한다. 강의 방법은 강의, 토론,

팀별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 연수

원,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 각 대학 연수원,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등이 운영의 주체가 된

다. 운영 시기는 집합연수의 경우 방학 시작 시기인 7월 중순 또는 12월 말경에 실시하고, 현장 

실습은 방학 기간과 학기 중에 운영 하도록 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하

되, 교원인 경우는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지닌 자이며,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연수생의 현장 실습을 위하여 실습학교를 선발하여 운영하고, 실습학교 선발은 자발

적으로 공모에 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의뢰과제의 명확성, 구성원 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선

발한다. 강사진은 학교컨설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컨설팅 기법 등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

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경험 여부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실습팀당 1명씩 배정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집합연수와 실습연수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연수생이 평가하며, 실습학교는 컨설팅 실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

시한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운영 모형은 [그림 2]와 같다(박효정 외, 2011: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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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 모형

이렇게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공

공 및 민간기관 위탁․협정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

램을 별도의 기관에 위탁 및 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다(박효정 외, 2011: 185). 이 가운데 

대학과 MOU 협정을 맺어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A대학이 2012년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위탁운영

을 실시하게 되었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한 A대

학의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이다.1) A대학의 교육연수원은 한국교육개발원과 2012년 

4월에 위탁 협약을 맺었고, 5월부터 양성과정을 준비하여 연수생과 실습학교를 모집하고 7월 30

일부터 8월 2일까지 집합연수(30시간), 8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습연수(30시간 인정)를 진행

하였으며, 9월 22일에 최종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연수가 종료되었다. 집합연수는 A대학이 소재

한 대전에서 진행되었고, 실습연수는 실습학교가 소재한 경기, 울산, 경북, 전북 등지에서 진행

되었다. 이러한 위탁 연수의 내용과 방법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

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세부적인 운영 과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1) 연구자들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연수의 내용 및 시사점 분석(201

2)』에서 수집한 자료 일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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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진 내용 일정

준비 

단계

프로그램 계획 계획 수립 및 준비 2012. 05. 07. ~ 06. 01.

연수생 공모 

및 선발

연수생 공모 2012. 06. 04. ~ 06. 13.

연수생 선발 심사 및 협의 2012. 06. 14. ~ 06. 17.

최종 연수생 선발 및 통보 2012. 06. 20.

실습학교 공모

및 선발

실습학교 공모 2012. 06. 17. ~ 07. 16.

최종 대상학교 선발 및 통보 2012. 07. 20. 

실습학교 설명회 2012. 08. 02.

실행 

단계

집합연수
집합연수 실행 2012. 07. 30. ~ 08. 02.

집합연수 평가 2012. 08. 02.

실습연수 실습연수 실행 2012. 08. 06. ~ 09. 20.

종료 

단계

연수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 성찰저널 제출 2012. 09. 20.

연수 평가
실습연수 및 연수 전반 평가 2012. 09. 22.

실습학교의 실습컨설팅 평가 2012. 09. 17. ~ 09. 22.

<표 1> A대학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의 운영 과정

A대학에서 위탁 운영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은 총 46명이고, 연

수 참여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학교 급별로 초등 25명, 중등 13명, 일반 참여자 8명으로 

나타났고, 직위별로 교장과 교감 등 학교경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석교사와 교사가 

15명, 교육전문직 4명, 교수, 연구원, 퇴직교원 등 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 연수가 진행되었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와 연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구분 초등 중등 일반 계

교장, 교감 15 (32.6) 3 (6.5) ․ 18 (39.1)

수석교사, 교사  7 (15.2)  8 (17.4) ․ 15 (32.6)

교육전문직 3 (6.5) 1 (2.2) ․ 4 (8.7)

교수, 연구원, 퇴직교원 등 ․ 1 (2.2) 8 (17.4)  9 (19.6)

계 25 (54.3) 13 (28.3) 8 (17.4) 46 (100.0)

<표 2> 연수 참여자의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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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수는 학교경영컨설팅의 실습연수를 실시하는 실습학교를 운영하였다. 실습학교는 초등

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6개교였고, 이 학교에서 8월초부터 9월 15일까

지 실습연수(컨설팅)가 이루어졌다. 실습연수가 종료된 후 실습학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의 방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각 학교당 8명 이상의 학교 구성원이 설문에 참여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학교당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컨설팅 실습을 담당한 교사와 

컨설팅에 참여한 교사로 총 51명이 응답하였고, 설문 응답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이들을 

대상으로 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구분 교장 교감 담당교사 참여교사 계

인원 3 (5.9) 5 (9.9) 13 (25.4) 30 (58.8) 51 (100.0)

<표 3> 실습연수(컨설팅) 참여 학교의 설문 응답자 현황

(단위: 명, %)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대학에서 위

탁 운영하여 나타난 연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연수 효과’는 연수 참여자의  

‘역량 평가’와 연수 관련 집단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로 본다. 분석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위탁 연수

(2012년)

개발기관 운영 연수

(2011년)

역

량

차

이

분

석

<역량 평가>

집합연수 집합연수

<역량 평가>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실습연수 실습연수

<역량 평가>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만족도 차이 분석

[그림 3]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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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별로 활용된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를 통해 연수생들은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를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

추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수 참여자의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집합연수 직

전(2012. 7. 30), 집합연수 종료 후(2012. 8. 2), 실습연수 종료 후(2012. 9. 22), 모두 3회에 걸쳐 

학교경영컨설턴트 역량의 보유 수준을 연수생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량 요소는 진동섭(2003), 박상완(2008), 진동섭 외(2008a), 박효정 외

(2010)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초안을 마련하고, 학교컨설팅 전문가 7인의 검토

를 통하여 3개 영역 13개 요소로 선정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을 지식 측면에서 ‘학교

경영컨설팅의 배경, 개념, 원리 이해’,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 방법에 대한 지식’, ‘학교경영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 기술 측면에서 ‘대인관계’,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정보수

집’, ‘네트워크’, ‘경청과 공감’, ‘팀웍과 협력’, 태도 측면에서 ‘컨설팅에 대한 헌신’, ‘컨설팅에 대

한 진정성’으로 제시하고, 각 역량에 대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t검증을 실시하여 시기별로 역량의 평균 변화와 차이를 분석하였다.

2)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위탁 연수는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할 때 연수 

관련 집단의 만족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외부기관(대학)이 주관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가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

교할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수 관련 집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011년에 실시된 개발기관 운영 연수의 만족도 평가 결과(박효정 외, 2011)와 비교하였다.

첫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집합연수와 실습연수 종료 후에 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집합연수 강의에 대한 만족도(적절성, 효과성, 유용성, 만족도)와 전체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와 자유기술형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실습연수 종료 후 실습학교의 교원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과정, 컨설턴트, 만족도)를 Likert 5점 

척도와 자유기술형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연수에 대한 만족도 비교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

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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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 

개념, 원리 이해

연수 전 44 2.98 .849

집합연수 후 40 3.83 .903

실습연수 후 35 3.86 .810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 

방법에 대한 지식

연수 전 44 2.73 .872

집합연수 후 40 3.53 .905

실습연수 후 35 3.77 .690

학교경영컨설팅의 

내용에 대한 지식

연수 전 44 2.77 .859

집합연수 후 40 3.60 .709

실습연수 후 35 3.77 .731

기

술

대인관계

연수 전 44 3.48 .821

집합연수 후 40 3.83 .781

실습연수 후 35 4.17 .857

논리적 사고 

연수 전 43 3.58 .731

집합연수 후 40 3.80 .758

실습연수 후 35 4.17 .891

의사소통

연수 전 44 3.68 .740

집합연수 후 40 3.93 .764

실습연수 후 35 4.11 .758

문제해결

연수 전 44 3.48 .762

집합연수 후 40 3.83 .675

실습연수 후 35 4.06 .684

제시하고 t검증을 실시하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논의와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기술형 설문 결과와 연수생들이 작성한 성찰저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를 통해 연수 참여자가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

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합연수 직전(연수 전), 집합연수 종료 후(집합연

수 후), 실습연수 종료 후(실습연수 후)에 각각 학교경영컨설턴트 역량의 보유 수준을 5점 척도

로 자기 평가하도록 하였다(5점에 가까울수록 많이 보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한 연수생의 자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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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N 평균 표준편차

정보수집

연수 전 44 3.39 .784

집합연수 후 40 3.65 .622

실습연수 후 35 3.97 .747

네트워크

연수 전 43 3.26 .790

집합연수 후 40 3.63 .705

실습연수 후 35 3.86 .733

경청과 공감

연수 전 44 3.75 .811

집합연수 후 40 4.15 .802

실습연수 후 35 4.37 .808

팀웍과 협력

연수 전 44 3.66 .914

집합연수 후 40 4.15 .770

실습연수 후 35 4.23 .843

태

도

컨설팅에 대한 헌신

연수 전 44 3.59 .726

집합연수 후 40 4.03 .862

실습연수 후 35 4.31 .718

컨설팅에 대한 진정성

연수 전 44 3.77 .711

집합연수 후 40 4.28 .751

실습연수 후 35 4.54 .611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경영컨설턴트의 모든 역량에서 보유 수준의 평균치가 높아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13개의 역량 요소가 모두 연수 전과 비교할 때 집합연수 후에, 그리고 실습연수 

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수 전에는 ‘지식’에 관한 역량이 모두 3.0 이하

로 낮은 편이었고, ‘기술’과 ‘태도’에 관한 역량은 3.5 내외였다. 그러나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를 

거친 후에는 모든 역량의 평균이 4.0 내외로 나타났다.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한 연수생 자기 평가의 시기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2)

2)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기명 설문자료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독

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공식상 독립표본 t 검증의 표준오차가 대응표본 t 검증의 표준오차보다 크므

로(임인재, 김신영, 박현정, 2003)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독립표본 t 검증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대응표본 

t 검증에서도 반드시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대응표본 자료로 t 검증했다 하더

라도 연구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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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한 연수생 자기 평가의 시기별 차이 분석

구분

연수 전과 집합연수 후의 차이 연수 전과 실습연수 후의 차이

시기 N 평균
표준

편차
t 시기 N 평균

표준

편차
t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 

개념, 원리 이해

연수 전 44 2.98 .849
-4.436***

연수 전 44 2.98 .849
-4.671***

집합연수 후 40 3.83 .903 실습연수 후 35 3.86 .810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 

방법에 대한 지식

연수 전 44 2.73 .872
-4.111***

연수 전 44 2.73 .872
-5.478***

집합연수 후 40 3.53 .905 실습연수 후 35 3.77 .690

학교경영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

연수 전 44 2.77 .859
-4.786***

연수 전 44 2.77 .859
-3.214**

집합연수 후 40 3.60 .709 실습연수 후 35 3.77 .731

대인관계
연수 전 44 3.48 .821

-1.984
연수 전 44 3.48 .821

-3.514**

집합연수 후 40 3.83 .781 실습연수 후 35 4.17 .857

논리적 사고
연수 전 43 3.58 .731

-1.337
연수 전 43 3.58 .731

-3.453**

집합연수 후 40 3.80 .758 실습연수 후 35 4.17 .891

의사소통
연수 전 44 3.68 .740

-1.481
연수 전 44 3.68 .740

-2.847**

집합연수 후 40 3.93 .764 실습연수 후 35 4.11 .758

문제해결
연수 전 44 3.48 .762

-2.204*
연수 전 44 3.48 .762

-5.086***

집합연수 후 40 3.83 .675 실습연수 후 35 4.06 .684

정보수집
연수 전 44 3.39 .784

-1.696
연수 전 44 3.39 .784

-1.696
집합연수 후 40 3.65 .622 실습연수 후 35 3.97 .747

네트워크
연수 전 43 3.26 .790

-2.241*
연수 전 43 3.26 .790

-2.241*

집합연수 후 40 3.63 .705 실습연수 후 35 3.86 .733

경청과 공감
연수 전 44 3.75 .811

-2.270*
연수 전 44 3.75 .811

-2.270*

집합연수 후 40 4.15 .802 실습연수 후 35 4.37 .808

팀웍과 협력
연수 전 44 3.66 .914

-2.649*
연수 전 44 3.66 .914

-2.649*

집합연수 후 40 4.15 .770 실습연수 후 35 4.23 .843

컨설팅에 대한 헌신
연수 전 44 3.59 .726

-2.505*
연수 전 44 3.59 .726

-2.505*

집합연수 후 40 4.03 .862 실습연수 후 35 4.31 .718

컨설팅에 대한 진정성
연수 전 44 3.77 .711

-3.149**
연수 전 44 3.77 .711

-3.149**

집합연수 후 40 4.28 .751 실습연수 후 35 4.54 .611

*** p〈 .001, ** p〈 .01, * p〈 .05 

분석 결과, 연수 전과 집합연수 후를 비교해볼 때, 9개의 역량 요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과 ‘태도’의 역량이 모두 향상되었다는 점은 집합연수의 효과를 

보여준다. 연수 후와 실습연수 후를 비교해보면, 12개의 역량 요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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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논리적 사고’, ‘의사소통’의 역량은 실습의 과정을 통하여 향상되었

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의 많은 역량들은 실습연수 후 역량의 변화가 

분명해졌고, 태도적인 측면의 역량 또한 높게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실습연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에서 집합연수 자체의 효과성, 그리고 집합연수와 실

습연수로 구성된 양성과정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확인되었고, 외부기관 위탁 연수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 연수 관련 집단의 만족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2012년)가 개발기관 운영 연수(2011년)와 비교할 때 효

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연수 관련 집단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

기관 운영 연수의 만족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1)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

도와 2)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도 비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2011년)와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구분

개발기관 운영 연수

(2011.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외부기관 위탁 연수

(2012. A대학 주관)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집합

연수

프로

그램

기본

역량

과정

적절성 155 4.62 0.66 148 4.33 0.80 3.489***

효과성 154 4.58 0.68 148 4.30 0.79 3.360***

유용성 154 4.62 0.70 148 4.38 0.79 2.846**

만족도 154 4.64 0.61 148 4.28 0.85 4.279***

전문

역량

과정

적절성 234 4.73 0.52 259 4.36 0.82 6.009***

효과성 234 4.69 0.58 259 4.31 0.82 6.024***

유용성 234 4.70 0.55 259 4.37 0.78 5.487***

만족도 234 4.71 0.58 259 4.34 0.80 6.015***

전체 프로그램의 적절성 34 4.70 0.46 35 4.17 0.56 4.279***

<표 6>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외부기관 위탁 연수의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비교  

주: 기본역량과정과 전문역량과정에 해당하는 집합연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조사한 후 합산함 
*** p〈 .001,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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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때, 위탁 연수에서 집합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4.30 내외로, 대체로 

만족스러운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서는 대부분 4.60 내외로 나타나 대단

히 만족스러운 편이었고, 위탁 연수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위탁 연수에서는 4.17,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서는 4.70 으로 나타나 만족스

러운 편이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합연수 프로그램과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위탁 연수와 개발기관 운영 연수가 

모두 높은 만족 수준을 보였고, 개발기관 운영 연수의 만족도가 위탁 연수에 비하여 약간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의 만족도 비교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2011년)와 비교

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구분

개발기관 운영 연수

(2011.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외부기관 위탁 연수

(2012. A대학 주관)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컨설팅

과정

진단과정 57 4.00 0.98 51 4.14 0.69 -0.830

진단결과 57 4.32 0.87 51 4.18 0.62 0.964

해결방안 56 3.91 0.88 50 3.96 0.88 -0.288

컨설턴트
노력 56 3.89 0.89 49 4.33 0.75 -2.687**

관계 55 3.76 0.84 51 4.43 0.67 -4.506***

만족도
컨설팅결과 56 3.77 0.89 48 4.04 0.85 -1.593

실습학교추천 55 3.84 0.98 49 3.84 0.90 -0.002

<표 7>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외부기관 위탁 연수의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의 만족도 비교

*** p〈 .001,  ** p〈 .01, * p〈 .05

전반적으로 볼 때, 위탁 연수에서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 교원의 만족도는 4.0 내

외로 만족스러운 편이었다. 특히 컨설턴트와의 관계(4.33)와 컨설턴트의 노력(4.43)은 대단히 높

게 나타났다. 한편,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서는 대부분 4.0 내외로 나타나 만족스러운 편이었고,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위탁 연수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연수(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위탁 연수와 개발기관 운영 연수가 모두 높은 만족 수

준을 보였고, 위탁 만족도가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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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 의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외부기관인 대학

에서 위탁 운영하여 나타난 연수 효과를 분석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를 분석하

고, 연수 관련 집단의 위탁 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컨

설턴트로서의 역량은 연수과정을 통해 대부분 향상되었고, 특히 실습연수를 마친 후 대단히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 후에는 피교육자의 역량 변화 인식은 발

생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나타난 역량의 변화 양상은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성된 연수 모형

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연수 과정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의 모든 역량에서 보유 수준의 평균치가 높아졌고, 집합

연수와 실습연수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수 전에는 ‘지식’에 관한 

역량이 모두 3.0 이하, ‘기술’과 ‘태도’에 관한 역량은 3.5 내외였으나,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를 거

친 후에는 모든 역량의 평균이 4.0 내외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 전 - 실습연수 후의 역량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수생들은 성찰저널에서 실습연수를 통하여 얻은 점에 대하여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집합연수에서 배운 내용이 실습연수에서 많이 연계, 활용되었고, 집합연수 후 곧바로 실습연

수가 예정되어 있어서 집합연수에서 성실한 태도로 학습하게 되었으며, 컨설팅(실습)을 의뢰한 

학교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실습연수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컨설팅 팀으로 활

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연수와 실습연수가 유기적으

로 연계되는 연수 모형이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량 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경영컨설턴트 또는 학교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기존의 연수는 대부분 집합연수로 이루어

지고, 실습연수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자가 컨

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실제로 발휘해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습 참여를 통한 역량 변화는 대

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컨설턴트의 ‘지식’에 관한 역량은 3.0 미만으로 저조하게 출발

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4.0 수준을 넘지 않았는데, ‘기술’과 ‘태도’에 관한 역량이 

모두 4.0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집합연수 보강, 추후 연수 등 

학습기회의 제공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위탁 연수의 만족도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한 결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122  아시아교육연구 14권 3호

는 약간 낮지만 실습연수에 대한 실습 참여 학교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합

연수의 만족도는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서, 실습연수의 만족도는 위탁 연수에서 다소 높게 나타

났다.

집합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4.0 을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고, 만족도 차이는 미미한 수준

이었다. 만족도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개발기관 운영 연수에서 개발기관인 국책연구기관의 

후광 효과와 연수비 전액이 무료였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합연

수가 서울에서 운영되어 강사 인력풀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고, 개발진이 곧 강사진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위탁 연수에서는 연수비 일부를 연수생이 부담하였고, 지역에서 운영되

어 인력풀이 다소 제한되었다. 그 밖에 30시간의 연수를 4일로 압축 운영하는 것에서 온 피로감,

숙박 연수의 불편함 등이 자유기술형 설문에 불만족 이유로 보고되었다.

실습연수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특히 컨설턴트와 컨설팅 만족도에서 위탁 연수가 좀 더 높은 

평가를 보였다. 이것은 위탁 연수에서 실습연수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였던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 연수에서는 집합연수를 운영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실습연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자발적 요청에 의하여 실습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경험과 

능력이 있는 메타컨설턴트를 실습연수에 지원하는 등 실습연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외부기관인 대학

에서 위탁 운영하여 나타난 연수 효과를 분석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에의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를 분석하

고, 위탁 연수의 만족도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위탁 연수 참여자의 역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컨설턴

트로서의 역량은 연수 전에 비하여 연수 후 대부분 향상되고, 특히 실습연수 후 대단히 많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탁 연수의 만족도를 개발기관 운영 연수와 비교한 결과, 연수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낮지만 실습연수에 대한 실습 참여 학교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의 모형은 효과적으로 학교경

영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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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수생들의 역량이 연수 전에 비하여 향상되었고,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

으며, 실습연수로 이루어진 학교경영컨설팅에 대한 실습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 자체의 타당성과 대학 등 외부

기관 위탁 운영의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학교경

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은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에서 적절히 활

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연구에서 밝혀진 측면

들, 예컨대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지식에 관한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집합연수 보강 내지 학습기

회 제공, 실습연수 운영과 지원의 체계화, 연수비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성된 체계적인 연수 모형은 학교경영컨설턴트 뿐 아니라 다

른 분야의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 학교컨설턴트는 학교컨설팅을 실행하는  

전문가로서, 학교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학교경영에 특화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외

에도 수업컨설턴트, 생활지도컨설턴트 등 각 분야의 컨설턴트 양성에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

성된 양성과정 모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3) 특히 실습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중요한데, 해당 모형과 함께 실습학교 공모와 실습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

다. 실습연수는 실습학교와 여러 관련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수반되는 전문성과 부담감, 연

수생들만으로 수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의구심과 컨설팅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운영이 쉽지 않

다. 따라서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실습 팀을 구성하는 방안과 집합연수 후 희망자에 한

하여 실습연수를 진행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경영컨설팅은 대체로 3인 이상 

팀 단위의 컨설팅이 일반적이지만 수업컨설팅은 개인 단위의 컨설팅(1:1)도 활발하기 때문에 개

인적 차원의 실습연수도 구안할 수 있으며, 실습대상이 되는 학교나 교사에게 연수학점 인정 등

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셋째, 이러한 양성과정의 운영은 전문성과 네트워크,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대학에

서 위탁하여 운영한 사례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양성과정 모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수를 운영

한다 하더라도 연수운영기관과 지역의 차이, 실습학교 주제와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컨

설팅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없이는 효율적인 연수 운영이 어렵다. 이 연수는 학교컨설팅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연구자가 전체 연수과정을 총괄하고 학교컨설팅의 전문가들

로 강사와 메타컨설턴트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생과 실습학교의 지원율, 유능한 강사

와 메타컨설턴트의 확보와 활용, 실습학교 관리 등에서 다소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한국

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에 활용된 집합연수＋실습연수 모형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과정 개발에 적용

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박효정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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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외의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과정 운영이 더욱 중요하며, 특히 학교(경영)컨설팅의 내용적, 방법적 전

문성을 갖추고 컨설팅 실행 경험이 있는 연수책임자가 총괄하면서 전담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경영컨설턴트가 활동하게 되는 학교경영컨설팅 분야는 최근 컨설팅장학의 학교경영 영

역과 각종 교육정책 컨설팅 등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업컨설팅과 생활지도컨설팅과 같이 개

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도 기본적으로 학교의 조직과 문화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

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경영컨설팅의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학교경영컨설팅

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컨설턴트의 전문성일 것이므로,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전문적

으로 양성하는 연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모형을 대학에서 위탁 운영

한 연수 효과에 대한 연구로 수행되었다. 양성과정의 전 기간 동안 연수 참여자가 인식하는 역량

의 변화를 연구하였으나, 양성과정이 끝난 후에 컨설턴트가 얼마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컨설팅

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후 연구도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좀 더 장기적인 연수 효과와 

현업에서의 적용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학교컨설턴트 또는 컨설팅장학의 컨설

턴트를 양성하는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연수과정에 대한 효과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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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4)

Park, Soo-Jung*

Woo, Hyun-ju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t the university and draw implications for training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First, analyzing competencies of participants to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participants' competencies for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were improved after

training program, especially they were greatly improved by the consulting practice training.

Second, comparing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consignment organization(university) with it

in development agency(KEDI), satisfaction rates from consignment organization's training

program were little lower than development agency, but satisfaction rates from practiced

school(objects of consulting) to the consulting practice training were mostly higher than

development agency. Accordingly,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 of

KEDI's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can trai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s effectively and it can be operated in consignment organization effectively. Second,

training program composed with face-to-face training and practice training can be used for

various school consultant's training and it need systematic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Third, this training course should be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with expertise, networks

and dedicated department.

Key words: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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