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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학교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컨
설팅은 단위학교와 교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컨설
팅이 잘 작동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
년에 걸쳐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년도 연구로서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
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
영 연구는 2010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 있는 학
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 현장의 지원 요
구가 높은 생활지도 영역에서 우수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역량을 함양시키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로 변
화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컨설팅이 교육현장에 정착되고 확산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 과정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교장, 교감, 교사 및 실습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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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09년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을 통한 학교교육의 개선’을 목적으
로 시작하여 4개년간의 연구계획 하에 수행되는 연구이다. 올해 연구는 제 3차년도
(2011년) 연구로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2010년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교컨설팅의 인적 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세부 과제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는 2010년에 개발한 학교경
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전문적인 학교경영
컨설턴트 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세부 과제는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이 과제는 제
2차년도(2010년)연구에서 교과 외 영역 중 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생활지도 영역의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
▣ 연구의 개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는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2010년에 본 연구진이 개발한 학교경영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
도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은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
로그램 시범 운영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최종 모형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양성 과정 시범 운
영,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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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0년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기본역량과
정(6.5시간), 전문역량과정(16.5시간), 실무역량과정(37시간)을 총 60시간으로 구성하였
으며,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분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집합연수에서 기본역량과정은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개념,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등이며, 전문역량과정은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조직진단기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역량과정은 학교경영컨설팅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강사진은 학교컨설팅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였
다. 실습연수는 4~6명씩 팀을 이루어 실습학교에서 컨설팅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각 팀
별로 메타컨설턴트가 컨설팅 실습에 도움을 주었다.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서
컨설팅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본 연수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합
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므로 집합연수에 대한 평가, 실습연수 및 전체 연수에
대한 평가, 실습학교에서 컨설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적 측
면,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수생들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강사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하
였으며, 다른 교원들에게도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컨설
턴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습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실습학교 역
시 컨설팅 실행 결과가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한 시사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 운영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를 순차적
으로 진행하여 이론 습득과 실습의 선순환 과정을 추구하였다. 본 과정은 지식과 경험
습득의 병행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 연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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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컨설팅과 기업경영컨설팅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집합연수에서 강사진은 교
육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역간, 학문간 교류를 진행
하였다.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내용을 토대로 기업컨설팅의 컨설팅 기법 노하우가 적절
히 결합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신선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며, 학교경영컨설팅의 방법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피드백 및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번 연
수에서 적용한 피드백과 평가는 연수생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중요
한 부분으로서 연수생의 프로그램 인식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를
받았으며, 실습학교의 평가를 통해 연수생들의 활동과 컨설팅 실습 과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학교컨설팅의 학습성 원리를 구현하며 참여한 연수생들이 반성적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본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로
서, 그리고 학교 경영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최종 모형 및 운영 방안
본 연구에서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토대로 최종 모형과 운
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종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
성 프로그램의 최종 모형은 기본･전문･실무역량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
한다. 기본역량 과정은 학교컨설팅과 교육 정책 관련된 내용으로, 전문역량 과정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과 기법 관련 강좌로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실무역량 과정은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모의실습, 현장실습, 보고회로 구성한다. 강의 방법
은 강의, 토론, 팀별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둘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역교육지원청을
비롯한 한국교육개발원, 각 대학 연수원,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등이 운영의 주체가 된
다. 향후 이들 기관에 학교컨설팅 연구･사업 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이 기관들이 학교컨
설턴트 양성 연수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운영 시기는 집합 연수의 경우 방학 시작 시기인 7월 중순 또는 12월 말경에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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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장 실습은 방학 기간과 학기 중 기간에 운영 하도록 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하되, 교원인 경우는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지
니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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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으로 선발한다.
강사진은 학교컨설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컨설팅 기법 등 방법론에 관련된 사
항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경험 여부
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실습팀당 1명씩 배정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집합연수와 실습연수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연수생이 평가하며, 실
습학교는 컨설팅 실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2.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개요
학교컨설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학교컨설팅은 수업컨설팅과 학교경영컨설팅
에 집중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
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영역 중 하나인 생활지도 분야로 컨설팅의 외연을 확대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컨설턴
트 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직무 및 역
량 분석, 둘째 생활지도 영역의 연수 프로그램 분석,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넷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를 위
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원고 집필, 전문가 협의회 등이 활용되었다.

▣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부산대학교의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심화과정과 각 시․도교육청의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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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초등과 중등
의 프로그램 구성 차이가 크지 않다. 셋째, 상담과 심리 중심의 내용이 많다. 넷째, 지
식 차원의 내용이 많다. 다섯째, 학교 조직의 관점에서 혹은 교사들과의 협력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의 분석결과에 대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학생을 직접 생활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
계 형성이나 학교컨설팅의 과정에 대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내용 중 현장
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차원의 기법과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내용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실습을 통해 실제 경험을 축적하
는 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생활지도를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 관점이 아닌 학교 조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지식, 경험, 기
술 차원에 대한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 요구 순위
를 분석하였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요구 순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부모 및 학생 상담 기법 등 기술 차원의 내용이 지식, 경험 차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기술 차원의 각종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와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숙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이수한 전문가들은 일반 교원에 비해 생활지
도 내용보다는 학교컨설팅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한 요구치가 높았다.

v

＼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방향, 절차 및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
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과 생활지도 영역의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지향한다. 둘
째,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순환적 구조를 지향하며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토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을 병행한다. 셋째,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접근을 지향한다. 즉, 학교 조직 차원으로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생활지도 규칙을 마련
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생활지도 방식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견지한다. 넷
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등 이론적 배경 분석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요구 조사지 분석을 통해 필요도, 숙달도, 중요도를 분석
하였으며, 내용별 요구 우선 순위 도출 결과를 토대로 전체 및 영역별 요구 우선 순위를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 내용 요구 우선 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들에게 주제별로 강의
목적과 강의 요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강좌별 내용
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향과 절차를 통해 개발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지식, 기술, 경
험 차원으로 구분되어 총 15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지식 차원 4개 강좌, 기술 차원 7개
강좌, 그리고 경험 차원 4개 강좌이다.
지식 차원에서는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 학교컨설
팅 이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술 차원에서는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생상담 기
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그리고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등으로 기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 차원으로는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
장실습과 사전모의실습 등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의 경험 습득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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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제언 및 결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째,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
그램의 실습과정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실습연수에서 메타컨설턴트의 참여와 지원 역
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 풀의 발굴 및 확보가 필요
하다. 넷째, 연수생의 전문성을 고려한 컨설팅 팀 구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 확산 및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확대 운영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경영컨
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교조직 진단 도구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
다. 셋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활동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
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학교컨설
팅 연구･사업센터’ 운영 모형과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협정 운영 모형을 제안하였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첫째, 문제 해결 중심에서 학생
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종합적 생활지도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
컨설턴트 양성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자원 발
굴 및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역량 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매우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및 각종 연수 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학교경영컨설턴트는 우수한 인력으로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컨설팅 인
적 인프라의 구축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분석, 생
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교원 요구 분석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갖
춰야할 지식․기술․경험 차원의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vii

＼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넷째, 엄밀한 연구 절차에 의해 개발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
영을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시범 운영,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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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추진 계획
2. 제 3차년도(2011년)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Ⅰ. 연구의 개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II)

1. 연구 추진 계획
가. 연도별 추진 계획1)
KEDI는 학교현장의 개혁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09년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을 통한 학교교육의 개선’이라는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4개년간의 연
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되는 4개년간의 연구는 학교컨설팅
체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현장 적용을 통해 학교컨설팅 체제가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
고 학교컨설팅이 활성화되도록 학교컨설팅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개선하는 과
정 지향적 연구이다([그림 I-1] 참고).

출처: 박효정 외(2009)에서 인용함.

[그림 Ⅰ-1]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 과정
1) 이하에 기술된 2009년 연구결과는 2009년 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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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컨설팅 체제 개념 및 실태･사례 분석’, ‘학교컨설팅 체제 구안･
실행 및 정교화’,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 전략 수립’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의 초점과 정도를 달리하는
순환적이고 나선형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4개년간 연
구의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 <표 Ⅰ-1>, [그림 Ⅰ-2]와 같다.
<표 Ⅰ-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연구내용

1차년도
(2009)

학교컨설팅 체제 개념 및 실태･사례 분석
학교컨설팅 체제의 개념 정리
학교컨설팅 실태 및 사례 분석
학교컨설팅 체제 실태 및 사례 분석
학교컨설팅에 관한 요구 분석
학교컨설팅 체제 구안･실행 및 정교화
학교컨설팅 체제 구안 및 실행
학교컨설팅 체제 수정 및 보완
학교컨설팅 활성화 및 저해 요인 분석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수립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학교컨설턴트 양성 체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탐색
학교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교컨설턴트 발굴 및 활용 방안 탐색
학교컨설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탐색
학교컨설팅 체제 물적 인프라 구축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 전략 수립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 전략 수립
*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연도별 연구 추진 상황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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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10)

3차년도
(2011)

4차년도
(2012)

Ⅰ. 연구의 개요

[그림 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년도인 2009년에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수행되는 연구과제는 2009
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즉,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2차년도(2010년)에는 ‘학교컨설팅 체제 발전 모형
탐색’ 뿐만 아니라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를 위해 학교컨설턴
트 양성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제3차년도(2011년)에는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 및 제도화’에 초점을 두고
2010년에 수행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교과외 영역 교원활동 영
역의 학교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4개년 년도의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학교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기존의 우수
인력을 발굴하여 인력들을 구축하는 ‘학교컨설팅 확산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
구’와 함께 ‘물적 인프라’ 역시 학교컨설팅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고 확산되기 위한 선
결과제라고 보고 ‘학교컨설팅 확산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수행에 초
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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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출처: 박효정 외(2010)에서 인용･수정함.

[그림 Ⅰ-2] 4개년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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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년도(2009년) 연구 추진 체계2)
2009년에 수행된 제1차년도 연구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그
림 Ⅰ-3]과 같이 연구 추진 체계를 설정하고 학교컨설팅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교
육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선
결 과제를 탐색하였다.

출처: 박효정 외(2009)에서 인용함.

[그림 Ⅰ-3] 제1차년도(2009년) 연구 추진 체계

2) 이하에 기술된 2009년 연구결과는 2009년 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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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이를 위하여 민간기관, 교육청,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수행되는 학교컨설팅으로 한정
하는 한편 교육청 관련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컨설팅’이라는 용어로 실행되거나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컨설팅’ 사례로 제안한 것에 초점을 두고 국내의 학교컨설팅 현황
및 학교컨설팅 체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컨
설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수업과 학교경영 영역에서 컨설팅
을 실행하고 있는데, 대체로 기관에 따라 그 수행하는 과제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또한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교육현장에 확산되면서, 장학활동에 ‘컨설
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는 한편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 개념과 원
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학교컨설턴트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 있는 학교컨설턴트를 확보하기가 어려우
며,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학교컨설턴트 양성 체제가 제대로 구축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적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학교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집
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학교컨설팅을 위한 기준 경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학교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넷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교직문화는 학교컨설팅의 저해 요
인이 되고 있었다. 교장은 소속 학교 교사들이 컨설턴트로서 다른 학교의 컨설팅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공립학교의 순환근무제는 학교컨
설팅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을 집결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컨설팅
의 원활한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업공개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이나 다른 교사에게 조언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도 학교컨설팅을 활성화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다.
다섯째,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교사들이 학교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학교컨설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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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해 6가지 체제 영역별로 정책적 방
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컨설팅 인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① 학교컨설턴트의 자격 기준과 자격
인증체제 마련, ②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성체
제 구축, ③ 학교컨설턴트 인력 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컨설팅 물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① 학교컨설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수준의 재원 확보의 필요성, ② 학교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관련 사항 규정 필요, ③ 단위학교와 교원의 학교컨설팅 활
동 지원을 위한 공적 및 민간 기부금 확보의 제도적 장치 마련, ④ 학교컨설팅 제반 경비
및 적정한 수임료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학교컨설팅 운영(기관) 체제 구축과 관련한 방안으로, ① 학교컨설팅 실행을 지
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기관 설치, ② 학교컨설팅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
육청 등 공적기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 ③ 학교컨설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 설립을 위
한 교육관련 법인의 설립 규정 완화를 제안하였다.
넷째, 학교컨설팅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① 학교컨설팅 효과성 평가와 원활한 체
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수석교사제, 파견교사제의 적극
활용 등 우수 현장 교사의 학교컨설턴트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③ 단위학
교 교사들의 학교컨설팅 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학교컨설팅 문화적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①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와 인식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 확대, ② 개방적･협력적 문화를 우선시하는
교육행정 문화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① 학교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이
고 장기적 전략의 필요성, ② 학교컨설팅 관련 기관과 구성원들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
정립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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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년도(2010년) 연구 추진 체계3)
2010년 수행한 제2차년도 연구는 아래 [그림 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2개의 세
부 과제로 진행되었다.

출처: 박효정 외(2010)에서 인용함.

[그림 Ⅰ-4] 제2차년도(2010년) 연구 추진 체계

2개의 세부 과제 중 세부 과제 1인 학교컨설팅 체제 발전 모형 탐색 연구는 기존에 작
동하고 있는 학교컨설팅 관련 사례 즉 수업컨설팅, 학교경영컨설팅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09년 구안된 학교컨설팅 체제 개념과 하위 구성요소의 발전 모형을 탐색하고,

3) 이하에 기술된 2010년 연구결과는 2010년 보고서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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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즉, 학교컨설팅 체제는 기본적으로 투입-변형과정-산출이라는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피드백이라는 순환고리를 가지며, 이때 환경이 이들 과정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
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전 모형을 구안하였다.
투입요소에는 의뢰인, 총괄컨설턴트, 실행컨설턴트 등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 자
문진, 메타 컨설턴트 등의 인적 요소, 학교컨설팅 재원 등의 물적 요소와 관련한 사항들
을 포함한다. 변환과정의 하위 체제로는 역할체제, 문화체제, 과업 체제, 운영체제를 설
정하였다. 산출 요소로서 과제 및 문제 해결, 조직의 자생적 역량 강화, 학교교원의 역
량 강화, 학교교육의 질 제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10년 구안된 학교컨설팅 체제 개념에 근거하여 학교컨설팅 체제의 투입-변환
과정-산출 요소 등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양성체제 구축, 학교컨설턴트의 자격 기준과 자격 인증 체제 마련, 학교컨설턴트의 인력
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교컨설팅 비용 확보와 관련하여 학교컨설팅을 위한 공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
학교컨설팅 비용에 대한 단위학교 차원의 확보를 위한 ‘단위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관
련 사항 규정, 그리고 민간 기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셋째, 변환과정과 관련한 하위 체제 중 역할체제와 관련하여 학교컨설팅 의뢰인과 학
교컨설팅 대상(컨설티), 학교컨설턴트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고, 학교컨설턴트
중 총괄컨설턴트와 실행컨설턴트간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교컨설팅 변환과정의 하위 체제 중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학교컨설
팅 비용 산정 기준 마련, 학교컨설팅 실행･운영 또는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담 기관 설
치, 학교컨설팅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등 공적기관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학교컨설팅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설립을 위한 관련 규정 완
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교컨설팅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컨설턴트와
학교컨설팅 의뢰인의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문화체제와 관련하여 학교컨설팅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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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하여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가 확대되어야 하고,
개방적･협력적 문화가 우선시되는 교육행정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
안하였다.
여섯째, 학교컨설팅 과제 및 과업 영역의 다양화가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학교컨설턴트 인력 발굴, 학교컨설팅 기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
였다.
세부 과제 2로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9년 연구 결과, 학교컨설팅 체제 요소 중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선결과제로
인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 마련이 제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요구조사에 터해 학교경
영 영역의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기본역량과정, 전문역량과정 및 실무역량과정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학교현장의 학교컨설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학교컨설턴
트는 수적인 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역량 또한 천차만별로
서 학교컨설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이 학교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교컨설턴트의 발굴, 확보, 양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과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
례와 한국경영컨설팅협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영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학교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분석, 학교컨
설팅 과제 영역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분석, 학교 및 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기본 모형을 구안하고 최종적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은 총 60시간으로 운영되며, 기본역량 과
정 12시간, 전문역량 과정 12시간 및 실무역량 과정 36시간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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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함께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학교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방안은 1안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과 2안인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거점 교원연수기관 간 협정에 의한 운영 방안 및 3안
으로 교원양성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각 안별로 운영상의 장･
단점을 제시하였다.

라. 제3차년도(2011) 연구 추진 계획
올해(2011년) 수행한 제3차년도 연구는 아래 [그림 I-5]와 같이 크게 2개의 세부 과제
로 진행되었다.

[그림 Ⅰ-5] 제3차년도(2011년)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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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1은 제2차년도 연구(2010, 박효정 외)에서 구안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및 평가이다. 시범 운영은 공모를 통하여 실습학교 8개교와 연수
생 40명을 선발하고, 30시간의 집합연수, 24시간의 실습연수, 6시간의 최종보고회 및
수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범 운영 평가를 위해 연수생과 실습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수생을 대상으로는 집합연수와 실습연수의 내용, 방법 등 만족도 및 의견을 조사하였
으며, 실습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실습연수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년도 연구에서 구안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
성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세부 과제 2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높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0년 교육현장의 요구조사 결과 교과외 영역 특히, 생활지도컨설팅에 대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은 극히 적어 생활지도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분석,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생활지도 연
수 프로그램 및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심화과
정을 분석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
로 구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를 조사하고 요구치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2. 제 3차년도(2011년)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분권화와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정부는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2009년 6월 11일 3단계 학교단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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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단위학교차원에서 보
다 실질적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도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2009년 12월)에서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 육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자율화 지속 추
진’,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좋은 학
교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
보라는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과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 학력향상 중점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학교개혁 정책 방안들을 제안･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9월 1일자로 전국의 178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하고 그
기능도 관리･감독 기능에서 학생, 학부모,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이러한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은 시대변화에 따
른 변화의 압력과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학교컨설팅은 정책변화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 개혁 방안으로서 학
교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며, 학교컨설팅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3차년도(2011년)인 올해 연
구도 2개의 세부 과제로 계획되었다.
첫째는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여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학교경영컨설턴트양성과정 이수자가 과정 이수 후에 학
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적용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2010년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
그램은 기본역량 과정 12시간, 전문역량 과정 12시간 및 실무역량 36시간 등 총 60시간
으로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세 과정 중 특히, 전문역량 과정
에서 학교경영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인 액션 러닝, 조직진단 기법 등과 같은 학교
경영컨설팅 기법과 컨설팅 실습 과정이 요구되는 실무역량 과정은 운영 시간도 길 뿐 아
니라 전문역량과정의 다양한 기법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과정이어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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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한 문
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역량 있
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배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함께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컨설
팅 과제 영역을 확대하여 교과외 교육활동 영역 중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은 교과 교육활동, 교과외 교육활동, 학교
경영 등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학교컨설팅이 수행되고 있는 과제 영역은 주로 수업과 학
교경영영역이고 학교컨설턴트 양성 및 운영 또한 이 두 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
즉, 2010년도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학교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학교경영영역과 수업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수업영역의 경우에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 등 대
학과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수업분석, 수업관찰, 수업 비평 등 수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기반을 두어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
성프로그램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 교육연수원과 부산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영역 중 교과교육활동과 학교경영영역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
컨설턴트가 배출되었고 결과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컨설팅도 이 두 영역에 집중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정책의 시행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
의 생활지도, 진로지도, 방과 후 활동교육,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새
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외 교육영역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2010년 연구(박효정 외, 2010)에서 조사된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에 대한 컨설팅
요구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즉,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시
급성이 교과 교육활동의 필요성과 시급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과외 활동 영역
중에서도 생활지도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지도 영
역의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터해 2011년 올해 연구에서는 학교컨설팅 체제 요소 중 특히 인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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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와 생활지
도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나.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세부 과제로 수행되었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로서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
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제적인 전문 역량
을 갖춘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양성체제 구축의 차원에서 교과외 영역의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다. 연구 기대효과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시범 운영 후 다양한 의견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완결
성을 높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인력풀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요구가 높은 생활
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학교컨설팅이 학교현장에 활성
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학교컨설팅이 단위학교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역
할을 하고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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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연구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II)

1. 서 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개혁에서 단위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국가 차원에
서 정책이 일사분란하게 실행되어 온 것에 비해, 최근에는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변화 노
력과 의지에 따라 정책의 안정적 실행 여부가 좌우되고 있다. 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정
책을 실행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반응과 의지가 중요하
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2009)을 발표하면서 단위학교에 교육
과정 편성, 교원 인사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단위학교는 자율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특색을 살려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학교경영 차원에서 도움을 주어 학교의 자생력 향상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이 바로 학교경영컨설팅이다. 학교컨설팅은 단위학교와 교원의 자발적인 참
여를 중시하며 아래로부터 위로(bottom-up)의 접근 방법으로 교육 개혁을 접근하고 있
는데(진동섭, 2003), 학교경영컨설팅은 이러한 학교컨설팅의 원리 하에 학교 조직이 경
영 차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진동섭 외, 2008b).
이처럼 학교경영컨설팅은 사회변화와 단위학교 자율경영이라는 정책적 상황에 부합하
는 접근 방법으로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박효정 외(2010)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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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졌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습의 병행, 메타컨설턴트의 활용,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존에 개발･운영되고 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으로 이
론 프로그램 외에 실습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만으로는 프
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발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잘 구동하는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점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토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해야만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은 반드시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양성 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현
장 적합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범 운영 과정을 통해 적합성이 담보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은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전문 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자율 경영 역량 함
양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연구 내용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위한 이론적 기초 분석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분석 등을 통하여 2010년 제2차년
도 연구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였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기업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공공기관 경
영컨설턴트 프로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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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제2차년도에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운영 방법 구안
○ 프로그램 강의 순서, 강사 구성 등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구안하여 운영
○ 실습학교 공모 및 선발 방법, 실습학교 설명회 방식을 구안하여 운영
○ 연수생 공모 및 선발 방법을 구안하여 운영
○ 중간･최종 보고회 운영을 구안하여 운영
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
집합연수 평가, 실습연수 및 연수 전반에 관한 평가, 실습학교의 실습연수에 대한 평
가 등을 통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개선방향을 탐색하였다.

○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 집합연수 만족도 (강의 적절성, 전달성, 효과성 등)
- 실습연수 만족도 (도움 정도, 메타컨설턴트 지원 등)
-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타인 추천 여부 등)

○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실습 연수 전반에 대한 평가 (실습시기, 실습팀 구성 및 활동 등)
- 실습학교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준비상태, 정보제공 등)
- 향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 실습학교의 평가
- 자기 평가 (적극적 과정 참여, 능동적 의사소통, 심리적 부담 등)
- 컨설팅 실습팀에 대한 평가 (컨설턴트의 노력 정도, 컨설턴트와의 관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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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만족도, 실습학교 추천 여부 등)
- 컨설팅 실습 운영 시기에 대한 의견

다. 연구 방법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및 각종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 기존에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 기업, 공공기관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
램 분석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자료 분석
○ KEDI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방법 및 여건 구안
2) 전문가 협의회 운영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
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 시범운영의 방향, 운영 방법
○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적용 대상, 평가 내용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시범 운영 진행
상황

○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운영･확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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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 및 안건
일자

협의 안건

제1차 전문가 협의회 (2011.04.18.)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전반적 운영 관련 협의

제2차 전문가 협의회 (2011.04.29.)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절차 협의

제3차 전문가 협의회 (2011.05.13.)

∙ 연수생 선발 기준 마련
∙ 실습학교 선발 기준 마련

제4차 전문가 협의회 (2011.06.03.)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경영컨설팅 기법 및 강
사진 활용 협의

제5차 전문가 협의회 (2011.06.24.)

∙ 실습학교 선발

제6차 전문가 협의회 (2011.06.28.)

∙ 연수생 선발

제7차 전문가 협의회 (2011.07.06.)

∙ 경영컨설팅 기법 관련 강사진 사전 협의

3) 양성 과정 시범 운영
2010년에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집합연수와 현장 실습 연수를 거친 후 최종 보고회 및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가) 양성 과정 연수 운영
○ 대상 : 40명(교직경력 10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연구원, 교수 등)

○ 기간 : - 7월 18일(월)~22(금) 집합연수(30시간, 1일 6시간 5일간)
- 7월 25일(월)~9월 16일(금) 팀별 실습(24시간, 1일 4시간 6일간)
- 9월 24일(토) 실습 최종 보고회 및 수료식(6시간, 1일 6시간 1일간)

○ 장소 : 한국교총회관(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나) 현장실습 방법
○ 실습학교 공모
- 실습 지역: 컨설팅 과정 관리 고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 실습학교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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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학교명, 교장, 주무교사 등)
∙ 의뢰영역 선택
∙ 의뢰과제 (제목, 구체적 내용 등)
∙ 동의확인서 (동의 비율 등)
- 선발

∙ 외부 학교컨설팅 전문가 3명 및 연구진
∙ 기준 : 동의율, 의뢰과제의 구체성, 기본사항 고려
<표 Ⅱ-2> 실습학교 지역 및 선발 내용
실습 지역

실습학교 지원서

실습학교 선발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 기본사항 (학교명, 교장, 주무교사 등)
∙ 의뢰영역선택
∙ 의뢰과제 (제목, 구체적 내용 등)
∙ 동의확인서 (동의 비율 등)
∙ 외부 학교컨설팅 전문가 3명 및 연구진
∙ 기준 : 동의율, 의뢰과제의 구체성, 기본사항 고려

○ 컨설팅 의뢰 영역
- 학교경영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교 문화 및 의사소통 진단
- 조직 및 인사 관리
- 지역 사회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 기타

○ 운영 방법
- 실습팀 구성

∙ 인원수 : 팀별 4~6명
∙ 의뢰과제, 지역 등을 제공하고 연수생의 선택 및 조정으로 구성

26 ｜

Ⅱ.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

- 일정

∙ 실습 팀과 실습학교의 협의로 일정 결정
∙ 약 6회 학교 방문 등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진행 방식, 기간 등 변경 가능
- 지원

∙ 메타컨설턴트 : 실습팀별 1명
∙ 강사 섭외: 실습 학교 대상 특강 강사 섭외 지원
<표 Ⅱ-3> 실습팀 구성 및 지원
실습팀 구성

∙ 인원수 : 팀별 4~6명
∙ 학교의 의뢰과제, 지역 등을 제공한 후 연수생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일정

∙ 실습팀과 실습학교의 협의로 일정 결정
∙ 약 6회 학교 방문 등 컨설팅 진행
∙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진행 방식, 기간 등 변경 가능

지원

∙ 메타컨설턴트 : 실습팀별 1명
∙ 실습학교 대상 특강 강사 섭외 지원

4) 설문조사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 과제에서는 총 3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시범 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과 운영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을 수정･보완하여, 프로그램의 완결성과 현장 적합성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
총 3종의 질문지 중에서 제 1종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집합 연수에 대
한 평가를 하는 조사지이고, 제 2종은 양성 프로그램의 실습 연수를 포함한 전체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지이다. 마지막으로 제 3종은 학교경영컨설팅
실습 과정에 대해 실습학교의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지이다. 총 3종의 질문지 모두 리커
르트 5점 척도 문항과 자유 기입식의 개방형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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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시범 운영 조사 내용
연구내용

조사 내용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집합연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조사
(제 1종)

∙ 강의 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 강의 전달 및 방법의 효과성
∙ 강의 결과의 유용성(적용가능성)
∙ 전반적인 만족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제 2종)

∙ 실습시기 및 실습학교 운영
∙ 실습팀 구성 및 운영
∙ 행･재정적 실습 지원
∙ 실습 시 활용 강좌
∙ 실습 과정 필요성
∙ 연수 추천 의사
∙ 학교컨설턴트 활동 의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실습학교 의견 조사
(제 3종)

∙ 실습학교 참여도
∙ 실습학교 행정적 부담
∙ 실습학교 심리적 부담
∙ 컨설팅팀에 대한 만족도
∙ 컨설팅 실습의 도움 및 미흡 사항

나)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지 중에서 제 1종과 2종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40명의 연
수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3종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실습 학교로 참
여한 8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학교당 7명 이상의 학교 구성원이 설문에 참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학교당 조사 대상은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컨설
팅 실습을 담당한 주무 부장과 컨설팅에 참여한 4명 이상의 교원이었다.
제 1종의 조사지는 양성 프로그램의 집합 연수가 종료되는 7월 22일에 마지막 강의가
종료된 후 연수생들에게 배포하여 회수를 하였다. 제 2종의 조사지는 온라인으로 연수
생들에게 발송하여 회수하였으며, 발송 및 회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
간이었다. 제 3종의 조사지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실습
학교에 조사지를 온라인으로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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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총 3종의 조사지 중에서 제 1종의 조사지는 집합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생들의
평가를 빈도 분석하였으며, 기본･전문･실무 과정별로 평균을 산출하여 영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 2종의 조사지는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개방형 설문 문항의 경우 내용을
유목화 하여 의견을 분류하였으며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온 문항은 빈도로 산출하였다.
제 3종의 조사지 역시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개방형 설문 문항은 반복적으로 응답된 내
용을 유목화 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은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Ⅱ-5>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련 연구 방법(세부 과제 1)
연구내용

연구방법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련 이론적 기초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실행 및 평가

∙ 문헌연구
∙ 실행연구
∙ 설문조사
∙ 면담조사
∙ 전문가 협의회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의 운영 및 확산 방안 마련

∙ 문헌연구
∙ 전문가 협의회

5) 원고 집필 의뢰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학교와 비슷
한 부분을 가진 공공기관의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를 집필 의뢰하였다. 프
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 제목, 목적과 배경,
구성 강좌 및 내용, 시사점 등으로 원고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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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가.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학교경
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사례와 함께 추가적
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
행정연수원을 비롯하여 부산대학교(부산광역시교육청 위탁)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컨설팅 관련 프로그램도 추가적
으로 제시하였다.
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이 주관이 되어 2010년 8월을 시작으로 2011년
8월까지 제2기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다. 양성 과정 운영의 주체는 한
국학교컨설팅연구회이다. 연수과정 이수자는 1기 35명, 2기 45명으로서 총 80명이 이수
하였으며 이수자는 교사,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 일반연구자 등 이었다.
연수대상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선발하였다. 기초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컨설턴
트 양성과정(Ⅰ)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 외 학교컨설팅 관련 교육 및 연수 이수자는
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교컨설팅연구회
정회원 우선 선발, 학교컨설팅 및 장학지도 경험･경력 관련자, 본 연수과정 이수 후 활
용 계획 및 의지가 있는 자, 본 연수 과정 이수 후 학교컨설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 등을 기준으로 연수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 양성 프로그램은 1년에 1회씩 여름 방학 기간에 개설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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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학교컨설턴트양성과정(I)은 겨울 방학 기간에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경영컨설턴
트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컨설턴트양성과정(I)의 심화 과정에 해당되며, 기본적인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이수자가 듣는 경우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경영컨설팅 개관을 시작으로 학교컨설팅 절차별로 강좌가 편성되었
다. 학교경영컨설팅의 준비단계와 진단단계Ⅰ･Ⅱ,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단계 Ⅰ･Ⅱ･Ⅲ
및 종료단계로 내용이 구성되었다. 특히 진단단계와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단계에서는
복수의 강사를 두어 내용을 심화시켰으며, 각 강사가 지닌 장점이 사전 협의 과정을 통
해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과정은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따라 강의실에서 팀별 활동 중심으로 진행된다.
준비단계에서는 제안서 작성, 진단단계에서는 컨설팅 진단 계획서 작성, 그리고 종료단
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각 절차별로 각종 기법도 실습하는데 특
히, 해결방안 구안 및 실행 단계에서는 팀빌딩 기법을 비롯하여 SWOT, Logic Tree 기
법을 실습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과 실습은 학교 현장 실습이 아닌 강의실에 모여 실
습으로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연수과정은 비합숙으로 5일간 30시간으로 진행되며 연수비용은 35만원이다. 시･도교
육청과 학교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과정은 교원 직무연수에 해당하기 때
문에 교원의 경우 전액 혹은 일부의 연수비용을 지원받는다.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교원
들은 직무연수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수자들에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연수원 직무연수 이수증과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증을 제공하며, 이후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의 컨설턴트 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BK사업단 및 교육연구소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주최가 되어 운영한다. 부산대학교 학
교경영컨설턴트 연수과정은 학교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 이후 심화 과정의 성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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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2010년 8월 제1기 71명의 이수자 배출을 시작으로 하여, 제2기에는 초
등 36명, 중등 38명의 학교경영컨설턴트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연수 대상자는 초중등
교사, 교감, 교장과 교육전문직이다. 연수 참여자는 하루에 6시간씩 5일 동안 총 30시
간동안 연수에 참여하며, 이수 후에는 직무연수 2학점을 받는다.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
서울대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
부산대학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며, 연수생
선발을 공모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선발한 교
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서울대학교의 연수 운영과 다른 점이다. 또한 부산시에 근무
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개설한 직무연수이므로 연수 관련 일체의 경비
는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위
탁 운영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경영 외에 초중등별로 수업 및 교육과정 영역, 생
활지도 및 학교상담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내용과 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4)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부설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는 2009년에 초･중등 교감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여 2주 63시간의 비합숙 ‘장학행정기본과정’을 개설하였는
데, 이 과정에 ‘수업컨설팅 사례연구’로 2시간을 배정한 바 있다(교육과학기술연수원,
2009: 81-82). 또한 초･중등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행정기본과정 이수자들
을 대상으로 하여 1주 34시간의 비합숙 ‘장학행정심화과정’을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에

‘수업장학 전문성 개발Ⅱ’로 3시간의 강의 내용 중에 수업컨설팅의 실제라는 내용을 배
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연수원, 2009: 84-85).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컨설팅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목표는
4)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교경영컨설팅 과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컨설팅 혹은 컨설팅장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관련 자료는 각 기관 홈페이지와 담당자로부터 획득하였으며, 그것을 토
대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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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의 컨설팅 기능 강화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학교컨설팅 장학 역
량 강화 및 역할을 제고하고, 학교컨설팅 장학 우수사례 소개 및 실무능력을 실습하게
하여 학교･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교육방침으로 연수
대상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50여명으로 5일, 31-32시간 비합숙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컨설팅 장학 역량 개발을 위한 이론 및 실
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과로 편성한다. 교육방법은 분임토의, 실습 등 경험식･참여식
활동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중에 학교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현장 실습이 한번의 학교방문으로 보고서 작성까지 진행되는 것은 운영 여건의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
전국의 시･도교육청 연수원 및 연구원에서는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컨설팅 장학의 상당부분을 담당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활동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차
원에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부산시교육청이 유일하다. 부산
시교육청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부산대에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교육청은 교원의 다양한 직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여러 차례 학교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대체적으로 30시간 내외, 15시간 내외로 3일~5일간 운영을 한
다. 운영 방식은 비합숙의 형태로 운영하며,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그램 참가 비용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므로 무료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컨설팅 혹은 컨설팅장학의 일반적 이론과 취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절차, 사례, 실무 등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컨설팅의 영역별로는 수업컨설
팅 내용이 많은 시간동안 배치되고 있으며, 학교경영컨설팅 강좌는 한두 강좌만 포함되
어 있다. 참가 대상은 일반 교사도 있지만 전문직 및 학교관리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장학을 빠른 시간내에 확산하기 위하여
관리직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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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한 컨설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Ⅱ-6>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컨설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교육과학
기술부

지역

연수명

시간

비고

32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
육전문직 초･중등 50명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직무연수

15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30명, 중등 60명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직무연수

15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초등30
명, 중등30명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

30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30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초･
중등 각각 약 40명

대전

2011년 컨설팅장학 전문가양성과
정 직무연수

30

초･중등 교감 37명

울산

학교컨설턴트양성과정 직무연수

30

교사 및 장학사 240명

충남

학교 컨설팅 장학 직무연수

62

초등교감 및 전문직 30명

초･중등 교육전문직 컨설팅 관리
직무연수

30

초･중등전문직 각 30명

초･중등 교장 학교컨설팅 직무연수

18

초등 초임교장 80명,
중등 초임교장 60명

초･중등 교감 학교컨설팅 직무연수

18

초등 교감 60명, 중등 교감 45명

유치원장 컨설팅 직무연수

18

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37명

중등 컨설턴트 과정 직무연수

30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40명

교육과학
학교컨설팅전문가 양성 과정
기술부연수원

서울

부산

시･도
교육청
연수원

경북

초등

2) 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5)
가) KCA 컨설턴트 입문 과정
한국경영컨설팅협회에서 실시하는 ‘KCA 컨설턴트 입문 과정’은 컨설턴트 기본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경영인, 전문직컨설턴트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학생 및
기업인에서 개인역량 강화의 기회를 주고, 컨설팅사와 기업에게는 전문가형 컨설턴트를
5) 기업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사례는 박효정 외(2010: 125-130)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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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보급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주일에 2회씩 6주간 총 12회가 진행되며, 한
회당 6시간씩 연수과정이 진행되어 총 72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용은 1,900,000
원으로 회원사 및 단체의 경우 할인 해택(10%)이 주어진다. 교육대상은 대학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3년 이내 컨설팅 경력자, 기업경력 5년 이상의 컨설턴트 전직 희망자, 컨설
턴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로 선착순 30명을 받아 실시된다.
이론 강의, 토론, 실습,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컨설팅 산업의 이해, 컨설팅 역량
및 스킬, 컨설팅 프로세스, 주요 분야별 개괄, 평가 및 수료 시상식의 단위로 과정이 진
행된다. 컨설팅 산업의 이해는 컨설팅 정의 및 이슈, 컨설팅 산업기반의 주제로 진행되
고, 컨설팅 역량 및 스킬은 개별 역량평가 실습을 통한 컨설턴트 적합성평가, 컨설팅적
사고 능력, 고객 요구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설팅 프로세스와 주요 분야별 개괄은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차례로 구성함과 동시에 실제 컨설팅 프로젝트 모의 경험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project-based learning의 기회를 제공한다. 컨설팅 프
로세스에서는 마케팅 단계, 컨설팅 프로세스-착수단계, 컨설팅 프로세스-진단단계, 컨
설팅프로세스-계획수립단계로 이루어지고, 주요 분야별 개괄에서는 strategy, HR, IT,
operation management, BAS(Business Advisory Services)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마
지막 평가 및 수료 시상식에서는 테스트와 직무규범 및 윤리강령 등으로 마무리 된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컨설팅사 취업, 컨설팅대학원입학, 정부 컨설팅지원
사업 참여에 도움이 되는 한국경영컨설팅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고, 교육우수자
에 한하여 KCA 컨설턴트 인증서(KCCR)를 발급한다. 또한 이 과정은 기업경력 5년 이
상 보유자에게 쿠폰제 컨설팅지원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수임단가 책정시 교육 분
야 가점을 주며, 교육우수자 중에 컨설팅사 인턴 희망자에게 컨설팅사 인턴십 기회를 제
공한다. 그리고 수료생은 기수별 모임 및 CBA 수료생 전체모임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컨설팅 인맥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나) 컨설턴트 성장단계별 전문 과정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가 주최하여 실시되고 있는 ‘컨설턴트 성장단계별 전문
과정’은 크게는 국내 중소 컨설팅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뢰성 회복에 큰 디딤돌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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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을 마스터 하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컨설턴트 개
인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Spencer & Spencer의 20개
역량요소에서 현직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컨설턴트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역량 요소 14개를 도출하고 이를 기본역량과 수준별 요구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기본역량에 해당하는 과정은 ‘컨설턴트 기본역량 강화과정’으로 고객지향성, 자기관
리, 통제력의 역량요소를 포함한 과정이다. 이는 컨설턴트로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
객과의 신뢰감 형성능력 배양, 컨설팅 프로세스 분석 코칭을 통한 기업의 내부 문제 파
악 및 고객 상담 스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경영, 기술지도사, 기획,
관리,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로 35명의 인원이 3일 동안,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컨설턴트 기본윤리,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경영컨설팅, 고객 지향적
사고와 행동, 코칭스킬, 프로세스 컨설팅 방법론, 컨설턴트의 Brain Power-up으로 구
성되어 있다.
수준별 요구 역량 중 초급에 해당하는 정보력, 전문성, 대인이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재무컨설팅 실무과정’, ‘인적자원컨설팅 실무과정’, ‘마케팅전략 실무과정’, ‘생산관리 컨
설팅 실무과정’, ‘중소기업 서비스품질 혁신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재무컨설팅 실무과
정’은 재무전략 수립을 위한 심층적 재무관리 및 재무회계 지식/기법을 습득하고,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규 사업 타당성 및 EVA(경제적 부가가치)분석 능력을 배양하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무전략 실행으로서 IPO, M&A, Valuation 프로세스 및 실무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경영 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기획, 예
산, 재경, 금융, 투자분석, M&A 구조조정, 경영혁신 담당 실무자 35명을 대상으로 3일
간 20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재무분석 실무, 재무관리 이해, 사업타
당성 분석, EVA, 재무관리 컨설팅, IPO, M&A, Valuation, 실무이다.

‘인적자원컨설팅 실무과정’은 경영, 기술지도사, 인사, 기획, 관리담당 부서장 및 실무
자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을 통한 컨설팅 기법을 전수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5명이 3일 동안 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주요교육내용은 SHRM개요, HR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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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의 이해, 조직진단, 성과평가제도, 직무분석, 역량평가제도, 적정인원산정, 보상제도
개요, 직급 및 승진체계, 연봉제, 성과급제, 컨설팅 완료 및 사후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마케팅전략 실무과정’은 마케팅 컨설팅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기법을 습
득하고 중소기업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 Framework 및 실무 능력을 제고하
며 컨설팅 실행과정에서 사용하는 Tool을 통한 컨설팅 기법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영, 기술지도사와 마케팅/영업분야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35명씩
3일간 20시간동안 진행된다. 마케팅전략 수립, Framework, 마케팅 조사방법론, 소비
자행동 이해, e-마케팅 실무, 마케팅전략 수립: 환경 분석 및 과제도출, 마케팅전략 수
립: STP 전략, 마케팅전략 수립: 마케팅 믹스 개발, 컨설팅보고서 작성, 워크숍의 내용
으로 실시된다.

‘생산관리 컨설팅 실무과정’은 생산관리 컨설팅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실무 기
법을 습득하고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요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산업변
화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생산관리 컨설팅방법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경영,
기술지도사와 생산/제조현장의 감독자 및 실무자, 생산/제조업체 경영 혁신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35명의 교육인원으로 3일간 2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교육내
용은 생산관리 개요, 컨설팅의 이해, 공장진단, 3정56, TPM(종합설비보전), 식스시그
마, IE, VE, QM, EM, TPS, 컨설팅 완료 및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서비스품질 혁신과정’은 경영, 기술지도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
문직 종사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은 물론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심사를 대비하고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기업의 서비스품질 수준을 향상 시키며 기업의 서비스인증 품질시스템 구
축 및 인증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서비스품질 인증 후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35
명을 교육인원으로 하여 3일 동안 20시간 실시한다.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서비스품질의 이해, 서비스표준 매뉴얼 작성요령, 서비스품질 인증 요구사항,
서비스예절 실무, 서비스품질 인증기업 사례발표, 서비스품질의 평가 및 측정의 내용으
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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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의 요구 역량인 성취지향성, 인재 육성력, 분석력/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컨설팅 프로젝트 혁신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경영, 기술지도사와 TF Team/기업 프로
젝트 관련부서 팀장 및 팀원을 대상으로 35명의 인원으로 3일 동안 25시간 진행된다.
본 과정은 조직의 전략과 프로젝트 분석을 통한 전략적 사고를 배양하고 프로젝트의 체
계적인 관리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기간 내 프로젝트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
획, 분석능력, 리더십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전략경영과 프로젝트 관
리, 프로젝트 경영의 지배구조 및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그램 관리, 프로젝트관리 계획
작성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의 요구 역량은 전략적 사고, 리더십, 변화 탐지력, 대인영향력으로, ‘경영전략
컨설팅 실무과정’을 통해서 길러지길 기대한다. 경영 전략 컨설팅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실무 기법을 습득하고,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타당성을 파악하고 기업문화에 적
합한 중장기 계획 및 미션을 수립하며 최신 컨설팅 기법 등을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경영 전략 컨설턴트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정은 경영, 기
술지도사, 경영기획, 변화관리, 전략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35명의 인원이
3일간 25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경영전략과 전략적 사고를 시작으로 경영혁신기법, 경
영전략과 기업문화,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환경 분석 워크숍, 미션 및 비전
수립, 경영전략 수립, 컨설팅보고서 작성, 변화관리 워크숍 정리/발표의 내용으로 진행
된다.
다) KMAC의 CS컨설턴트 양성과정
KMAC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고 있는 CS컨설턴트 양성과정은 CS컨설턴트에게 요구되
는 필수 지식 및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접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 내 변화를
선도하여 실질적인 고객만족경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내
CS컨설턴트, 사내 CS강사, 고객접점 CS추진 실무자, 사내 CS리더 및 CS코치, 향후 CS
컨설턴트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총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교육이 이
루어진다. 교육비는 180만원에 VAT10%는 별도로 내야 하고, 매주 한번, 6시간씩 12주
간 진행되는 교육은 강의, 팀 프로젝트, 그룹학습, Case Study, 워크숍, 벤치마킹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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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법으로 총 3가지의 Module과 워크숍, 평가 및 수료식의 과정이다. Module 1은 CS
컨설턴트 기본역량 강화로 CS경영 이해 및 최신 트렌드, CS컨설턴트의 비전과 역할, 파
워 프레젠테이션 Skill,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기법, 실전 Research Skill로 이루어지
고, Module 2는 고객 접점 개선 방법론으로 Project Management Skill, 서비스 현상
진단, Case Study 세 번과 서비스 약점 원인 분석, 서비스 약점 개선안 도출, Team
project, 서비스 표준수립 및 정착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Module 3은 CS추진역량 강화
로 서비스 현장지도 기법에 대한 내용을 진행한다. Module 2는 중간에 B/M 워크숍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들이 끝나면 평가와 수료식이 있다.
수료를 한 경우, 출석, 과제평가, 필기시험, 교수평가를 통해 절대평가로 KMAC 발행
수료증서 및 자격인증서를 수여하고 KMAC 경영컨설턴트 채용 시 우선 추천 및 가산점
을 부여한다. 또한 Service College 교우로서 활동할 수 있는 Membership 자격이 주어
지며 각 기업 및 기관의 CS전문가로 적극 추천하는 해택이 주어진다.
라) AIC (최고컨설턴트과정)
KAIST 경영대학,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Accenture, BearingPoint, Deloitte
Consulting, E&Y, Mercer, Oliver Wyman, 삼일회계법인 등이 공동 참여하여 실시되
고 있는 과정으로 기업의 중견관리자들에게 Pre-CEO로서의 자질을 키울 것을 목적으
로 설계되어 있는 과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사기업의 팀장, 임원, 실무 책임자, 경영혁신 및 변화관리 추진자, 경
영컨설턴트로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3만원의 전형료를 내고 서류를 제출하여 접
수를 한 후,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50명 내외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교육 등록금은 500만원이고, 글로벌 경영학습 해외연수 시엔 VAT별도로 100만원의
진행비가 청구 된다. 매주 한번, 6시간씩 16주간 진행되는 교육은 강의와 워크숍을 통한
실습, 해외연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Module 1~4까지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Module 1은 이론적 연구로 현명한 경영 전략, 재정분석 및 전략, e-비지니스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Module 2는 기초 경영 기술로 문제 해결 기술, 컨설팅 기초 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Module3은 변화에 대한 방법론과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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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Module 4는 비즈니스 컨설팅 워크숍과 글로벌 비즈니스 연수로 3회의 교내 워크
숍과 1회 교외 워크숍, 해외투자 실전을 위한 해외연수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3)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가)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진단사 양성과정6)

▣ 프로그램 목적 및 배경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차에 사학이 급격히
변화하는 대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계획하였다. 경영컨설
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 1개 대학, 2009년 3개 대학에 대하여 기금 수입의 일
부를 컨설팅 예산으로 활용하였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 상황을 우려한 교
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과 맞물려 2009년 말에 국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0년에는 60억 원, 2011년에는 40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30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경영컨설팅 지원은 당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대학 선진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본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대학 자체 인력들의 분석능력과
전략 수립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
문기관의 컨설팅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도 대학 구성원이 경영컨설팅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은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목적보다는 각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또는 직원들의 분석 능
력을 함양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보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 이 부분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경영진단사 과정의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전체 과정 설계에 자문 역할을 수
행한 송인택(2011)의 원고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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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교육 대상자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전략경영, 기획, 인사 담당자
이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었다.

○ 인원
2010년의 1차 과정에는 7개 강좌에 연인원 299명이 참가해 평균 42.7명이 수강하였
으며, 2011년의 2차 과정에는 4개 강좌에 연인원 102명이 참가해 강좌당 평균 25.5명이
수강하였다. 강좌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체에 보유한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강좌당
수강인원은 40명 내외이다.
2010년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선진화
팀을 신설하고, 이 부서의 팀원들을 경영진단사 양성과정에 등록시켜 수강하도록 한 점,
1차년도인 만큼 대학의 관심이 컸던 점 등이 2011년의 2차 양성과정보다 평균 수강인원
이 많았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운영주체
본 양성과정의 운영주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교육경영연수팀이다. 연수팀에서는 연
수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강사진과 협의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수정보
완을 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리플렛을 제작하거나 각 대학
에 홍보자료를 보내는 등)에서부터, 수강신청 접수, 강의교재 제작 및 교부, 강좌진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사는 강의교재를 작성해 연수팀에 전달하고, 해당 강좌를 운영
한다.

○ 강사진
강사진은 1차 과정에서는 대학경영컨설팅 현장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영컨
설턴트 외에도 대학에 근무하는 실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으
나, 2차 과정에서부터는 전면적으로 대학경영컨설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컨설턴트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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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활용하고 있다.

○ 연수시간
1차 양성과정과 2차 양성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연수시간이다. 1차
과정은 2일씩 편성한 강좌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여 총 13시간 편성을 기본으로
하였다. 7개 강좌이므로 최소한 7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을, 일일 평균 6.5시간씩 총 91시
간을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2차 과정은 3일에 15시간을 1개 강좌로
편성하고 총 4회로 축소함으로써 일일 평균 5시간, 총 60시간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월
요일~수요일, 수요일~금요일 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말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한 한
피하였다.
수강자들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강좌를 오후에
시작하고 오전에 종료하거나 주말보다는 주중에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편의가 1차에
비해 상당부분 증진되었다.

○ 연수 방식
1차, 2차 양성과정 모두 비합숙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다만, 1개 강좌를 2
일 또는 3일에 걸쳐 편성함으로써 지방에서 참가한 수강생들의 경우 숙박의 문제가 있
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재단의 교육경영연수팀에서 수강생이 요청하는 경우, 정해진 숙
박시설에 미리 예약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인센티브
본 양성과정이 어떤 자격을 수여하는 과정은 아니므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1차에서는 7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는 경우, 그리고 2차에서는 4개 강좌
를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명의의 ‘대학경영진단사 인
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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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양성과정 전체의 연수비용이 2010년에는 1백만 원이었으나, 4회로 조정된 2011년에
는 86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각 강좌당 연수비용은 2010년에는 22만원이었으나 2011년
에는 27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2010년에는 각 강좌를 2일씩 운영하여 2010년에는 7강좌 총 14일간 개최하였
다. 한편 2011년에는 강좌 개최 횟수를 4회로 조정하면서 각 강좌를 3일 과정으로 운영
함에 따라 4강좌 총 12일 동안 개최하였다. 따라서 개별 강좌당 수강료는 높아진 반면,
전체 강좌 수강료는 낮아졌다.
대학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강
좌를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강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전체
강좌 수강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강좌 신청에 대해서는 수강료 할인혜택을 부여하
고 있어 2010년에는 35%, 2011년에는 20.4%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전체 과정 이수
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별 강좌 수강료에 비해 전체 강좌 신청에 대해서는 1차 과정에서
는 35%, 2차 과정에서는 20%의 수강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수강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서 대학차원에서 전체 과정을 신청하고, 각 과정에 별도의 담당자
를 참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강료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연수비 현황은 다음의 <표 II-6>과 같다.
<표 Ⅱ-7>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연수비 현황
1차 양성과정(2010년)

2차 양성과정(2011년)

구분

연수비용

구분

연수비용

강좌별
등록

비숙박 : 220,000원
2인1실 : 280,000원
1인1실 : 320,000원

강좌별
등록

비숙박 : 270,000원
2인1실 : 390,000원
1인1실 : 490,000원

전강좌
등록

비숙박 : 1,000,000원
2인1식 : 1,420,000원
1인1실 : 1,700,000원

전강좌
등록

비숙박 : 860,000원
2인1실 : 1,340,000원
1인1실 : 1,740,000원

* 숙박은 개별적으로 숙박 예약을 신청할 경우에만 숙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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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구성
1차 경영진단사 양성과정(2010년)에서는 전체 과정을 7개 강좌로 구분하여 각 강좌를
2일씩 편성･운영하였으며, 2차 양성과정(2011년)에서는 일부 기존 연수와 중복되는 부
분을 삭제하는 등 재설계를 통해 4개 강좌로 축소하였으므로 각 강좌는 3일 연수로 편
성･운영하였다.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강좌 구성은 다음의 <표 II-7>과 같다.
<표 Ⅱ-8> 경영진단사 양성과정 강좌 구성

1차

강좌

부문

교육과정

개최시기

1

경영진단 총론

대학경영환경 변화 및 대학컨설팅 개요

2

발전전략 부문

대학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과정

3

학사부문

학사조직 진단과 재구축

4.16~4.17

4

조직부문

Streamlining 대학행정설계 및 보고서작성

4.23~4.24

5

인사부문

역량과 성과지향형 인사시스템 수립과정

6

재무부문

사립대학 회계규칙해설 및 교육원가분석 이해

5.14~5.15

7

성과평가 부문

대학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체계 수립

5.28~5.29

3.26~3.27
4.2~4.3

5.7~5.8

↓↓↓↓↓

2차

강좌

부문

교육과정

개최시기

1

비전 및 특성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및 특성화 전략수립

4.11~4.13

2

학사조직 부문

대학특성화 실현을 위한 학사조직 진단과 재구축

4.13~4.15

3

행정조직 부문

행정조직 선진화를 위한 진단과 재설계

4

성과평가 부문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수립

5.2~5.4
5.11~5.13

1차 양성과정에서는 대학경영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대학경영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즉, 대학은 학과조직과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고, 교원과 직원이 근
무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학사조직과 행정조직, 교원인사와 직원인
사 등을 망라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과정 명칭이 혼선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사부문과 재무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예컨대, 인사부문의 경우 대학에서는 담당자가 다른 것이 일반적 상황임과
동시에 대학마다 자신의 상황을 반영한 인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있어서 강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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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재무부문의 경우 재단에서 기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여 중복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하여 2차 과정에서는 상당부분을 조정하였다.
총론과 발전전략 부문을 통합하되 특성화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조직부문은 학사조
직과 행정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설하였다. 재무부문은 삭제하고, 인사제도 부문
은 제도적 측면의 HRM(Human Resource Management)보다는 성과를 관리하고 역량
을 개발하는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 강좌를 설
계하였다.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1989년 제정된 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해 각급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사학교육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
수법인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7)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기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사업
- 관리위탁 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
-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기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직은 이사회(기금운용심의회), 이사장, 사무총장을 최고경영층으로 하고, 산하에 기획조
정팀, 기금사업팀, 대학선진화지원팀, 교육재정통계팀, 교육경영연수팀과 2개의 TF팀, 융자
심사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 감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관에서 정한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사업은 산하의 교육경영연수팀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주로 대학재정 및 회계 분야에 집중된 연수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대학환경 변
화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부문, 등록금 부문 등으로 연수 주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5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나) 우체국 사내컨설턴트 양성 과정8)
▣ 목적 및 배경
사내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컨설턴트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증진･습득을 위한 것이다. 또한 장･단기적인
경영 및 사회 환경 등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좀 더 복잡한 컨설팅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새로운 영역을 마스터하고 전문적･실무적 지식을 육성하기 위해
서는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내컨설턴트(내부경영컨설턴트)를 양
성하고자 하였다.
사내컨설턴트양성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컨설팅9)을 위해 컨설팅 전문 인력을 내부적
으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사내컨설턴트는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부 컨설팅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대부분의 프
로젝트에 외부 컨설턴트와 사내컨설턴트의 공동 작업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에서 활용되는 기술적, 방법론적
현실성을 이해할 수 있고, 외부컨설턴트 이용보다 신속하며, 조직의 내부적인 관행, 작
업과 관리스타일, 기업문화 등에 대해 친숙하며 조직의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또한
조직내부의 복잡한 상황변수들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
점을 가진 사내컨설턴트는 외부컨설턴트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조직의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다. 또한 외부컨설턴트가 조직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프로젝트
실행을 촉진시키고 사내컨설턴트의 훈련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영컨설팅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운영한 사내컨설턴트 과정의 목표는 우정사업본부
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내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이다.

7) www.kfpp.or.kr
8) 이 원고는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사내컨설턴트 프로그램 및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당
하는 나기환(2011)의 원고를 인용하였다.
9) 우정사업본부 경영컨설팅 부분은 ‘부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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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과정 개발 및 과정운영의 목표

▣ 프로그램 운영
○ 대상 및 인원
전 직원 중 마케팅(경영), CS, 물류, 금융, 회계분야 전문지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2차 내부경영컨설턴트 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 팀장급 2명 팀
원 8명으로 KEOTI 경영 Support Team을 구성하였다.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열정
과 혁신적 사고의 소유 유무였다. 평균연령은 44세이며 평균 근속기간이 12년 이상으로
선발하였다. 남직원 8명, 여직원 2명이었으며 이들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2명, 석사학
위소지자 8명이었다. 현업에서의 업무경력 또한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었다. TFT의 주
요 역할은 상반기(6월~8월), 하반기(9월~11월)에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내부컨설
턴트로 참가하고 경영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참석, 내부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
램 참여 등이 주요업무로 부여되었다. 그러나 TF팀 형식으로 구성되어 본인의 업무와
함께 병행하다보니 내부컨설턴트 참여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전담(Full Time) 컨설턴트
를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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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식
우정사업본부는 사내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자체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서의 내부 컨설턴트 양성 및 운영을 벤치마킹하였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전문 인력
의 구성목적과 체계는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해당기업의 핵심인력으로 구성되어지
고 있으며, 스킬부분은 문제해결 기술에 대한 학습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과제수행을 통해 육성되어지고, 몇몇 기업은 자체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Ⅱ-2] 민간기업 내부컨설턴트 운영현황

○ 운영주체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이 운영 주체가 되어 운영을 하였다.

○ 강사진
강사진은 외부 협력 컨설팅사에서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협력 컨설팅
사는 국내 최초 민간 컨설팅사로 경영컨설턴트 과정(MCC)을 15년 동안 운영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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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 사내컨설턴트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이 많으
며 공공기관 혁신평가 및 혁신컨설팅을 많이 수행하였다.

○ 연수시간 및 방식
교육운영은 4주에 걸쳐 1박2일 과정으로 총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시간의
팀프로젝트 실습을 통해 Action Learning 방식의 체험 학습을 진행하였다.

○ 비용
내부컨설턴트 양성을 위해 약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고, 총 4명의 인원이 1명당
300만원씩 비용을 지급하여 경영컨설팅 전문 연수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은 강의와 실무로 구성되는데, 강의는 컨설팅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실무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총 3개
의 Module로 진행이 되는데 Module 1은 컨설팅 입문 기본역량에 관한 것으로 경영컨설
팅과 전략경영, 컨설팅 과정, 컨설팅 보고서 작성법의 내용으로 총 8시간동안 진행된다.
Module 2는 분석･진단으로 요구분석과 경영정보 수집, 경영분석 및 전략수립 toolkit,
재무분석과 경영성과 진단, 조직진단 toolkit-I, II, 사업타당성분석의 내용으로 41시간
동안 진행된다. Module 3은 전략수립･실행으로 마케팅전략, HR전략, 전략실행 toollkit
의 내용으로 18시간 구성되어 있다.
실무 과정은 팀프로젝트 방식으로 8주간 진행된다. 팀구성과 지도컨설턴트 배정 등이
1주차 과정에 진행되며, 팀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팀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과정이 4주차까
지 진행된다. 마지막 8주차에는 팀프로젝트를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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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컨설팅 팀 프로젝트 과정

전체 과정의 특징은 경영학 이론과 컨설팅의 방법론(실무) 및 사례를 접목하여 강의와
함께 팀프로젝트 형식의 실무도 함께 Action learning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 진행
에 있어서도 컨설팅 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고, 실무과정에서는 자사 또는
사례사를 통하여 PM급 컨설턴트들에 의해 지도를 받으며 직접 전략수립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을 경험한다. 또한 경영컨설팅에서 오랜 경험으로 훌륭한 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강사진 또한 국내 최고의 경영학 교수진과 전문 경영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다. 내
부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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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내부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교육 과정의 내용과 방법

▣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 과정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2점, 과정운영 전반 만족
도는 4.84점, 교수만족도는 4.80점으로 모든 평가 항목에 걸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
였다. 교육생 의견으로는 보고서 및 계획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며 경영컨설
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추진 내역
내부 컨설턴트의 양성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본인의 노력 또한 많이 필요한 과
정이다. 공무원교육기관 최초의 경영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우선 중요한 내부컨설턴트의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우수한 컨설턴트의 양성이 경영컨설팅 성공의 확실한 열
쇠라는 생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 제고에 노력하였다. 경영 support team의 교육 추진
내역은 다음의 <표 Ⅱ-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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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2011년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경영 Support Team 교육 추진내역
❖ 경영컨설컨트 기본역량 외부위탁 교육
o
o
o
o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육기관

:
:
:
:

KPC 경영관리사
6일 48시간
6명
한국생산성본부

❖ 경영컨설턴트 역량심화 외부위탁교육
o 교육기간 : 15주(주 1회)
o 교육인원 : 상반기 2, 하반기 2명
o 위탁기관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B&H
❖ 내부경영컨설턴트(IMCC) 양성과정
o 교육기간 : 4회(1박2일)
o 교육인원 : KEOTI 경영 Support Team, 시범컨설팅 우체국 TF팀장(16명)
❖ 경영지도사 자격 취득지원
o
o
o
o

지원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기관

:
:
:
:

경영지도사 2차 종합과정(집합(사이버포함)과정)
4명
2010. 2.19 ~ 8.28
전문교육기관

❖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o 교육방법 : 추천 사이버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이수
o 과정명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재미있는 기초통계
- (통계교육원)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나. 시사점
이상으로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 컨설턴트는 양성 프로그램이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습 경
험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강의실에
서 실시하는 모의 실습이긴 하지만 절차별로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기업경
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서도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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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서는 현장 실습이 강조되기도 한다.
둘째, 교육영역과 기업영역이 분리된 채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이 접목되지 못한 형태
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컨설팅 경험 및 컨설팅 기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기업경영 컨설턴트 프로그램 강사를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강사로 모두 구
성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교육 관련 종사자인 교수,
교사, 교육단체 연구원 중심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경영컨설팅의 경
험과 사례를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경영컨설턴트 양성 연수 대상자의 조건과 자격에 대한 것으로서 학교컨설팅의
기본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일정 정도의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
을 하고 있다. 이는 경영컨설턴트의 성격상 조직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 경험과 조직 리더로서의 경험이 갖춰졌을 때 경영컨설팅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자가 과정 이수 후 학교현장에서 바로 학교컨설턴
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 실습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수생들이
현장 실습에 바로 투입되면 연수생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크고, 학교 현장
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의 모의 실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경영컨
설팅 실습은 연수 강의실에서 하는 ‘모의 실습’과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하는 ‘현장 실습’
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연수의 강사진 구성 시 교육 현장의 경험과 기업컨설팅
의 경험이 접목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학교경영컨설팅의 성격은 기업컨설팅
과 다른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교경영컨설팅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사례와 기법 등을 접
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컨설팅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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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임상 사례와 각종 기법이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 영역과 기업 영역에 전문
성을 지닌 강사진의 적절한 구성으로 서로의 전문성이 접목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 정도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컨설턴트를 선발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교직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컨설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연수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전문성을 갖춘 경영컨설턴트로 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성
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영컨설팅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조직 변화에 대
한 경험, 그리고 조직에 대한 통찰력, 전문 지식 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일정 정도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관
1) 프로그램 내용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2010년에 개발한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
램을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운영되는 양
성 프로그램의 구성은 기본역량 과정(6.5시간), 전문역량 과정(16.5시간), 실무역량 과
정(37시간)으로서 총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기본역량 과정은 5.5시간 감소한 반면 전문역량 과정은 4.5시간 증대하였고, 실
무역량 과정은 1시간 증대하였다.
기본역량 과정에서 구성되어 있던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 과목은 ‘학교경
영컨설팅 모의실습’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팅 절차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역량 과
정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학교컨설팅의 현안 이
해 시간과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 시간을 축소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한편, 전문
역량 과정은 경영 전략으로서의 비전 설정, 마케팅 전략, 조직 진단 기법 등을 추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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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시간이 증대하였다. 이처럼 세부 과정을 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므로 연수 과정 지원자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들이
많이 지원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공모과정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교직 경력을 지원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수과정 지원자들 대부분이 교육정책 및 학교 조직에 대한 특
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둘째, 2010년 요구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전문 역량 과정 부분인 경영컨설팅 기법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조정하였다.
셋째, 기본 역량 과정 중 교육 정책, 학교 조직 특성에 대한 부분은 전문 역량 과정과
실무역량 과정에서의 토의와 실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라는 판단 하에 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운영한 집합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집합연수 프로그램
날짜

교시
1

제1일
7/18
(월)

제2일
7/19
(화)

시간

강좌

09:00-09:20

등록 및 개강식

09:20-09:50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수의 취지 및 방향

2

10:00-10:50

3

11:00-11:50

점심

11:50-12:50

4

12:50-13:40

5

13:50-14:40

6

14:50-15:40

7

15:50-16:40

1

09:00-09:50

2

10:00-10:50

3

11:00-11:50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2)

점심

11:50-12:50

점심

4

12:50-13:40

5

13:50-14:40

6

14:50-14:40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개념
점심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아이스브레이킹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1)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2)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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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3일
7/20
(수)

제4일
7/21
(목)

제5일
7/22
(금)

교시

시간

7

14:50-16:40

8

16:40-17:00

1

09:00-09:50

2

10:00-10:50

3

11:00-11:50

점심

11:50-12:50

점심

4
5

12:50-14:20
(90분)

학교컨설팅의 현안 이해

6

14:30-15:20

7

15:30-16:20

8

16:20-17:10

1

09:00-09:50

2

10:00-10:50

3

11:00-11:50

점심

11:50-12:50

4

12:50-13:40

5

13:50-14:40

6

14:50-15:40

7

15:50-17:00
(70분)

1

09:00-09:50

2

10:00-10:50

3

11:00-11:50

점심

11:50-12:50

점심

12:50-14:20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컨설팅 현장 착근을 위한 과제

14:30-15:50

학교경영컨설턴트 역할 및 역량(종합 정리)

15:50-16:40

집합연수 종료 및 향후 일정 안내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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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연수생 자치회 활동 논의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조직 진단 기법

경영전략- 비전설정
점심
경영컨설팅 tool & technique: KJ method

실습팀별 활동 계획 작성 및 논의

Marketing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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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사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 실제적인 강의를 맡은 강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프로그램
강좌가 잘 구성되어도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프로그램 취지와 내용이 연수생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구성할 때 다음의 두 가
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일차적으로 2010년도에 발간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자료집에 원고
를 작성한 강사진에 토대를 두었다. 이들은 학교경영컨설팅을 실제로 수행･관리한 경험
이 있거나 학교컨설팅 이론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원고 작성과 각종 전문가 협의회 참석
등으로 본 연구의 시범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 영역과 기업 영역의 접목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팅의 내용을 보강하고 인력
을 확장한다는 취지하에 기업경영컨설팅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구성하였다.
학교경영컨설팅의 역사에 비해 기업경영컨설팅은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기 때문에 각종
경험과 기법이 축적되어 있다. 학교경영에서도 경영 목표에 따라 비전을 설정하고, 어떻
게 수요자에게 마케팅을 하며 현재의 학교 조직 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진단을 하는 것
은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업경영컨설팅에서 활용되는 각종 전략과 기법을 활
용함으로써 학교경영컨설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교경영컨설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기업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경영컨설팅의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인력풀 확대 뿐 아니라 학교경영컨설팅에 관심이 있
고 전문성을 갖춘 기업컨설턴트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2010년 개발된 프로그램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와 공동연구진 협의 등을 통해
재검토한 결과 기업경영컨설팅 분야 가운데 전문역량 과정 중 조직 진단 기법과 경영컨
설팅 전략에 중점을 두어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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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생 선발
연수생은 총 40명으로 초등 23명, 중등 16명, 일반 1명이었다. 직위별로는 교장 17명,
교감 10명, 장학사 1명, 교사 11명, 연구원 1명이었다.

4) 기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집합연수와 실습연수 두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두
과정 운영기간은 7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약 2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첫째, 집합
연수는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30시간의 연수로 서울의 한국교총회관 세미나실
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집합연수 후 7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선발된 실습학교의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습연수가 진행되었다. 그 후, 9월 24일 6시간의 최종보고회를 끝
으로 양성과정이 종료되었다.
<표 Ⅱ-1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기간
구분

일시

집합연수

7월 18일 ~ 7월 22일 (5일간, 30시간)

실습연수

7월 25일 ~ 9월 16일 (6회, 24시간)

최종보고회

9월 24일 (6시간)

5) 비용
연수 비용은 무료였으며, 일체의 경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였다.

나.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과정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종료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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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 단계
가) 실습학교 공모 및 선발
▣ 실습학교 공모 기준과 일정
실무역량을 키우는 부분은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
이다. 여타의 다른 학교컨설팅 연수를 이수한 연수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실
제 경험 부족’이기 때문이다. 현장 실습은 연수생들이 연수 이수 후 현장에 바로 투입되
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습 학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고려한 몇 가지 공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학교 선발은 공모 방식을 활용하였다. 공모 방식은 의뢰를 하고 싶은 학교
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발적 의뢰를 강조하는 학교
컨설팅의 취지에 부합한다.
둘째, 공모를 할 때에는 학교 교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학교경영컨설
팅은 학교 구성원, 특히 교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의뢰 과제에 따라 교
원들의 참여 정도와 필요성은 차이가 있지만, 경영컨설팅은 조직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
문에 구성원들이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컨설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 또한,
일방적으로 컨설턴트들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컨설팅이 종료된 후 그 안은 실행이 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 교원의 50% 이상 동의를 의무화 하였다.
셋째, 학교경영컨설팅 영역은 최근 의뢰 요구가 많은 영역 중에서 5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학교가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영역에 대한 의뢰서를 작성해 공모하도록 하
였다. 물론 학교경영컨설팅의 영역은 학교 조직 목표 설정, 의사소통 및 학교문화 진단,
지역 사회와의 관계 설정 등의 영역 이외에도 많은 영역이 있다. 그러나 본 연수에서는
연수생들이 컨설팅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주제로 범
위를 좁혔다. 예컨대, 학교 재정이나 재무 등에 대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5가지 영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넷째, 연수 운영과 컨설팅의 과정 관리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지역을 한정
하였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며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이다. 실습
은 방학과 학기 중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좋지 않거나 컨설턴트의 생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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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떨어져 있으면 실습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물론 실습팀 구성 시 교통여건, 생활지
역과의 거리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은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도 있고, 실
제 컨설팅에서도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은 연
수생들이 실습하기에 용이한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지역을 한정하였다.
다섯째, 시범 운영이라는 연구의 목적과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실습경험 제공의 두 가
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의뢰 주제의 적합성과 구체성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
급,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실습학교 공모 과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Ⅱ-12> 실습학교 공모 과정 일정
추진 내용

일정

공모

2011. 6. 13(월)～6. 22(수)

대상학교 선발 심사 및 협의

2011. 6. 23(목)～6. 24(금)

예비 선발 대상학교와 협의

2011. 6. 27(월)～6. 28(화)

최종 대상학교 선발 및 통보

2011. 6. 29(수)

실행 및 종료

2011. 8. 1(월)～9. 23(금)

○ 실습학교 지원 현황
실습학교는 총 22개교가 지원하여 경쟁률은 2.8:1이었다. 실습학교의 지원율과 의뢰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 18개 학교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비수도권은 4개 학교였
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9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6개교
순이었다.
둘째, 의뢰 주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주제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교경영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학교문화 및 의사소통 진단 순이었다.
실습학교의 지원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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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실습학교 지원 현황
구
지역

분

학교수

수도권

18

비수도권

4
소계

학교급

의뢰
주제

22

초등학교

9

중학교

6

고등학교

7
소계

22

학교경영목표 설정과 계획수립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9

조직 및 인사관리

0

학교문화 및 의사소통 진단

4

지역사회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3

기타

3
*

소계

23

*1개 학교 중복 제출

○ 실습학교 선발
실습학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뢰과제, 지역, 학교급, 구성원의 동의율 등을 고려하
여 선발하였다. 실습학교 선발위원회를 거쳐 11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최종적
으로 8개 학교를 실습학교로 선발하였다.
11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학교 구성원과 통화 후 확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로 하
다고 판단되거나 연수생 구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조직
문화 및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신청한 한 사립 중학교의 경우, 전화로 확
인한 결과 의뢰서의 동의율과는 달리 교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신청한 것이 밝혀져
제외 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수생 지원자 중에서 전문계고
근무자가 거의 없어 실습학교에서 제외 하였다.
실습학교 선발위원회의 상의와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된 8개교는 학
교급별로는 초등 4개교, 중등 4개교이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6개교, 충북지역 1개교,
충남지역 1개교이다. 초등과 중등학교는 연수생들이 초･중등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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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발하였다. 실습학교가 위치한 지역도 실습학교 선발 고려
대상이었지만, 서울과 인천 지역은 지원한 학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뢰서 내용의 구체
성과 의뢰 주제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선발되지 못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실습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4> 선발된 실습학교 현황
구
지역

학교급

주제

분

학교수

경기

6

충북

1

충남

1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2

학교경영목표 설정과 계획수립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3

조직 및 인사관리

0

학교문화 및 의사소통 진단

1

지역사회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2

기타

1
계

8

○ 실습학교 설명회 개최
총 8개의 실습학교를 선발한 후 ‘학교경영컨설팅 실습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실
습학교 설명회에는 8개 실습학교에서 모두 참석하였고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각 학교
당 2명씩(관리자와 담당 교원)이 참석하였고 지리적으로 먼 한 개의 학교에서는 교감 한
명만이 참석 하였다.
실습학교 설명회에서는 학교컨설팅 이론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컨설팅의 원
리, 학교컨설팅의 주체, 학교컨설팅 절차를 설명하고, 실습학교의 역할과 실습 진행과정
에 대해 안내를 하였다. 실습학교의 혜택, 실습학교의 준비 사항, 실습학교 구성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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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학교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첫 만남 일시만이라도 사전에 정해진다면 방학 전에 교원들에게 알리고 일정을 계
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러한 건의 사항에 따라 실
습 학교에서 1안, 2안정도로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보내주면 컨설팅팀과 학교가 방문 일
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습학교 설명회를 위한 구체적인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5> 학교경영컨설팅 실습학교 설명회 자료

1. 실습 학교 운영 배경 및 목적
▪학교컨설팅은 의뢰자의 요청에 의해 학교 교육 관련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의 실행을 돕는 학교 변화 및 교육개혁의 실제적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원활동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Ⅱ)’의 세부 과제 1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
그램 시범 운영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경영컨설턴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이에 학교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을 원하는 실습 대상학교를 선발하여 경영컨설팅을 실
시함으로써 의뢰 학교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연수 과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실습 학교 대상
▪연구 수행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한 특정 영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
▪학교 교원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한 학교
3. 실습 학교 컨설팅 진행 방식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집합연수 과정(7.18~22, 30시간)을 이수한 연수생(이하 컨설턴트)과 메타컨설
턴트가 한 팀 구성함(5~7명 내외).
▪컨설턴트가 전화나 이메일로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첫 만남 일시를 잡음.
▪첫 만남은 컨설턴트와 메타컨설턴트가 가능한 함께 학교 방문할 예정임.
▪메타컨설턴트는 학교에 1~2회 방문할 예정이며, 기존에 컨설팅 경험이 있고 컨설팅에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선정함.
▪이후 컨설팅팀이 학교 측(담당자, 내부협력진)과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약 6회 학교 방문 등 컨설팅
진행함.
▪컨설팅 과제에 따라 진행 방식, 기간 등 변경 가능함.
※ 컨설팅 실습 실행 학교는 교통, 예산 등 학교경영컨설팅 연수과정 관리를 고려하여 지역을 한정하여
선정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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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 학교 협조 사항
▪학교의 컨설팅 진행 과정과 상황을 전 교직원에게 전달 및 공유
▪방학 기간에 준비, 진단 단계가 진행되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 필요
▪설문조사 배포 및 수거, 면담조사 참여 등 구성원들의 협조 필요
▪면담 장소 제공 및 면담 시 간단한 다과 제공 필요
▪내부협력진(부장, 담임교사 등 컨설팅 과제 관련 교사 5명 내외) 구성 협조
5. 실습 학교 혜택 사항
▪학교가 의뢰 신청하는 과제 영역에 대한 무료 경영컨설팅 제공
▪학교 요청 시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학교경영컨설팅 실습학교 확인서” 발급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가 작성한 “학교경영컨설팅 보고서” 제공
▪컨설팅 결과 종합 보고회 시 참관 가능
▪차기년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연수 진행시, 해당 학교 교원 우선 선발 고려
※ 컨설팅을 의뢰한 실습 학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없음.
6. 학교컨설턴트 구성
▪학교경영컨설팅, 수업컨설팅 및 기타 컨설팅 활동 경험자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 학교 조직 변화 및 개선 사례 경험자

나) 연수생 공모 및 선발
○ 연수생 공모 기준
교원인 경우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교사로 신청 요건을 제한하였다. 양성 연수
시간이 60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에서는 기본적인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교사로 연수 대상
자를 한정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전문직을 연수 대상자로 하였으며 교수,
연구원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연수생의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팅 및 수업컨설팅 등 기타 컨설팅 활동 경험 여부를 중요시하였다.
특히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연수인 만큼 학교경영 관련한 컨설팅 경험을 중요시하였
다. 학교컨설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이번 연수에서 모두 가르
쳐 전문성을 갖춘 학교경영컨설턴트로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
을 세웠다.
둘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나 학교 조직 변화 및 개선 사례의 경험과 노력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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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하였다.
경영에 대한 관심과 조직 변화에 대한 경험 및 사례가 있을 때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연수생의 이러한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셋째, 온라인･오프라인에서 교원의 학습 동호회 운영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학교 관리자로서 뿐만 아니라 동료 교원에 대한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경영컨설
턴트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선발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선발 기준과 함
께 연수생 후보자의 직위, 초･중등 학교급, 지역, 컨설팅 관련 연수과정 이수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 연수생 지원 현황
연수생 지원 현황은 초등학교 47명, 중등 31명, 교육관련 연구소 2명으로서 총 80명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명으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지역으로서 29명
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연수가 개설된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경기 지역의 교원
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직위별로는 교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
장 24명, 교사 24명이었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인 만큼 관리직의 연수 지원이
많았다. 연수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전문성 영역을 분석한 결과 학교경영, 수
업, 교육과정 부분에 경험과 전문성이 많았고 생활지도･상담, 학교평가･교원능력평가,
교육복지 등의 부분에도 전문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6> 연수생 신청현황 분석
구분

초

중

고

기타

직위

인원

서울

22

9

･

1

교장

24

인천

2

1

･

･

교감

29

경기

17

7

4

1

장학사

1

대전

3

5

2

･

교사

24

충북

2

1

･

･

연구원

2

충남

1

2

･

･

계

47

25

6

2

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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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 선발
연수생은 총 80명의 연수 지원자 중에서 40명을 선발하였다. 선발위원회는 교수, 박
사, 컨설팅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들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각
구성하고 연수생을 선발하였다.
선발 기준은 연수 공문에 적시한 대로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 등 학교컨설팅 활
동 경험 여부를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연수인 만큼 학교 조직 변화 및 개선
사례 경험과 노력 여부를 평가하였다. 리더로서의 능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오
프라인 교원 학습 동호회(모임) 운영 경험 여부도 연수생 선발 기준에 포함시켰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력을 지닌 교원은 거의 없었다. 교원 학습 동호회의 리더들은 특정 영역에 대
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장 감각이 뛰어난 교사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연수생 선발 시 이들이 연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종 선발한 인원은 초등 23명, 중등 16명, 일반 1명이었다. 직위별로는 교장 17명,
교감 10명, 장학사 1명, 교사 11명, 일반 1명이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
권(대전, 충북, 충남)으로 구분하였을 때 수도권은 30명, 비수도권은 10명으로서 수도권
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도교육청별로는 서울 14명, 경기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이 2명에서 4명까지 선발되었다.
<표 Ⅱ-17> 최종 연수생 선발 현황
최종 선발 현황

구분

인원

초

23

학교급

중

16

기타

1

지역

직위

성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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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

비수도권

10

교장

17

교감

10

장학사

1

교사

11

연구원

1

남

20

여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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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참여 동기
연수생들이 작성한 자유기입식 ‘연수 참여 동기’ 문항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첫째로,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의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전문성을 쌓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
이 있어 자연스럽게 학교컨설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교컨설팅에 대해 정확하
게 이해하고 싶어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된 이유로는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합연수를 통해 알고 있던 학교컨설팅의 개념 및 기법 등의 이
론을 더욱 탄탄히 할 뿐 아니라 실습을 통하여 이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론의 현실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강사진 협의회 개최
이번 연수에는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경영 영역의 전문가들도 강사진에 포함된 점이
다른 기존의 학교컨설팅 연수와 차별되는 점이며 특징이다. 학교컨설팅이 교육 영역의
이론이지만 경영컨설팅과 관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영컨설팅의 역사가 길고 노하우
가 많이 축적된 기업의 컨설팅 경험이 접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접목을 위하여 기
업컨설팅 분야의 강사들을 강사진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 조직의 특성에 낯설기 때문에 학교 조직의 실태와 프로그램 대상
자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사진 협의회를 별도로 실시
하고 교육 정책과 흐름, 학교컨설팅 이론 등에 대해 안내 하였다. 또한 강사진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
후 강의 내용을 강사가 직접 설명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 연구진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 사례 및 용어의 적합성 확인, 타 강의 내용과의 중복성 확
인을 하였으며, 강의 내용 수정 사항 및 당일 강의 유의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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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 단계
가) 집합 연수
○ 강사 구성
집합연수의 강사는 총 13명이었다. 강사는 학교컨설턴트가 9명이며 기업경영컨설턴트
가 4명이다. 학교컨설턴트의 구성은 교육학 교수가 5명, 교육학 박사 1명, 연구원 2명,
교사 1명이며, 기업경영컨설턴트 중에는 경영학 박사 2명, 컨설팅 대표 1명, 컨설팅 전
문 강사 1명이다.

○ 강의 진행 방식
집합연수의 강의 진행 방식은 크게 강사 강의, 토론, 팀별 실습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
다. 특히 집합연수 둘째 날부터 팀별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팀별 활동은 실습학교
의 의뢰서를 바탕으로 강의 내용에 따라 운영된 경우가 많았다.
강좌별 교육 방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8> 강좌별 교육 방법
강의 및 토론 방법
학교컨설팅의 철학과 개념

강의 및 팀별 실습 활동 방법
학교경영컨설팅 절차 실습(모의실습 1, 2, 3)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컨설팅 현장 착근을 위한 과제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학교컨설팅의 현안 이해

경영컨설팅 tool & technique : KJ method

Marketing 전략

조직 진단 기법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경영전략: 비전설정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할 및 자세

･

○ 연수 교재10) 및 준비물
연수 교재는 강사들이 직접 작성한 원고와 PPT로 구성된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연수
에 필요한 준비물은 포스트잇, 사인펜 등 문구류로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체를 제공
하였다.
10) 연수 교재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수”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연수자료 TM 2011-27)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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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진행
팀별 실습 활동이 많은 관계로 연수 조교 3명이 강의 진행을 보조적으로 도왔다. 준비
물을 팀별로 제공해주고, 과정 안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 연수생 팀 구성
집합연수 둘째 날에 연수생들에게 실습학교의 의뢰서를 제시하여 8개 팀으로 구성하
였다. 한 팀당 연수생 수는 총 인원 40명과 실습학교의 수 8개교를 고려하여 한 팀당
4~6명씩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직된 팀별로 집합연수 기간 동안에 컨설팅
학교와 의뢰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기간이 진행 될수록 팀원 간
에 갖게 되는 활동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팀원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팀워크를 다
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구성된 팀은 실습 시에 한 팀이 되어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수생의 선호도를 우선
적으로 고려하여 팀을 배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연수생들이 실습학교 의뢰서를 살펴보고
지역, 주제 등을 탐색한 뒤 연수생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실습
팀 희망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양성 과정을 주관하는 연구진이
사전에 조율하는 작업을 거쳐 확정하였다. 향후 지원한 연수생들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진이 팀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나) 실습 연수

○ 실습 팀 활동
실습 팀은 총 8개 팀으로 각 팀별로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별로 팀장은 팀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8개 팀 모두 교장이 팀장을 맡았다. 팀장은 팀 구성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조직하는 능력, 팀 내에서 그리고 의뢰학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능력, 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실
습 팀은 자율적으로 실습학교와 일정 조율을 통해 방문 일정을 정하였다. 또한 각 팀별
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팀빌딩 기법과 액션러닝 기법 등 집합연수에서
배운 각종 기법을 컨설팅 실습 시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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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컨설턴트 선정 및 역할
메타컨설턴트는 연수생들의 컨설팅 실습을 돕기 위해 위촉한 컨설팅 전문가이다. 메
타컨설턴트를 위촉할 때는 컨설팅 수행 경험 여부와 전문성을 일차적인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험이 있는 대학 교수, 연구원, 교장, 학교컨설턴트, 기업컨설턴트 등 8명을 위
촉하였다. 메타컨설턴트 8명 중 6명은 본 연수의 강사로 연수에 참여한 바 있다.
메타컨설턴트의 역할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 설정, 컨설팅 실행 과정에 대한
자문,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으로 설정하였다. 메타컨설턴트는 최소 1~2회 정도 컨설
팅을 의뢰한 실습 학교를 실습 팀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였고 실습 학교와의 첫 만남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메타컨설턴트에게는 담당 컨설팅팀, 실습학교,
실습학교 의뢰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메타컨설턴트가 컨설팅에 직접 개입하
지 않고 연수생들이 직접 컨설팅을 수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였다.
연수생들이 메타컨설턴트에 대해 너무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팀에서 유
의사항을 안내하였다. 메타컨설턴트의 역할과 안내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19> 메타컨설턴트 관련 자료
▮ 메타컨설턴트에게 제공한 안내 자료
※ 메타컨설턴트 역할
∙ 연수생들이 컨설팅을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문
∙ 최소 1~2회 학교 방문 및 팀 협의회 참석(학교와의 첫 만남은 필수 참석)
∙ 전반적인 컨설팅 과정에 대한 자문(스케줄, 활동 계획, 역할분담)
∙ 팀별 협의회, 보고서 작성 등에 자문
※ 메타컨설턴트와 컨설팅팀 첫 만남
∙ 상호인사 및 소개
∙ 의뢰 학교에 대한 공감대
∙ 일정표 작성 및 역할분담
∙ 실습팀별 활동 계획 작성
∙ 메타컨설턴트와 컨설팅팀
∙ 다음 만남 일시 및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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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에게 제공한 메타컨설턴트 안내 자료
※ 메타컨설턴트의 역할 안내
∙ 컨설팅은 연수생들이 직접 수행
∙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유념 필요
∙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의뢰 주제에 대한 내용 전문성보다는 과정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 수행
∙ 내용 부분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의 자문가 섭외 가능
∙ 메타컨설턴트는 1~2회 이상 학교 방문 및 팀별 협의회 참석을 하는 정도이므로, 메타컨설턴트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지를 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예. 이메일 참조 공유 , 메타컨설턴
트와 팀장 협의 등)

○ 중간 보고회
팀별 자체 컨설팅 실습 과정 중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중간 보고회의 목적은
팀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어려운 점과 노하우 등을 연수생 간에
공유하는 것이었다. 각 팀별로 진행 과정과 애로점 등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수생들은 컨설팅 과정 시 어려운 점을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실습학교와의 의사소통, 의뢰 과제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의 어려움을 다른
연수생과 연구진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였다.

○ 최종 보고회
최종 보고회는 실습팀별 컨설팅 과정과 결과 발표, 질의응답의 순서로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메타컨설턴트들이 참여하여 실습 과정에 대한 평가와 조언, 그리고
열심히 참여한 연수생들에게 격려를 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생 40명 모두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
트 양성 과정은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육 연수기관으로 인정되어 60시간 직무연수 이수
증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수료증도 함께 수여하였다. 수료
증은 향후 심층적인 양성 과정이나 자격증제가 도입되었을 때 단계별 과정을 완료하였
다는 증명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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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단계
종료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평
가는 실습 연수를 끝낸 후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 평가 하였
다.11) 수료식은 최종 보고회를 마친 이후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증과 수료
증을 연수생에게 개별적으로 수여하였다. 그리고 실습학교에도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
의 ‘학교경영컨설팅 실습학교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과정이 세부적으로 진행된 내용과 일정
은 다음의 <표 II-20>과 같다.
<표 Ⅱ-20>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과정
운영 단계

추진 내용

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2011. 3. 2(수)~ 6. 30(목)

실습학교 공모 및 선발

준비 단계

공모

2011. 6. 13(월)～6. 22(수)

대상학교 선발 심사 및 협의

2011. 6. 23(목)～6. 24(금)

예비 선발 대상학교와 협의

2011. 6. 27(월)～6. 28(화)

최종 대상학교 선발 및 통보

2011. 6. 29(수)

연수생 공모 및 선발
공모

2011. 6. 15(수)~6. 24(금)

연수생 선발 심사 및 협의

2011. 6. 28(화)~ 6. 29(수)

최종 연수생 선발 및 통보

2011. 7. 8(금)

집합연수

실행 단계

집합연수

2011. 7. 18(월)~ 7. 22(금)

집합연수 평가

2011. 7. 22(금)

실습연수와 중간보고회
실습연수 진행 및 종료

2011. 8. 1(월)～9. 23(금)

중간보고회 실시

2011. 8. 23(화)

최종보고회
최종보고회

2011. 9. 24(토)

11)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대한 평가는 ‘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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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추진 내용

일정

프로그램 평가
종료 단계

실습연수 및 연수 전반 평가

2011. 9. 20(화)~9. 24(토)

실습학교의 실습컨설팅 평가

2011. 9. 30(목)

수료식
수료식

2011. 9.24(토)

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평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수생에게는 집합연수와 실습연수 이후 두 차례 평가 의견을
받았으며, 컨설팅 실습학교에게는 실습연수가 종료 된 후 평가 의견을 받았다.

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평가
1) 집합연수 평가
집합연수는 5일간 30시간 운영을 하였다. 집합연수가 종료되는 날인 7월 21일에 마지
막 강좌를 마친 후 연수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집합연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
견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총 40명의 연수생 중 39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설
문지는 각 강의별로 강의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강의전달 및 방법의 효과성, 강의 결과
의 유용성(적용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연수생들은 집합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전체 강좌에 대
한 총계에서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95% 이상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혀 없
어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역량에서도
전문역량과 실무역량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95% 이상으로 강좌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기본역량은 그렇다 이상의 응답이 94.17%로 상대적으로 낮긴 했으
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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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강의 구성과 강사진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강사와 강좌별로 평가를 분석한 결과 조직진단 기법의 경우 강의내용 및 수준
의 적절성, 강의 전달 및 방법의 효과성, 강의결과의 유용성, 전반적인 만족도 모두에서

‘매우 그렇다’가 80%를 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른 모든 강의도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도 1명~2명의 응답자만 있어 대체
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Ⅱ-21> 집합연수 프로그램 강의평가 결과 분석
단위 : 명(%)

과정

기본
역량

매우 그렇다

2(1.3)

9(5.8)

34(21.9)

110(71.0)

전달방법 효과성

0(0.0)

4(2.6)

5(3.2)

42(27.3)

103(66.9)

결과 유용성

0(0.0)

5(3.2)

4(2.6)

35(22.7)

110(71.4)

만족도

0(0.0)

2(1.3)

5(3.2)

38(24.7)

109(70.8)

0(0.0)

13(2.1)

23(3.7)

149(24.1)

432(70.0)

내용수준 적절성

0(0.0)

0(0.0)

9(3.8)

45(19.2)

180(76.9)

전달방법 효과성

0(0.0)

2(0.9)

8(3.5)

50(21.6)

171(74.0)

결과 유용성

0(0.0)

1(0.4)

9(3.9)

49(21.2)

172(74.5)

만족도

0(0.0)

1(0.4)

7(3.0)

47(20.3)

176(76.2)

0(0.0)

4(0.4)

33(3.6)

191(20.6)

699(75.4)

내용수준 적절성

0(0.0)

2(1.7)

3(2.6)

24(20.5)

88(75.2)

전달방법 효과성

0(0.0)

1(0.9)

5(4.3)

28(23.9)

83(70.9)

결과 유용성

0(0.0)

2(1.7)

2(1.7)

30(25.6)

83(70.9)

만족도

0(0.0)

1(0.9)

3(2.6)

24(20.5)

89(76.1)

0(0.0)

6(1.3)

13(2.8)

106(22.6)

343(73.3)

0(0.0)

23(1.1)

69(3.4)

446(22.2)

1474(73.3)

소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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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0(0.0)

소계

실무
역량

보통이다

내용수준 적절성

소계

전문
역량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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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연수 평가
○ 실습과정 필요성
실습연수는 총 30시간 운영을 하였다. 각 팀별로 정해진 실습학교를 4~6회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였으며 중간 보고회･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실습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실습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연수생의 의견을 물은 결과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88.2%(30
명), ‘필요하다’는 응답은 8.8%(3명)이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전혀 없었다.
실습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약 96%가 넘어 실습 과정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
성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실습연수는 학교컨설팅 이론 이해의 향상, 현
장적용, 시행착오를 통한 배움 등의 역량 강화와 학교경영컨설턴트로 활동 하는 것에 대
한 자신감 향상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Ⅱ-5] 실습과정 필요성

○ 실습 시 활용 강좌
실습 연수와 집합 연수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집합 연수에서 배운 강좌가
실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집합 연수의 강좌들 중에서 실습 연수에
많이 활용한 강좌에 대해 응답을 받았다. 두 강좌 이내로 중복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총 61회의 응답이 있었다.

｜

75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실습 연수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강좌는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14회, 23.0%),
진단 및 해결 방안(팀빌딩) 단계(13회, 21.3%)로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준비 단계
모의 실습(6회, 9.8%), 실행 및 종료 단계(5회, 8.2%), 조직진단기법(5회, 8.2%)로 나타
났다. 모의 실습으로 구성한 절차별 강좌들이 실습 연수에 많이 활용된 강좌로 밝혀졌
다. 이는 실제 현장 실습 전에 모의 실습을 통한 사전 경험이 연수생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습 연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기법으로는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이 38.8%(26
회)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그 다음은 진단 및 해결 방안(팀빌딩) 단계(15회, 22.4%)
와 조직진단기법(10회, 14.9%)으로서 많이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실습 연수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강좌는 총 27회의 응답 중에서 마케팅 전략이 7회로
가장 많았다. 이 강좌는 집합 연수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강좌이다. 그러나 경영학과 마케팅의 이론 부분에 대한 강좌 내용이었으며 단위
학교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습 연수에서 도
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움이나 활용을 응답한 횟수는 61회인 것에
비해서 도움이 안 된 강좌가 적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만큼 강좌들이 실습연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3) 종합 평가
전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70.6%이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이 나머
지 29.4%를 차지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 연수생들은 ‘보통’ 이하의 응답
을 전혀 하지 않아 매우 적절하게 연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에게 본 연수에 대한 추천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한 34명 전원이 추천할 생각
이 있음을 밝혔다. 타인에게 연수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과 전반적 운영에 대해 포괄적으로 매
우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의 지역적 확대와 나아
가 학교컨설팅의 지속적인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양성 과정을 이수한 후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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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32명이 ‘활동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명은 ‘학교 업무가 많아 활동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1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양성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컨설턴트 활동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양성 과정을 통해 학교컨설턴트로서의 자신감
을 획득하였으며 학교컨설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학교
컨설턴트로서 적극적 의사를 피력한 연수생들을 향후 학교컨설턴트 인력풀 구축 시 적
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
반을 닦아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Ⅱ-6] 전체 프로그램 적절성
<표 Ⅱ-22> 프로그램 전반적 평가
단위 : 명(%)

구분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전체 프로그램 적절성

24 (70.6)

10 (29.4)

0 (0.0)

0 (0.0)

0 (0.0)

구분

꼭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실습과정 필요성

30 (88.2)

3 (8.8)

1 (2.9)

0 (0.0)

0 (0.0)

구분

추천

비추천

타인추천

34 (100.0)

0 (0.0)

구분

있음

없음

모르겠음

컨설턴트로 활동 의사

32 (94.1)

1 (2.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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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운영 과정 평가: 실습 연수를 중심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은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정이다. 이번
연수는 전문성이 뛰어난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 뿐 아니라 2010년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I)에서 개발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보
기 위해 시범운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연수는 타 연수들과 차별적으로 집합연수
에서 배운 것을 실습 할 수 있는 실습연수가 포함되어 집합연수와 실습연수의 연계 및
실습연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집합연수의 만족도 조사 외에도 실습연수가 끝난 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수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은 실습시기 및 실습 팀
활동 등 실습 연수 전반에 관련된 것과 실습 학교 준비 상태, 실습 학교 공무 방식 등
실습 학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1) 실습 연수 전반에 대한 평가
가) 실습시기
실습시기는 컨설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이번 실습연수는 집합연수가 끝난 다음 주부터 실시가 되었고, 방학과 학기 중에
걸쳐 진행되었다. 방학과 학기 중 두 시기를 경험한 연수생들은 각 시기별 장단점이 있
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장점과 단점의 정도와 보완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선호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기별 장단점은 방학의 경우 학교 업무가 없기에 시간을 내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습학교의 전체 교사 혹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학기 중에 실시하는 것은 방학 기간 동안 실시했을 때의 단점과
반대로 실습학교 교사들이 시간을 내어 학교를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수생들이 재직학교 업무가 많아서 시간 내기 어려움과 잦은 출장의 어려움
등 컨설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이 나왔는데 방학, 학기 중, 방학･학기 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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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볼 수 있다. 이들 의견 중에서 이번 연수와 동일한 방학･학기 병행이 최선이라는 의
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방학에 모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방학과 학기 중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각 시기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여 단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학 기간에 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습 일정을 사전에 정
하여 실습학교에 공지 한다면 실습학교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기회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나) 실습팀 구성 및 활동
이번 연수에서 실습 팀은 연수생들에게 실습학교의 의뢰과제, 지역, 학교급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선택하도록 한 후 연수생들과 협의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이 최선이
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외 다른 의견으로는 직위나 특기 등을 고
려하여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습 팀을 구성하는 것이 있다. 컨설팅을 실행하는데 다양한
역할과 능력이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습 팀이 활동하는데 어려웠던 점으로 실습 팀 구성원들 간 지역적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가장 많이 피력하였다. 지역적 거리를 고려해서 실습학교와 연수생을 선발하였고
연수생들의 선택으로 실습 팀이 구성되었지만 팀원 간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기에는 이
동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수생 정원이 많이 늘어나거나 지역별로 연수
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구성원 간 더 가까운 거리를 보장 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
인다.
실습 팀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점은 실습 팀 내에서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것 또한
의사소통과 관련한 컨설턴트의 역량 중 하나이므로 이 점 또한 중요한 실습 경험이라고
판단된다.
다) 메타컨설턴트 지원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실습 팀이 컨설팅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부여하여 각 팀에 한 명씩 배정하였다. 메타컨설턴트 지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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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나 팀에 따라 만족도가 편차가 있었다. 만족도가 높고 낮은
것은 메타컨설턴트의 적극적인 지원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
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적극적 지원과 구체적인 안내 때문이었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메타컨설턴트관련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고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메타컨설턴트의 사전연수를 실시하여 역할, 태도 등에 대해 정확히 안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실습학교 준비 상황에 대한 평가
가) 실습학교 준비 상태
연수생들은 대체적으로 실습학교의 준비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이었다. 준비상태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특정 학교들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실습학교의 부족
했던 준비 혹은 꼭 필요한 준비로는 의뢰학교에서 학교컨설팅(컨설턴트)의 이해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동의율을 바탕으로 실습학교를 선발하였지만 실습학교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컨설팅에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의뢰과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과정 이
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행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컨설팅에 있어서 자발성이나 컨설팅의 이해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
으로 자발성의 경우는 선발 과정에서 실제 동의율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또한 선발된 실습학교 구성원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사전연
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컨설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학교
컨설팅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실습학교 관련 정보 제공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이번 연수에서 제공되었던 학교명, 의뢰과제, 동의율 등으로
정보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조금 더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학교의 요람,
교지 등의 간단한 정보 정도를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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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습학교 공모방식
이번 연수에서 실습학교는 공모를 통해 받은 의뢰 주제, 동의율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이 실습학교 선발의 최선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덧붙인 의
견으로 공모를 받은 후 일정 수의 의뢰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동의율, 학교 상황 등을 파
악한 후 실습학교로 더 적합한 학교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연수에서 동의율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율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
시 언급되는 이유는 제출한 동의율과 실습학교의 실제 분위기가 차이가 있었고, 동의율
과 관련된 자발성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연수생의 학교가 실습학교로 선발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수생과 실습학교가 일치하였을 때는 실습연수 및 컨설팅
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객관적인 컨설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3) 향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 컨설팅 실습 시 특별 강사 섭외 지원
컨설팅 실습 시 실습학교가 요구하거나 컨설팅팀에서 특별 강의가 필요할 시에는 특
별 강사를 섭외하여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특별 강사를 섭외하는 것에
연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별 강사 관련하여 강사비 지급도 중요하지만 강사섭외
에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컸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 참여 연수생간 워크숍
전체 프로그램 및 실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안으로 연수생간 워크숍에 대한 의견
이 가장 많았다. 전체 연수생 간에 의사소통의 기회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다. 이번 연수에서 연수생간 의사소통을 위해 중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토론보다는
발표의 비중이 높아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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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많은 연수들이 그렇듯 연수를 실시할 당시에는 모두가 의욕적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
나면 일상에 쫓기기도 하고 연수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기회가 적어서 연수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수는 직무연수 점수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점수를 얻기 위한
연수라기보다는 실제로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교원들의 참여가 많아 컨설턴트로 전문성
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이후에도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
여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목적인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 구축과도 부합하는 부분이다.

○ 자료제공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컨설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뿐 아니라
실제 컨설팅을 실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사례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앞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실습학교의 평가
컨설팅 실습이 종료된 후 실습학교에 설문지를 보내 컨설팅 실습에 대한 평가를 받았
다. 실습학교의 평가는 의뢰 실습학교 자기 평가와 컨설팅 실습 팀에 대한 평가로 구성
되어 있다.

1) 의뢰 실습학교에 대한 자기 평가
가) 적극적 과정 참여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60.0%,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23.6%로서 85%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나) 능동적 의사소통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매우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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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70.4%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조금 그렇다’는 응답은 13%이었다. 실습 학
교의 많은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에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학교 문제 해결 노력
자신 학교의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54.5%, ‘조금 그렇다’
는 응답이 38.2% 이었다. 컨설팅을 통해 자기 학교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한 비율
이 높게 나왔다. 연수생들은 학교의 준비 상태나 문제 해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
한 경우가 많아, 실습학교와 연수생 간의 인식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이후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 행정적 부담
컨설팅 참여자로서 행정적 부담은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21.8%, ‘별로 부
담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30.9%이었다. 행정적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긴 하지
만, ‘부담되었다’는 비율도 21.8% 정도이므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이후 연수 과정에
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마) 심리적 부담
컨설팅 참여자로서 심리적 부담은 행정적 부담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부담되지 않
았다’는 비율이 45.4%이며, ‘부담되었다’는 비율도 38.1%이었다. ‘부담되지 않았다’는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심리적 부담 정도도 35% 이상이었다. 이는 학교의 상황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학교나 관리자의 문제점을 낯선 외부인인 컨설턴트에게 말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수생들은 컨설팅에 참여한 학교 교
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초반에 래포 형성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뢰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습학교 자기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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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실습학교 자기 평가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보통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적극적 과정참여

1(1.8)

0(0.0)

8(14.5)

13(23.6)

33(60.0)

능동적 의사소통

0(0.0)

0(0.0)

9(16.7)

7(13.0)

38(70.4)

학교문제 해결노력

1(1.8)

0(0.0)

3(5.5)

21(38.2)

30(54.5)

행정적 부담

12(21.8)

17(30.9)

14(25.5)

11(20.0)

1(1.8)

심리적 부담

8(14.5)

17(30.9)

9(16.4)

19(34.5)

2(3.6)

2) 컨설팅 실습 팀에 대한 평가
가) 컨설턴트의 노력 정도

‘컨설턴트가 진단과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
다’는 응답이 33.9%이었다. ‘그렇다’는 비율까지 합하면 컨설턴트의 노력 정도에 대해서
78.5%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컨설턴트들이 매우 열심히 컨설
팅 과정에 참여하였고, 실습 학교 역시 그 모습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컨설턴트와의 관계

‘컨설턴트와의 관계’에 대하여 84%가 ‘편안했다’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무려 50%가 넘었다. 이는 컨설턴트들이 실습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를 잘 형성했
다는 것이며, 기존의 위계적인 장학과는 다르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 진단 과정 만족도
컨설팅 실습 팀의 진단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82.1%로 매우 높았다. ‘매우 만족한다’
는 응답도 19.6%에 달해 진단 과정에 대해 실습학교에서는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 자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내부자의 시각이 아닌
외부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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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단 결과 만족도
컨설팅 진단 결과 만족도는 ‘그렇다’가 53.6%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도 21.4%
로 나와 75%가 만족하고 있었다. 비록 진단 과정 만족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지만 진단
과정과 결과가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해결 방안 만족도
해결 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66.1% 정도로서 진단 과정이나 진단 결과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낮았다. 초반 과정에 비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조금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바) 컨설팅 결과 만족도

‘컨설팅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69.7%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진단 과정의 만족도보다는 낮지만 대체적으로 컨설팅 결과에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실습학교 추천 여부

‘다른 학교에 교육개발원 컨설팅 실습학교를 추천하겠는가’라는 물음에 69%가 ‘그렇
다’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이는 컨설팅이 학교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추
천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아) 컨설턴트와의 만남 횟수
컨설턴트와의 만남 횟수에 대해서는 69.6%가 ‘적당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한편 ‘부족
했다’는 응답도 26.8%에 달해 좀 더 학교 방문을 통한 만남을 학교 측에서는 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실습학교가 컨설팅팀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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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실습학교의 컨설팅팀 활동 평가
단위 : 명(%)

매우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보통

조금그렇다

매우그렇다

컨설턴트 노력정도

1(1.8)

2(3.6)

9(16.1)

25(44.6)

19(33.9)

컨설턴트와의 관계

1(1.8)

0(0.0)

8(14.3)

17(30.4)

30(53.6)

진단과정 만족도

2(3.6)

2(3.6)

6(10.7)

35(62.5)

11(19.6)

진단결과 만족도

1(1.8)

3(5.4)

10(17.9)

30(53.6)

12(21.4)

해결방안 만족도

2(3.6)

2(3.6)

15(26.8)

28(50.0)

9(16.1)

결과만족도

1(1.8)

4(7.1)

12(21.4)

29(51.8)

10(17.9)

실습학교 타학교 추천의사

2(3.6)

2(3.6)

13(23.6)

24(43.6)

14(25.5)

구분

구분

부족했다

적당했다

많았다

만남횟수 적절성

15(26.8)

39(69.6)

2(3.6)

3) 컨설팅 실습 운영 시기에 대한 의견
‘학기 중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다음 학년도 교육과
정 운영 계획 수립 시기’가 32.1%로였다. ‘방학기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19.6%로 다른
응답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는 연수생들의 응답과는 달랐다. 연수생들은 학기 중에 방문
하는 기회도 필요하지만 학교 방문에 여유가 있는 방학 기간을 선호하였다. 이는 앞으로
실습 시기를 고려할 때 그리고 실습 학교 컨설팅 시 더 많은 안내와 준비가 필요함을 확
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표 Ⅱ-25> 컨설팅 실습 운영 시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86 ｜

구분

방학기간이 적당

학기중이 적당

다음 학년도 교육운영
계획과 맞춰서

컨설팅 실습 운영시기

11(19.6)

27(48.2)

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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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가. 지식과 경험 습득의 병행
이번 프로그램은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이론 습득과 실습의 선
순환 과정을 추구하였다. 경영컨설팅의 학교 현장 실습은 연수생들이 배운 이론을 실습
을 통해 경험하며 지식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다. 물론 기존의 교원 대상
연수중에도 실습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학교평가위원의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평가 예행연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김
양분, 양승실, 1999).
이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
제 연수에서 현장 실습이 장기간 동안 구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실습학교의
공모와 선발, 그리고 실습학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실습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행정적
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 신장
을 위하여 실습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시행하
였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지식과 경험 습득의 병행을 통해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전
문성을 한층 높인 연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컨설팅과 기업경영컨설팅 접목 시도
집합연수에서 기존의 교육 분야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역간, 학문간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는 연수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는
데, 이들이 담당한 강좌 역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대부분 학문적으로 교육학에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경영학 등 기타 학문에 대해서는
배움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연수를 통해 신선함과 새로움을 느꼈다는 연수생
들의 의견이 많았다.
경영컨설팅 관련 강의를 진행한 강사들 중 일부는 메타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경영조

｜

87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직의 노하우와 경험을 학교조직에 접목하고 연수생과 학교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
다. 이들 또한 교원들이 학교경영컨설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 놀라워함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조직의 특성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참여 소
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컨설팅과 기업경영컨설팅의 접목, 학문적으로는 교
육학과 경영학의 만남은 연수생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로 인식되었으며,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 메타컨설턴트의 연수생 활동 지원
집합연수에서 기존의 교육 분야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역간, 학문간 교류를 진행하였다. 메타컨설턴트는 다수의 컨설팅 경험이 있
는 전문가로서 경영컨설팅에 첫 발을 딛는 연수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실습팀별
로 메타컨설턴트가 지정되어 실습학교와의 첫 만남 시 함께 방문하여 앞으로의 과정과 역
할을 안내해 주었고, 전체적인 컨설팅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또한, 실습 진행 과정과 보
고서 작성 시에도 컨설팅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과 적절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습생들은 이를 통해 컨설팅 과정에 자신감을 얻었으며 컨설팅 방향을 잡는 데 큰 도
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실습 팀마다 메타컨설턴트의 지원의 정도가 달라 메
타컨설턴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지만,
컨설팅 실습 과정 시 메타컨설턴트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였다. 향후에 수행될 컨설
팅 연수에서는 팀별로 활동하는 메타컨설턴트 역할의 편차를 줄이고, 메타컨설턴트들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다차원적 피드백 및 평가 방식 적용
피드백과 평가는 연수생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연수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
백 및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실습학교의 평가를 통해 연수생들의 활동과 컨설팅 실습
과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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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에 있어서 의뢰학교는 중요한 수요자이고 의뢰인이 없으면 컨설팅이 존재하기
힘들다. 컨설팅 결과만 제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었는
지, 어떤 활동이 미흡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반성
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연수 프로그램에서 연수 이후 교원들
이 얼마나 성장하였는지 교원 자신의 인식이 아닌 학생이나 학교 차원의 평가를 받은 경
우는 거의 드물고 쉽지 않은 일이다.
평가의 다양화는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오인경, 최정
임, 2005), 컨설팅 의뢰학교의 평가는 컨설팅 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들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컨설턴트들은 자신의 능력 중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
로써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 또한 다른 동료 컨설턴트들에게 의뢰인이 무
엇을 원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단
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된다. 이처럼 연수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
가와 피드백, 실습학교 구성원들의 평가 결과를 계속 축적해나가는 것은 개인이나 조직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이번 연수에서는 연수생의 평가와 실습학교의 평가 등 다차원적 평가와 피드
백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의 개선과 컨설팅 활동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 학교컨설팅의 학습성 원리 구현 효과: 반성적 성찰
본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학교경영 컨설턴트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로서, 그리고 학
교 경영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멘토링에서 초임 교사뿐만 아니
라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경력교사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 면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신붕섭, 2006). 연수생들은 최소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 교
사들이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은 자신의 모습과 열정을 각성하는 역할을 하였
다. 특히 이번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 40명 가운데 교감급 이상의 관리자가 28명이었는
데, 이들에게 경영컨설팅 실습 과정은 자신과 자신의 학교를 되돌아보는 거울 역할을 하
였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의 모습을 컨설팅 하면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교 관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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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점을 문제시하는지에 대해 많이 듣고 반성하는 기회
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컨설팅에서 학습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컨설턴
트도 도움을 주면서 배우는 원리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비록 실습이긴 하였지만, 컨
설팅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교에서 무엇이 절실히 필요
한지를 느끼고, 각종 사례를 탐색하며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자신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컨설턴트로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
경영자로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학교컨설팅의 원리인 학습성이 잘
구현되게 설계된 프로그램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와 관리
자로서 경영하는 학교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자신의 역할과 모습을 성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학교컨설팅의 원리인 학습성이 잘 구현되게 설계된 프로그
램이라고 할 수 있다.

6.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 최종 모형과 운영 방안
이 절에서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연수
과정을 운영 시 적용 할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가. 프로그램 최종 모형
프로그램 총 시간은 60시간으로 기본･전문･실무역량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역량
과정은 총 6.5시간으로 학교컨설팅과 교육 정책 관련된 내용이며, 전문역량 과정은 16.5
시간으로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조직진단 기법 등의 강좌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
로 실무역량 과정은 37시간으로 모의실습, 현장실습, 보고회로 구성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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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방법은 강의, 토론, 팀별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역량 과정의 강좌들은 강의
와 토론을 활용하였다. 한편 전문역량 과정과 실무역량 과정의 강좌는 대부분 강의와 함
께 팀별 실습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실습은 실습학교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
는 것이므로 온전히 실습 활동으로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운영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최종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26>과 같다.
<표 Ⅱ-26>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최종 모형
과정

강좌명

시수

강의 방법

2

강의, 토론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1.5

강의, 토론

학교컨설팅의 현안 이해

1.5

강의, 토론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컨설팅 현장 착근을 위한 과제

1.5

강의, 토론

6.5

･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3

강의, 팀별실습

조직 진단 기법

3

강의, 팀별실습

경영전략- 비전설정

3

강의, 팀별실습

경영컨설팅 tool & technique: KJ method

3

강의, 팀별실습

Marketing 전략

3

강의, 토론

1.5

강의, 토론

16.5

･

학교경영컨설팅 절차 1(모의실습 1)

2

강의, 팀별실습

학교경영컨설팅 절차 2(모의실습 2)

3

강의, 팀별실습

학교경영컨설팅 절차 3(모의실습 3)

2

강의, 팀별실습

24
(4시간*6회)

팀별실습

6

발표, 토론

37

･

60

･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개념
기본
역량
과정

소계

전문
역량
과정

학교경영컨설턴트의 역할 및 역량
소계

실무
역량
과정

현장실습
보고회
소계
총계

12) 프로그램별 구체적 강의 내용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연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연수자료
TM 2011-27)을 기반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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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운영 방안
1) 운영 주체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역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각 대학 연수원,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등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혹은 이후 학교컨설팅 연구･사
업 센터가 설치된다면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총괄 관리하며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 운영 방식
집합 연수와 실습 연수를 구분하여 운영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영한다. 집
합 연수는 5일 간 비합숙으로 운영을 하고, 실습 연수는 약 2개월 정도 실습 학교 방문
을 중심으로 각 실습팀별로 진행한다. 단, 실습 연수는 지방에서 참여하는 교원이 많은
경우 신청자에 한해 숙박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컨설팅 실습 시작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중간보고회나 연수생간 워크숍을 진행
하여 그 간의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컨설팅 실습이 종료
된 후에는 컨설팅 실습 최종 보고회를 통해 컨설팅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보고회 이후 수료식을 끝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
램 운영을 종료한다.

3) 운영 시기
집합 연수는 방학 시작 시기인 7월 중순과 12월 말경에 실시한다. 집합 연수가 종료된
후 바로 이어서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현장 실습은 방학 기간과 학기 중 기간을 겸해
운영 한다. 방학 기간에는 초기 진단 단계, 방학 후 학기 중에는 해결 방안 구안 및 종
료 단계로 대략적인 일정을 잡고 실습을 진행 한다. 방학 기간 동안 컨설팅 실습 팀과
실습학교 측의 만남 일정은 실습학교 공모 시에 알린다. 이후 실습학교 설명회에도 다시
한 번 컨설팅 실습 일정을 확인하고, 사정이 어려운 학교는 조정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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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대상 및 선발
○ 연수 대상자
연수 대상자는 교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한다. 교원인 경우는 교직 경력 10년 이상
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교원은 교장, 교감, 전문직 등이 포함되며
수석 교사와 일반 교사도 연수 지원이 가능하다.

○ 연수생 선발 기준
연수생의 선발 기준은 학교경영 컨설팅 및 수업컨설팅 등 컨설팅 활동 경험, 특정 영
역의 전문성과 학교 조직 변화 및 개선 사례 경험, 그리고 학교 관리자나 교사로서 리더
십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선발한다. 학교경영컨설팅은 다양한 직위와 능
력을 지닌 구성원으로 팀이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교감, 장학사 이상의 관리자와 일
반교사 직위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연수생 선발 방법
연수생 선발 방법은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 심사를 한다. 연수생의 이력, 경험, 의지
가 기록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연수생 선발 위원회가 연수생을 선발한다. 연수생 선
발 위원회는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수행 경험을 갖춘 학교컨설턴트와 교육학 교수, 박사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연수생 혜택
연수생에게는 교원 직무 연수 이수 학점과 이수증을 제공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수
료증도 수여한다. 이후 학교경영컨설팅 수행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학교컨설팅
관련 각종 세미나와 연수 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컨설팅 경험이 더 축적되면 연
수 강사 추천 및 메타컨설턴트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5) 강사진 및 메타컨설턴트 구성
○ 강사진 구성
강사진은 학교컨설팅 전문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 및 각종 컨설팅 기법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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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학교컨설팅 전문가는 학교컨설팅 이론뿐만 아니라 컨설팅 수행 경험을 균형
감 있게 갖춘 전문가일수록 좋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는 학교컨설팅의 취지에 공감
을 하고 학교 조직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교육 발전에 의미를 두는 사람으로 구
성한다. 컨설팅 기법 등 방법론에 관련된 사항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
는 것이 필요하다.

○ 메타컨설턴트 구성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경험 여부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학교컨
설팅 경험이 풍부한 학교컨설턴트, 대학 교수,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의뢰 주제에 따라
기업경영컨설턴트도 위촉할 수 있다. 각 실습팀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메타컨설턴트가 강의진에도 포함되도록 고려한다.

6)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연수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는 것을 권장한다.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 보다는 토론, 질의응답, 팀별 실습, 워크숍 등 참여적 방법이 효
과적이다. 물론 강의 목적과 내용, 강사의 의도에 따라 교육 방법은 결정되지만 연수생
들이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고, 실제 학교경영컨설턴트로 활동
할 의사가 높은 학습자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실습 대상 학교 선발
○ 실습학교 대상
실습학교는 자발적으로 공모에 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실습학교는 연구 수행 또
는 학교교육과 관련한 특정 영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로서 학
교 교원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한 학교로 한정한다. 컨설팅 실습을 위해 실습학교는 실
습 팀과 학교 구성원과의 만남, 설문･면담 조사 등 자료 조사 협조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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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학교 선발
실습학교는 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를 거쳐 후보 학교를 선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전화 혹은 현장 실사를 거쳐 선발한다. 실습학교는 실습학교 신청서에 컨설팅 의뢰 과제
와 의뢰 이유를 적은 컨설팅 의뢰서, 학교 교원 동의율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컨설팅 전
문가, 교육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실습학교 선발위원회는 컨설팅 의뢰 과제의 명확성,
의뢰 이유, 그리고 구성원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습학교 예비 명단을 선발한
다. 이후 전화상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해당 학교 구성원과 면담 후 통화하여 실습학교
신청 인지 여부, 의뢰 과제에 대한 공감대 여부, 구성원의 실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
여 최종적으로 실습학교를 확정한다. 학교 방문 시에는 기존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
램의 수료생과 컨설팅 유경험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습학교 혜택
실습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학교에게는 우선적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
로그램 운영을 주최한 기관장 명의의 실습학교 인증서가 제공된다. 예컨대, 시･도교육
청 교육감,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프로그램 운영 주체 기관의 장 명의의 실습학교 인증서
와 컨설팅 실습생들이 작성한 해당 학교의 학교경영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한다. 이와 함
께, 차기년도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연수 진행 시 당해 연도 실습학교 교원들이 양성과
정에 지원하는 경우를 우선 선발하는 혜택을 제공 하도록 한다.

8) 연수 프로그램 평가
○ 집합연수
집합연수의 만족도, 강의 평가 등을 통해 집합연수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실습연수
연수생은 실습연수의 만족도와 도움 정도 등을 실습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다.
실습학교는 의뢰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팀의 실습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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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그림 II-7]
과 같다.

[그림 Ⅱ-7]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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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II)

1. 서 론
가.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자율화 조치(교과부, 2009)를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교과부, 2010). 즉, 감독 점검 위주의 장학에서 필요
한 부분을 돕는 컨설팅 장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자율
성을 중시하고 전문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컨설팅이 학교의 발전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컨설팅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교컨설팅은 수업
컨설팅과 학교경영컨설팅에 치중되어 왔다. 학교 교육에서 수업 이외에 교사와 학생에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바로 생활지도이다.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생
활지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생활지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 왕따 등 문제 행동을 집단적으로 일으키고 있으며,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
역의 인근 학교까지 문제가 전파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한 학생의 상담이나 한 교
사의 생활지도 방법 연수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가 안고 있는 생활지도 상황
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생활지도컨설팅이다.
생활지도컨설팅에 대해 현장의 요구는 매우 높다. 박효정 외(2010)의 연구에서 드러
난 것처럼 생활지도는 교과 외 영역에서 교원들의 컨설팅 요구가 가장 높은 영역 중 하
나였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도움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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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
턴트가 필요하다. 요즘 시･도교육청별로 컨설팅 역할을 하는 장학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장학 지원단과 컨설턴트에 대
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도교육청과 연수 기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활동하는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장학 지원단과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어 있지만 연수생의
열의 부족과 역량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장학지원단과 컨설턴트의 학습 열의와 역
량은 높지만 그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취약하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두 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양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구성
과 질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차
원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구성하는 데 연구 인력의 부족과 시간적인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인력은 좋은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잘 구성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면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대학의 연수 기
관에서 이를 활용하여 역량있는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크다. 국가적으로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학교에서 불필요한 행･재정적 시행착
오와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단위 학교 차원에
서 생활지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 한명 한명을 생활지도 전문가로 키우는 것도 필요
하지만,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교를 돕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생활지도컨설팅이며, 역량을 갖춘 컨설턴트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생활지도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지도컨
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역량있는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교의 문제 해결을 도와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개
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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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1)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관련 이론적 기초 분석
교과외 교육활동 영역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하였다.

○ 생활지도의 개념과 영역 분석
○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분석
2) 생활지도 영역의 연수 프로그램 분석
생활지도 영역의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 시･도 교육청 직무연수
○ 부산대학교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컨설턴트 양성 심화과정

3)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 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하위 구성
요소를 추출하였다.

○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분석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요구 분석(중요도, 필요도, 숙
달도)

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안 작성
이론적 기초, 생활지도 영역의 각종 연수 프로그램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에 터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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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안을 작성하였다.

○ 양성프로그램의 기본 틀 구안
- 프로그램의 목표
- 교육내용(교과목)

다. 연구방법
1)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기 위하
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생활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 분석

2) 설문조사 실시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설문 조사는 교과 외 교육활동 영역 중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로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대해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는 1종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목적이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 조사지는 생활지도컨설턴트에
게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중요도, 숙달도, 그리고 필요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지
는 선행연구와 생활지도컨설턴트 직무와 집필 원고, 그리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생활
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공동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협의
회를 통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본 조사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의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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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요구 조사 내용
구분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지식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학교(학급)생활지도 진단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기술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학생상담 기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실습 보고회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실습

나) 조사대상 및 방법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은 학교 교원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원은 지역규모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와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을 고
려하여 전국 400개교를 유층표집 하였다.
각 학교별로 생활지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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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초등의 경우는 교장 또는 교감 1명, 생활지도 담당부장 1명, 6학년 부장 1명, 담임
교사(저학년, 고학년)각 1명을 대상으로, 중등의 경우는 교장 또는 교감 1명, 생활지도
담당부장 1명, 2학년 부장 1명, 생활지도 담당 계원 1명, 담임교사 1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를 이수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학교컨설턴트 양
성 과정 연수를 이수한 연수생 625명 명단을 받아 전화와 재직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질
문지 발송 이전에 확인 작업을 거쳤고, 퇴직하였거나 양성과정을 이수 완료하지 못한 사
람 등을 제외한 총 489명에서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를 학교에 보내어 조사 의뢰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19일부
터 9월 30일까지 2주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결과 학교교원의 경우는 400개
교 중에서 300개교에서 회수되어 75.0%의 회수율을 보였고, 전문가의 경우는 489명 중
34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69.5%였다. 각 학교급별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
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Ⅲ-2> 학교급별 설문지 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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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부

회수

회수율(%)

초등학교

208

155

74.5

중학교

111

88

79.3

고등학교

81

57

70.4

전체

400

30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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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설문 응답자 특성

직위

배경변인

빈도(%)

교장 및 교감

406 (23.0)

부장교사

628 (35.5)

일반교사

706 (39.9)

장학사(관)

28 (1.6)
소계

재직학교급

877 (49.9)

중학교

507 (28.9)

고등학교

373 (21.2)
소계

재직학교소재지

189 (10.7)

광역시

497 (28.1)

중소도시

517 (29.3)

읍면지역

564 (31.9)
419 (23.8)

11년 ~ 20년

371 (21.1)

21년 ~ 30년

623 (35.4)

31년 이상

347 (19.7)

생활지도컨설턴트로
활동할 의사

1760 (100.0)

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7 (18.6)

학교컨설팅 업무를 기획･관리 한 적이 있다

267 (15.2)

없다

1165 (66.2)
소 계

학교컨설턴트양성과정
이수여부13)

1767 (100.0)

10년이하

소 계

학교컨설팅 경험여부

1757 (100.0)

서울특별시

소계

교직경력

1768 (100.0)

초등학교

이수

1759 (100.0)
396 (22.5)

비이수

1364 (77.5)
소 계

있다

1760 (100.0)
1006 (57.2)

없다

754 (42.8)
소 계

1760 (100.0)

13)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 학교 교원 중에서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이수자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이수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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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은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중
요도, 숙달도, 필요도를 각각 5점척도, 3점척도,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중요도는 ‘매우
중요하다’를 5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숙달도는 ‘숙달되어 있
다’를 3점, ‘보통이다’를 2점, 그리고 ‘숙달되어 있지 않다’를 1점으로 제시하였다. 필요
도는 ‘매우 필요하다’를 5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로 범주화 하여 각 차원의 평균점수를 산
출하였고 하위 문항별로는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 각각의 빈도를 보았다.
다음으로 하위 문항별 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구치를 분석하였다. 요구
치는 3원 차이 분석(three-way-analysis of discrepancy)을 통하여 산출된 수치로, 본
연구에서는 Scissions(1982)와 Misanchuk(1982)가 제시한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학습
중요도 × 필요도

열의)를 구성요소로 하여 ‘교육요구치   ’의 계산을 통해 산출하였다.
숙달도
마지막으로 산출된 하위 문항 요구치 평균을 배경변인별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원고 집필 의뢰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생활
지도컨설턴트의 직무와 역량에 관한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학교컨설팅과 생활지도
영역의 내용이 균형감 있게 원고 집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생활지도 분야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원고를 요청하였다. 생
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와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고는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4) 전문가 협의회 개최
전문가 협의회는 학교컨설팅 분야의 전문가와 생활지도 영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최
하였다. 이들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영역과 구성 내용 등 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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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전문가 협의회 개최 결과 및 안건
일자

협의 안건

제1차 전문가 협의회 (2011.05.13)

∙ 교과외 영역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관련 방향 협의

제2차 전문가 협의회 (2011.06.07)

∙ 생활지도 실태
∙ 생활지도 영역
∙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

제3차 전문가 협의회 (2011.06.08)

∙ 진로지도 실태
∙ 진로지도 영역
∙ 진로지도컨설턴트 역량

제4차 전문가 협의회 (2011.08.22)

∙ 교과외 영역에 포함할 영역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설문 포함 내용

제5차 전문가 협의회 (2011.09.02)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내용 요구 분석
설문지 검토

제6차 전문가 협의회 (2011.10.26)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구성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연구 방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세부 과제 2)
연구내용

연구방법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관련 이론적 기초
∙ 교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 분석

∙ 문헌연구
∙ 전문가 원고 집필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전문가 협의회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 문헌연구
∙ 전문가 원고 집필
∙ 전문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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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관련 이론적 기초 분석
학교컨설팅은 그 과제 영역에 따라 교육활동 영역과 교육활동 지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활동 영역은 교과교육활동 영역과 교과와 교육활동으로, 교육활동 지원 영
역은 학교경영 영역과 학교 정책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박효정 외, 2010). 그 동안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주로 수업 영역과 학교경영 영역 위주로 진행되어 왔
다. 반면, 교과외 교육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요
구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프로그램 개발, 컨설턴트 양
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컨설팅 과제영역을 확대하여 교과외 교육활동영역중 생활지
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생활지도컨설팅은 컨설팅 요구가 특히
높은 영역으로서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컨설턴트 양성이 시급히 요청
되는 부분이다(박효정 외, 2010).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생활지도의 개념과 영역, 생활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 장학사, 생활지
도 전문가, 교수, 학교컨설턴트 등과의 수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생활지도컨설팅
및 생활지도컨설턴트의 개념과 직무를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활지도컨설
턴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1) 생활지도 개념과 영역 분석
가) 생활지도의 개념
최근 학교폭력, 체벌, 인권 등 학교 생활지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생활지도
라는 용어는 가이던스(guidance)에 대한 번역어로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
하듯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 중 하나이다. 즉, 많은 사람들은 생활지도를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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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로 간주하여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생활지도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활지도를 직업지도 또는 도덕성 지도의
좁은 의미로 국한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부적응 행동이나 비행, 문제아
의 발견, 예방, 치료에 주안점을 두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개념과 의미,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생활지도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통해 생활지도가 갖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생활지도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황응연 외(1988)는 생활지도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시키고 잠재능력
을 개발해서 현재는 물론 장차 어떠한 난관에 봉착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유효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박성수(1996)는
인간 개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특성과 잠재 가능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발달시켜
서 개인이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가능성의 최고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
도록 원조하는, 즉 자아실현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보고 있다.
한편, Traxler(1966)는 이상적인 각도에서 볼 때 생활지도란 학생 각자로 하여금 자기
가 가지고 있는 능력, 흥미 및 인격적 제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여 이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며 또한 자신이 생활목표와 결부시켜 드디어는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원
만하고도 성숙한 자기 지도를 이루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Jones(1970)
는 생활지도를 선택과 적응과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개인적인
조력이라고 보고 있다(김성수, 199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이 공통적으
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생활지도란 학생 개개인이 자신과 주위세계를 잘 이해하여 현명
한 선택과 적응을 하며,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개념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생활
지도의 영역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생활지도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 유래된 생활지도, 가이던스의 의미와 영역은 학생들의 학업, 진로, 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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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에서의 발달, 문제해결, 의사결정을 돕는 활동으로서 학생의 생활 및 행동지도를
총칭한다. 생활지도의 의미와 영역을 이처럼 보는 입장에서는 생활지도를 전문적인 활
동 영역이나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예컨대, 심리검사실시 및 활용 등 전문
적으로 학생을 이해하는 특화된 훈련을 요하는 전문 활동으로 본다.
반면 학교교육을 크게 교과지도(학업지도)와 생활지도로 양분하는 입장에서의 생활지
도는 교과지도 이외의 교육을 생활지도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생활지도의
영역에 행동습관, 기본 예의, 청결과 습관, 인성지도 등 학생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관여하기 때문에 다소 비전문적이지만 학생들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도를 포함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가 맡아야 하는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수행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Ⅱ) -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를 중
심으로 - ’(박효정 외, 2002)에서는 학급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에 대한 교사
의 생활지도가 작동하지 않는 학교교육의 붕괴, 학교교육의 위기상황, 특히 선행 연구들
에서 지적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의 실패가 교실 수업 상황에서의 학생 행동 관리의 문
제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우리의 학교가 바람직한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활지도의 개념은 생활지도는 학생의 학업, 진로, 문제
행동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체벌, 인권문제,
인성교육, 기본생활습관, 청결위생, 예절교육과 관련한 지도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
활동으로 그 활동영역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생활지도의 목적은 학교교육에서 교과활동
이외의 모든 교육을 지칭하며,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새
로운 사태에의 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자율적 성장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전
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생활지도의 개념은 현재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간 신뢰감이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목표 의식이나 질서 의식이 비교적 공유되고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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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계획적 학습을 하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즐겁게 학교생
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운영해 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에 터해 본 연구
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교활동의 전반적인 면을 포괄한다. 즉, 생활지
도를 부적응아나 문제 행동 지도 등 어느 한 측면에 중점을 둔 지도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이 이루어나가는 공동체적인 생활에 대한 지도와 관리로 규정한다.

나) 생활지도의 영역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으로는 교육 지도, 진로 및 직업 지도, 인성 지도, 가정 문제 지
도, 사회성 지도, 건강 지도, 여가 선용 지도, 기본 생활 습관 지도 등이 있다. 이들 영
역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의 주요 영역으로서 첫째, ‘교육지도’는 학
업, 면학 등과 관련한 지도로서 학교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방법에 대해 지도･조언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수집, 제공,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교육적 활동
을 말한다. 교육지도 영역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습 전략 지도, 교과목 선택지도,
학습 부진아 및 우수아 지도, 학습 동기 유발 방법 지도, 독서 지도 등 학업과 관련된
지도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진로 및 직업지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적극적 이해
와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직업을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
다. 직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인식을
돕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진로를 결정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각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발달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한다. 즉, 초등학생에게는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
도록 하고 직업선택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일깨워주는 진로인식을 위주로 교육하
며, 중학생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진로계획과 직업에 대한 지식을
접하는 등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장
점, 욕구,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시킨다.
셋째, ‘인성지도’는 건강한 인성발달은 물론 적응상의 문제나 정신건강상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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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심리적 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명존중 의식 함양, 바른 인성함양 및 건
전한 가치관 확립, 효행, 긍정적･합리적 태도 형성, 조화로운 인성 발달 등을 위해 조력
한다.
넷째, ‘가정문제지도’는 학생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가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비교육적인 가정환경의 개선과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학교와 부모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조
력한다.
다섯째, ‘사회성지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가정과 이웃, 학교,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
고, 자신이 속한 집단과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조
력하는 활동이다. 학교생활에의 적응과 원만한 교우관계, 건전한 이성교제, 바람직한 대
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여섯째, ‘건강지도’는 학생이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
신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며, 신체적 결함이나 운동부족, 영양실조, 위생관념의 부족에
서 오는 개인문제들의 해결을 조력한다.
일곱째, ‘여가선용 지도’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알맞은 다
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나 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여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여덟째, ‘기본생활습관 지도’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예절교육, 시
간관리, 학습습관, 용돈관리, 식사습관, 청결관리, 인사, 용의복장, 지각, 수업태도, 교
칙준수, 질서의식 등에 대해 지도한다. 이와 같이 생활지도 영역은 광범위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2)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와 역량
가)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분석
최근 학교 현장의 학교 폭력과 교실 붕괴의 심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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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사를 불신하는 학생들과 학교 내외의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적
응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정서 행동 장애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은 생활 지도에 대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전의
생활 지도는 학생이 학교라는 장(場)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
다. 이 경우 문제 위주의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향후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이란 ‘학교생활지도의 개선을 위해 생활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요청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문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생활지도의 과제를 진단,
분석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실행을 도와주는 생활지도컨설팅 전문가’라고 정
의하였다. 즉,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교생활지도와 관련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학
급) 생활지도 상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구안하는 등 전문적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현 학교생활지도 실태 및 전반적인 방향과 실천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생활지도가 나아가야 할 바
람직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 등 학교생활지도의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학
교생활지도를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에 전문적인 조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는 학교급, 학교 상황, 의뢰 과제 등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요
구되지만 직무를 세분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생활지도컨설팅에서 절차별로 컨설턴트에
게 적용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준비, 진단,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실행, 그리고 평가의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컨설팅을 진행한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의뢰한 학교의 현황과 학교 구성
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컨설팅 진행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직무를 수
행한다. 본격적인 컨설팅 시작에 앞서 중요한 것은 컨설팅 의뢰 배경, 해당 학교의 일반
적인 현황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컨설팅팀을 구성하고 예비 진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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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때, 생활지도컨설턴트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컨설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진단 단계에서는 의뢰 학교의 특성과 상황을 진단하여 당면한 문제 및 관련 요
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때에는 학교와 학교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
를 진단하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향 제시에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방향을 설
정하게 된다. 이 때 생활지도컨설턴트가 하는 과업의 예로는 학교의 일반 현황 및 학생･
학부모의 실태 분석, 교사의 인식 분석, 학생 생활 지도 실태 및 학생 규율 조사, 학생
생활 지도 관련 교육 활동,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Wee Class 운영실태 등을 분
석하고 학생생활지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요구를 진단한다.
셋째,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에서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이다. 이때에는 해결방안과 관련한 광범위
한 조사 및 심층적 탐색, 교외 전문가의 의견수렴, 컨설팅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구안하되 구성원 주도의 해결방안 구안을 장려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고 학교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확정해야 한다. 학교 구성
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수렴하고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본생활습관지도, 체벌 대안, 문제행동 유형별 대처
방안, Wee Class 활성화 방안 등 생활지도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해결방안을 선택한다.
특히, 현재 의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행단계에서 컨설턴트는 해결방안 실행 방향에 대한 안내와 조력, 해결 과정
지원, 교육 훈련, 자원의 발굴･확보 및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해결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교구성원의 대안 실행 지원과 모니터링, 해결방안 실행에 필요한 조언, 정
보,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생활지도와 관련한 전문적 프로그
램의 제공과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의 발굴, 확보 및 지
원에 있어서 학교구성원들 스스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돕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 선별, 조직하여 상호 연결시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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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성과를 얻는 것은 의뢰인의 몫이며 변화의 힘은 밖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
터 나온다는 것을 주지하도록 하는 등 컨설턴트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 및 종료단계에서는 컨설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컨설팅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직무가 요청된다. 컨설팅 종료 시점에
는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절차별 직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절차별 직무
절차

직무
의뢰학교와 구성원의 현황 파악
- 생활지도컨설팅 의뢰배경, 해당 학교의 일반적인 현황 등 이해

준비단계

- 예비 진단 실시로 학교와 구성원 생활지도 요구 파악
생활지도컨설팅 진행에 필요한 기본 여건 조성
- 컨설팅 팀 구성
- 예비진단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컨설팅 계획 수립
의뢰과제 명확화
- 생활지도 영역 의뢰 목적 및 과제 구체화
- 생활지도컨설팅 방향 설정의 정보 파악

진단단계

의뢰학교의 특성과 상황 진단 분석
- 생활지도 관련한 의뢰학교의 자원과 강점 활용 안내
- 당면한 생활지도 문제 진단 및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문제 해결 방향 제시에 필요한 정보 수집
- 수집된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방향 설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구안
- 구성원 주도의 생활지도 문제 해결방안 구안 장려

- 조사 및 탐색, 의견수렴,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구안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단계 생활지도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해결방안 선택
- 생활지도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 안내
- 구성원들과 협의를 통해 생활지도 문제 해결 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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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직무
해결방안 실행 방향에 대한 해결과정 지원
- 학교구성원의 대안 실행 지원
(모니터링, 실행, 조언, 정보 및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실행단계

- 생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제공 및 필요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
해결방안 실행 방향에 대한 자원의 발굴 확보 및 지원
- 생활지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 활용 지원
-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선별, 조직하여 상호 연결
컨설팅 전반에 대한 평가

평가 및
종료단계

- 생활지도컨설팅 과정 평가
- 의뢰인 자기 평가 안내
결과 보고서 작성
- 의뢰인에게 제출할 컨설팅 보고서 작성

나)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 분석
성공적인 컨설팅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량이 중요하다. 컨설턴트에게는 관련 분야
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의뢰인과의 신뢰 및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최근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 정책과 현장의 요구, 생활
지도 영역 및 활동, 학생생활지도 실태와 문제점 등에 기초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지식 차원
생활지도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학교컨설팅과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
추어야 한다. 학교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물론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 이해, 학생상담 및 학부모 상담,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는 학교컨설팅의 철학과 개념, 학교컨설턴트
의 윤리 및 태도에 대한 이해, 생활지도컨설팅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즉 학교컨설턴
트로서의 윤리,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를 숙지하고 생활지도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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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교육과
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이해,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법
규 이해, 학교조직문화 이해,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생활지도컨설팅 시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학생생활지도 추진과제를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학생 비
행 예방활동 강화, 건전한 학풍 및 면학풍토 조성, 진로교육 및 상담활동 활성화, 학생
수련 활성화, 봉사활동 정착을 위한 지도 강화, 학생 건전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지도,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지도, 사회와 학교의 연계 운동의 지속적 추진, 학부모
교육기회 확대, 학교사회사업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상담 기능 확충, 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 대책’등이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가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법규(예: 상벌점제, 학생자치법정, 체벌 대
안, 생활지도관련 사안처리, 학생 인권조례, 청소년 관련 법 등)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시대에 알맞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 및 재구조화하고 생활지도관
련 사안들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각 학교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
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구안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지도컨설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 이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 부적응, 문제행
동, 놀이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지도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중등학교의
경우 청소년 심리, 청소년 문화, 정신건강, 문제행동 등에 대한 이해 및 바람직한 지도
방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넷째,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의 발굴과 지원, 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학교･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교사자신에 대한 이해,
기본생활습관지도, 인성지도, 감성교육, 건전한 여가선용, 건강지도, 학교안전사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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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예방, 성교육, 생명존중의식 함양 교육,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해 등이 필요하며,
중등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이에 더해 문제 행동 및 비행예방과 선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 Wee Class의 활용방법, 약물 오남용, 교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기관 연
계지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기술 차원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기술차원의 핵심적인 역량으로는 생활지도컨설팅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학교(학급)경영능력, 생활지도컨설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대인관계 관리능력, 학생상담 기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등이 필요하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팅과 관련한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로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 생활
지도컨설팅 설계 기술, 조직진단 기법, 해결방안 및 구성원 의견 도출 기법, 코칭 기술,
리더십 등이 요구된다.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교에서 의뢰한 과제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교사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
여 의뢰과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생활지도컨
설턴트는 컨설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상황 판단,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해결대안
수립 절차 계획, 보고서 설계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지도컨설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로는 팀빌딩, 액션러닝, 코칭 기술,
SWOT 분석 능력 등이 있으며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이러한 분석기법을 적용 하는 능력
이 필요하다. 특히 코칭 리더십, 감성 리더십, 리더십 공유를 통해 의뢰인 측 컨설팅담
당 실무진들로 하여금 계획성 있는 일정관리, 자료 준비, 협의회 안건 협의, 실행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주체적으로 과제를 진
단하고 해결방안을 구안･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함은 물론 자생적 활력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부 컨설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훈련 제공, 초점 집단의 활용
을 통한 구성원의 개선 의지와 학교의 주체적 역량 강화 및 자생능력 함양, 내부협력자
를 컨설턴트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지도의 대상은 전체 학생이니만큼 학교(학급)경영능력이 요구된다. 학교 행
정가로서, 생활지도 담당자로서, 담임으로서, 교과수업 교사로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효
율적인 학교(학급) 운영 및 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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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컨설턴트와 의뢰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갈등 관리에 요구되는 대인관계 능력
과 컨설턴트와 의뢰인, 교사와 학생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된다. 학교 및 학
교구성원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타의에 의해 컨설팅을 의뢰, 참여하
는 경우 컨설팅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비협조적, 형식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의뢰인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컨설팅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구성원과의 래포형성이 요구된다. 컨
설턴트는 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먼저 살펴야 하며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 진단과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청과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의 생활지도 실태 및 구성원들의 애로점을 열린 마음
으로 충분히 듣고 해결방안, 대응책을 논의하고 컨설턴트의 의견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생상담 기법 및 학부모 교육과 상담 기법이 요구된다. 상담은 전문적인 활동
이며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담자로서의 자질, 즉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적 성숙과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원만한 대인관
계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전문적인 상담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충분한 임상경험을 토
대로 학교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행동 유형별 상담 및 지도방법, 개인상담, 집단
상담, 심리치료, 또래상담자 훈련,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 활용방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가족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기술이 요구된다.

▣ 경험 차원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경험 차원의 역량으로 생활지도컨설팅 또는 생활지도
기획･관리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실습 경험,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경험, 학부모 교육
및 상담경험,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예: 청소년 비행예방센타, 대안학
교 등 방문 체험) 경험 등은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제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경험해봄으로써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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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무능력 강화, 실습을 통한 컨설팅 노하우 축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요약･제시하면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영역

세부 내용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 기초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지식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개념 이해
학교컨설턴트의 윤리 및 태도 이해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학교생활규정 이해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학생 이해

학생 이해
-초등: 아동기 발달적 특성, 부적응, 문제행동, 놀이 문화 등
-중등: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행동, 놀이 문화 등

지역사회 활용방법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방안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 방법,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연
계 생활지도 운영방안

기타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 기본생활습관지도, 인성지도, 감성교육,
건전한 여가선용, 건강지도, 학교안전사고의 이해와 예방, 성교육,
체벌 대안, 상벌점제의 운영, Wee Class의 활성화, 약물 오남용,
성교육, 교내 대안교실 운영 등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생활지도컨설팅 설계 기술
조직 진단 기법
해결방안 및 구성원 의견 도출 기법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기술

학교(학급) 생활지도 운영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학생상담 기법(상담자 태도와 기술)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생활지도 관련 검사도구의 활용 방법
문제행동별(불안, 우울, 폭력, 흡연, 게임･인터넷 중독 등) 지도 방법
생활지도 기획･관리 운영 실습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 실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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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교육청의 생활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 분석
현재 운영되는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 경영 및 수업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수는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지도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생활지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서울시 교육연수원(2011), 부산시 교육 연수원(2009~2011)을 비롯하여 대다수
의 시･도교육청 연수원 등에서 교원 대상의 생활지도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
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생활지도 직무연수, 인천은 상담
직무연수, 전남은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직무연수로서 대부분 생활지도나 상담으로 직
무연수가 개설되어 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
어 있는데 예컨대, 사천교육지원청(2010)의 경우 “교원 생활지도(상담 역량 강화)를 위
한 직무연수”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 부산대학교(2011)가 컨설턴트 양성 연수로서 “생활 지도
및 학교 상담 컨설턴트 양성 심화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지역과 기관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교
원들의 연수 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생활지도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활지도 영역이 학교와 교원들의 학교운영 및 학생지도 영역
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과 중등의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연수
에서는 연수 대상을 초등과 중등을 분리하여 개설하고 있지만(부산시교육연수원, 2009,
2010; 서울시교육연수원, 2011; 광주시교육연수원, 2011 등),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부
적응 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심리 검사 등 공통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에 있어 초등과 중등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다면 초등은 생활지도 대상이
아동이고 중등은 청소년으로 발달 단계를 설정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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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중등은 청소년 상담의 이해 및 상담사례(서울시교육연수원, 2011),청소년 놀이 지
도(부산시교육연수원, 2009), 청소년 약물 오남용(부산시교육연수원, 2009), 청소년의
일탈 행위 이해(광주시교육연수원, 2011) 등의 강좌명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강좌
들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고려한 일부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초등과 중등의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의 강좌들이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점 없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상담과 심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교육
연수원(2006)의 경우 16개 강좌 중 8개가 상담과 심리 관련 강좌로 학교상담, 개인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현실역동 상담의 이론과 실제,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 심리학, 교사
의 심리유형과 기능 등이 있다.
전라남도교육연수원(2009)의 경우에는 아들러 상담의 실제, 개인심리학의 기본개
념, 아동정신병리의 이해와 접근 등 총 20개 강좌 중에서 11개가 상담과 심리 관련 강
좌였다.
부산대학교(2011)의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는 학교상담 컨설
팅 이해, 부모상담 컨설팅, 학교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심리검사 실시 등
강좌 구성이 상담 쪽에 많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촉된 강사들 역시 교육 상담
과 심리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넷째, 지식 차원의 내용이 많다. 생활지도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교원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을 배
우고 이를 실제 활용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강좌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연수원(2011)의 생활지도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강좌가 지식
차원에 관련된 강좌였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대안교육의 이해, 인권 비폭
력 평화교육의 이해 등의 지식 관련 강좌가 총 15개 중 1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기
술과 관련된 것으로는 체벌 대체 프로그램 및 갈등해결 방안, 학교폭력예방과 사안처리
강좌였으며,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강좌는 없었다.
광주교육연수원(2010, 2011)의 프로그램도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기초, 기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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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 형성을 위한 기본 원리,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예절 지도 내용 등 지식 관련 강좌들
이 15개 강좌 중 9개가 해당되었다. 기술 관련 강좌는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방법, 올바른 언어 사용 지도 방법 등 4개 강좌에 불과하였고, 생활지도 관련한 현장 경
험을 실제로 제공하는 강좌는 없었다.
한편, 부산교육연수원(2009, 2010)은 감정 코칭과 집단 상담을 경험하는 현장 연수
강좌가 있었으며, 부산대학교(2011)도 컨설팅 과정에서의 대화기법 훈련,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기술 훈련 등의 강좌를 통해 생활지도 관련 과정과 기법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경험 강좌는 지식 강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학교 조직의 관점에서 혹은 교사들과의 협력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다루는 내
용이 많지 않다. 부산교육연수원(2009, 2010)은 부적응 학생의 이해와 지도 방안, 현실
치료･미술치료와 함께하는 생활지도 등 학생에 대한 지도 내용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
다. 광주교육연수원(2010, 2011) 역시 조직 환경이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없으며 타인
과의 관계에서의 예절 지도 내용, 언어 사용의 실태 및 문제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부산대(2011)의 프로그램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심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사례와 법적 대처 요령을 제외하고는 학교 조직 차원에서 실태를 진단하거
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강좌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 교육연수원(2011)은 학생 생활 규정 및 학생 인권 조례의 이해, 체벌 대
체 프로그램 및 갈등 해결 방안, 학교폭력예방과 사안처리 등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강좌들이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수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생
활지도 내용들이었으며, 학교 조직 차원에서 접근하여 생활지도 실태를 진단하거나 구
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방안 도출과 관련된 강좌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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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1)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존의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사가 학생을 직접 생활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
계 형성이나 학교컨설팅의 과정에 대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생활지도 직무
연수는 교사가 생활지도 지식과 기술을 배워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데 유용한 사
항들이다. 그러나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주요 대상이 학생이 아닌 교사를 대상으로 컨설
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기존의 직무연수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생활지도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내용 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차원의 기법과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는 학교컨설팅 전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컨설팅 수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포함되어
야 한다.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일반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제행동별 처리
방법, 진단기법, 해결방안 도출 기법, 학교컨설턴트와 의뢰인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등의
내용을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교육 내용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실습을 통해 실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는 시간적･공간적인 한계로 편성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의 부재와 실습을 위해 필요한 사전 노력의 부족
으로 유발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교사가 되기 전에 교생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 배운 지
식과 방법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필수적이
다. 그러나 생활지도 전문가, 그리고 생활지도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실제 현장에
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생략된 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핵심이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실습은 지식과 기술을 실제에 적용해본다는 의미 외에도 자신의
인식과 행동을 통해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기회가 되며, 지식을 재구성하고 기술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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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실습을 통한 경험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지식, 기술, 경험 차원의 역량을 고려하
여 각 교육 내용을 양성 과정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생활지도를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 관점이 아닌 학교 조직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산대학교의 생활지도 및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심화과정
(2011)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심화 과정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내용이 다수로 포함되
어 있을 뿐 학교 조직 관점으로 학교의 생활지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지도
의 전반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생활지도컨설턴트뿐
만 아니라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이지만 상담이나 심리 내
용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지도는 소수의 문제 학생의 문제나 몇몇 교
사에 대한 상담 지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학교 차원에서 구성원 간에 의견을
모으고 생활지도 실태를 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학교운영 차원의 관
점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하는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문제 행동 등의 해결은 물론 생활지도를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의 관점이 아닌
학교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실태를 진단하고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
을 도출하는 내용도 함께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2)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 관련
앞에서 분석한 내용에 터해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으로 다
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컨설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원만한 인간관
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교구성원들의 지식과 역량을 존중, 이
들과 협력적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어
야 한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교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생활지도컨설팅은 학
교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상황과 교육상황,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
경에 대한 이해, 교육조직과 학교 문화, 풍토, 학교생활규정, 생활지도 교육정책안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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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 없이는 생활지도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김희대, 2011).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전문적 지도와 조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야 한다. 의뢰과제의 해결은 컨설턴트가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 및 교원주도
의 자발적 참여와 변화를 통한 학교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교사들도 전문가이다. 교사의
현장 경험을 존중하고 상호존중 및 협력의 태도, 학교의 특성, 요구 상황을 존중하고 이
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리더십을 공유하고 공정성과 책무성을 갖고 상호교류적 의사
소통과 경청, 학교 및 학생의 관점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력자･촉진자로서의 역
할이 요구된다.
넷째,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상담, 자문, 조정, 연계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지도컨
설턴트는 의뢰인에 대한 자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의뢰인의 생활지도 전문성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활지도상에 발생하는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갈등적 관계, 제한된 자원 사용 등의 조정 능력과 연계망
구축을 통해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지도 인력 상호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발굴과 학생생
활지도 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보의 활용,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다양
한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리와 연계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의 중심역할, 인력 풀 구축 등
의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생활지도컨설턴트는 컨설턴트로서의 윤리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의뢰인을
존중하고 비밀보장, 개방적 태도, 책임과 의무,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컨설팅에 임해야
하며 인권 친화적 맞춤식 생활지도 역량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컨설턴트, 코치로 유명한 Marshall Goldsmith는 똑똑한 리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나쁜 버릇으로 지나친 자기확신(self-confidence)과 자기중심적 태도
(too much ego)를 들었는데 이러한 태도는 곧 매사에 지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 든다.
컨설턴트들도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면 반듯이 성공한다’는 미신의 함정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함으로써 의뢰인과의 관계를 그르치고 컨설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내 생각이 옳다고 강요하지 말고,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제안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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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한 학교컨설팅은 성공할 수 없다. 어느 학교에나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컨
설팅 또한 있을 수 없다.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의 특성, 상황 등
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장 교사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이 인식한 생활지도컨
설턴트의 기본 역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역량에 대한 요
구치를 산출하였다.
지식 영역에는 학교컨설팅과 관련하여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절차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생활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생활지도 관
련 교육 정책 및 법규 이해,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등이 있다.
기술 영역에는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학교(학급) 생활지도 진단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렵 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등이 있다.
경험 영역에는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 실습과 학교 현장 실습, 연수생간 워크숍,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역량의 중요도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중요도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4.27로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지식
(4.17점), 경험(3.91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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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지식)

4.17

4.27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기술)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경험)

3.91

[그림 Ⅲ-1]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중요도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중요도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영역에서는 ‘학생 이해’ 항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높았다.

‘중요하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95%가 넘어 ‘학생 이해’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이해’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과 아동의 부적응, 놀이문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식 영역에서 학교컨설팅에 대한 부분 보다는 생활지도 영역에
관련된 항목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학생 상담 기법’이 63.9%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으로 ‘문제 행동별 지도 방법’(61.0%),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56.6%) 순이
었다. ‘중요하다’는 응답 이상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이 95.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은 ‘중요하다’는 응답 이상이
60%를 조금 넘어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험 영역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 현장 실습’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31.0%
로 가장 높았고, 연수생 간에 과정을 피드백하고 공유하는 ‘워크숍’이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컨설팅 실습 보
고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된 비율이 1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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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중요도
단위: 명(%)

영역

지식

기술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

전혀
중요
중요하지 않다 하지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7(0.4)

47(2.7) 368(20.8)

901(51.0) 442(25.0)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5(0.3)

23(1.3) 287(16.3)

906(51.4)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4(0.2)

27(1.5) 309(17.6)

907(51.7) 509(29.0)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2(0.1)

24(1.4) 249(14.1) 850(48.2) 638(36.2)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5(0.3)

40(2.3) 413(23.5)

학생 이해

4(0.2)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5(0.3)

15(0.8) 176(10.0) 833(47.2)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2(0.1)

34(1.9) 363(20.6) 969(55.0) 394(22.4)

학교(학급)생활지도 진단 기법

0(0.0)

13(0.7)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1(0.1)

14(0.8) 199(11.3) 873(49.5) 676(38.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1(0.1)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8(0.5)

학생상담 기법

1(0.1)

7(0.4)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1(0.1)

7(0.4)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4(0.2)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0(0.0)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9(0.5)

61(3.5) 457(25.9) 872(49.5) 363(20.6)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6(0.3)

44(2.5) 321(18.2) 843(47.9)

545(31.0)

4(0.2)

39(2.2) 336(19.1)

902(51.2)

481(27.3)

18(1.0)

86(4.9) 576(32.7)

821(46.6)

259(14.7)

7(0.4)

62(3.5) 427(24.2)

841(47.8) 424(24.1)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실습 보고회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8(0.5)

7(0.4)

65(3.7)

911(51.8)

541(30.7)

391(22.2)

521(29.5) 1166(66.1)
736(41.7)

170(9.6) 888(50.3) 693(39.3)
81(4.6) 683(38.8) 989(56.2)

93(5.3) 576(32.7) 789(44.8)
71(4.0)

297(16.8)

559(31.6) 1129(63.9)

105(5.9) 653(37.0) 999(56.6)

36(2.0) 303(17.2) 922(52.2) 500(28.3)
5(0.3)

72(4.1)

613(34.7) 1077(61.0)

나. 역량의 숙달도
숙달도의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식 영역에 대한 숙달도
가 2.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기술(2.02점), 경험(1.73점)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식
과 기술 영역의 점수 차가 크지 않아 지식과 기술의 숙달정도 차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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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숙달도가 중요도와 필요도 영
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차후 보완 및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기술)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경험)

2.08

2.02

1.73

[그림 Ⅲ-2]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숙달도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의 숙달도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영역에서는 ‘학생 이해’ 항목의 ‘숙달되어 있다’는 응답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27.0%),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24.6%)가 전반적으로 숙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내외 학생생활지
도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11.8%)는 부족하여 사례별 생활지도에 대한 자료 및 공유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영역에서의 ‘숙달되어 있다’는 응답은 ‘학생상담 기법’이 3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30.0%),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25.4%)순
이었다. 기술 영역은 학교컨설팅과 관련한 전문적인 영역보다는 생활지도 측면의 상담이
나 관계적 측면의 숙달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컨설팅과 관련된 문항 중 ‘생활
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항목은

‘숙달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29.3%, 28.7%로 높게 나타나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24.0%)도 사후 교육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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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영역에서는 모든 문항의 30% 이상이 ‘숙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하여 생활지도컨
설턴트와 관련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컨설팅 실습
보고회’에 대해 ‘숙달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활지도
컨설팅 사전 모의실습’(37.6%),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37.4%)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항목은 ‘숙달되어 있다’는 응답이 11.8%
에 그쳤다. 그 내용은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숙달도
단위: 명(%)

구분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

숙달되어
있다

334(19.1)

1087(62.0)

331(18.9)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239(13.6)

1040(59.4)

472(27.0)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295(17.0)

1048(60.2)

397(22.8)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282(16.2)

1066(61.2)

394(22.6)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389(22.3)

1152(65.9)

207(11.8)

121(6.9)

954(54.6)

673(38.5)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220(12.5)

1101(62.8)

432(24.6)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417(24.0)

1114(64.2)

205(11.8)

학교(학급)생활지도 진단 기법

295(17.0)

1079(62.0)

363(20.9)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324(18.7)

1113(64.1)

300(17.3)

162(9.4)

1051(60.7)

519(30.0)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509(29.3)

1012(58.2)

217(12.5)

학생상담 기법

182(10.5)

999(57.4)

559(32.1)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246(14.2)

1050(60.4)

441(25.4)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499(28.7)

1038(59.7)

201(11.6)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298(17.2)

1070(61.6)

368(21.2)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646(37.6)

950(55.2)

124(7.2)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608(35.3)

910(52.8)

204(11.8)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568(33.0)

971(56.4)

182(10.6)

컨설팅 실습 보고회

668(38.8)

936(54.4)

117(6.8)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644(37.4)

936(54.4)

142(8.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경험

보통이다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학생 이해

기술

숙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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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량의 필요도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한 필요도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술 영역이 4.30
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4.13점), 경험(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기술적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지식)

4.13

4.30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기술)

생활지도컨설턴트 기본역량(경험)

3.87

[그림 Ⅲ-3]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필요도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을 지식, 기술, 경험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필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 영역에서 ‘학생 이해’ 항목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높았
다. ‘필요하다’는 응답까지 합하면 94%가 넘어 ‘학생 이해’에 대한 필요가 중요도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상담 기법’과 ‘문제행동별 지도방법’에 대한 항목이 각각 64.2%,
62.2%로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밖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과 ‘학부모 교
육 및 상담기법’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3%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경험 영역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을 위한 학교 현장실습’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
답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컨설팅 실습 보고회’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2.6%에 그쳐 보고회나 사전 모의실습 보다는 생활지도컨설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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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체험적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10> 생활지도컨설턴트 역량의 필요도
단위: 명(%)
영역

지식

기술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

전혀필요
하지않다

필요
하지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하다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10(0.6)

59(3.3)

523(29.6)

821(46.5)

353(20.0)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7(0.4)

42(2.4)

380(21.5)

872(49.4)

463(26.2)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8(0.5)

26(1.5)

380(21.6)

837(47.5)

512(29.0)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5(0.3)

19(1.1)

298(16.9)

849(48.1)

593(33.6)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7(0.4)

33(1.9)

394(22.3)

881(49.9)

451(25.5)

학생 이해

3(0.2)

8(0.5)

94(5.3)

541(30.6)

1122(63.5)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2(0.1)

10(0.6)

177(10.0)

744(42.1)

833(47.2)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3(0.2)

27(1.5)

383(21.7)

871(49.4)

479(27.2)

학교(학급)생활지도 진단 기법

0(0.0)

9(0,5)

179(10.1)

799(45.3)

778(44.1)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0(0.0)

11(0.6)

233(13.2)

803(45.5)

716(40.6)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0(0.0)

4(0.2)

116(6.6)

592(33.5)

1054(59.7)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11(0.6)

64(3.6)

583(33.0)

818(46.4)

288(16.3)

학생상담 기법

0(0.0)

7(0.4)

83(4.7)

543(30.7)

1136(64.2)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0(0.0)

9(0.5)

115(6.5)

602(34.0)

1042(58.9)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3(0.2)

29(1.6)

282(16.0)

857(48.5)

596(33.7)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0(0.0)

4(0.2)

91(5.1)

573(32.4)

1100(62.2)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7(0.4)

67(3.8)

519(29.4)

875(49.6)

297(16.8)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6(0.3)

50(2.8)

368(20.8)

862(48.8)

479(27.1)

5(0.3)

39(2.2)

385(21.9)

891(50.6)

442(25.1)

10(0.6)

96(5.4)

661(37.5)

776(44.0)

222(12.6)

5(0.3)

43(2.4)

396(22.4)

872(49.4)

448(25.4)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컨설팅 실습 보고회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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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구치: 교육 내용별 요구 우선순위
1) 교육 내용 전체 및 영역별 교육요구 우선순위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 요구치와 교육 요구 우선순위
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항목은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1위)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2위),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3위), ‘생활
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4위),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
법’(5위)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위는 지식 차원의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
론 이해’와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이었다. 전체 요구 순위 10위 안에 포함되
는 항목은 기술 차원이 7개를 차지하여 지식, 기술, 경험 차원 중에서 기술 차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차원의 요구 순위는 다음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 전체 차원의 요구 순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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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영역

1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기술

2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경험

3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기술

4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경험

5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기술

6

학생상담 기법

기술

7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경험

8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기술

9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기술

10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기술

11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경험

12

학생 이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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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내용

영역

13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지식

14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기술

15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지식

16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지식

17

컨설팅 실습 보고회

경험

18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지식

1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기술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지식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지식

20

각 차원별로 순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 차원 중에서는 ‘학생 이해’(1위),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2위),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3위)’가 상위권에 속했다. 지식 차원 중 가장 낮은 순위는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7위)’이었다.
기술 차원에서는 ‘문제행동별 지도방법’(1위),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2위), ‘검사
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3위)의 요구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생
상담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순이었다. 기술 차원에서 가장 낮은
요구 순위를 보인 항목은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9위)이었다.
경험 차원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 실습’(1위),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
제 구축 실습’(2위),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3위) 등의 순으로 높은 요구치를 보였다.
가장 낮은 순위는 ‘컨설팅 실습 보고회’(5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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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 지식･기술･경험별 요구 순위
순위

지식 차원

순위

기술 차원

순위

경험 차원

1

학생 이해

1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2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2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3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4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4

학생상담 기법

4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5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5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5

컨설팅 실습 보고회

6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6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

7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

･

8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

･

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

교육 요구치와 그 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의 점수
와 순위를 함께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Ⅲ-13>은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의 점수와 함께 요구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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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생활지도컨설턴트의 필요 역량 평균 및 순위(전체)
구분

지식

기술

중요도 순위 숙달도 순위 필요도 순위 요구치 순위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3.98

15

2.00

11

3.82

18

8.55

20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4.11

10

2.13

4

3.99

14

8.55

20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4.08

11

2.06

7

4.03

11

9.01

18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4.19

9

2.06

7

4.14

9

9.54

15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3.93

17

1.90

13

3.98

15

9.35

16

학생 이해

4.61

1

2.32

1

4.57

2

9.88

12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
영 이해

4.29

6

2.12

5

4.36

6

9.77

13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3.98

15

1.88

14

4.02

12

9.65

14

학교(학급)생활지도 진단 기법

4.28

7

2.04

9

4.33

7

10.27

9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4.25

8

1.99

12

4.26

8

10.31

8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4.51

4

2.21

3

4.53

4

10.16

10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3.72

20

1.83

15

3,74

20

8.75

19

학생상담 기법

4.59

2

2.22

2

4.59

1

10.56

6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4.50

5

2.11

6

4.51

5

10.83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4.06

13

1.83

15

4.14

9

10.64

5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4.56

3

2.04

9

4.57

2

11.60

1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3.86

19

1.70

20

3.79

19

10.07

1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4.07

12

1.77

18

4.00

13

10.86

2

4.03

14

1.78

17

3.98

15

10.54

7

컨설팅 실습 보고회

3.69

21

1.68

21

3.63

21

9.28

17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3.92

18

1.71

19

3.97

17

10.67

4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지식 차원의 ‘학생 이해’는 중요도와 필요도 면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으나 숙달도 역
시 높다고 인식되어 요구치의 순위는 12위에 그쳤다. 그러나 중요도와 필요도에서 매우
높았던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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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차원 중에서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와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
해’,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와 같은 학교컨설팅 관련 이론적인 내용들이 낮은 요구치를
보였는데, 이는 학교컨설팅 보다는 생활지도 내용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이해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기술 차원은 다른 차원에 비해 중요하고 필요하게 인식되는 항목도 많았다. 특히, ‘문
제행동별 지도 방법’의 요구 순위는 기술 차원뿐만 아니라 전체 순위에서도 1위였는데,

‘문제행동별 지도방법’은 중요도(3위)와 필요도(2위) 순위도 높았다. 숙달도는 9위에 그
쳐 결과적으로 요구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은 교원들이 중요하
게 생각하며 학습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지만 숙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시급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기술 차원에서 가장 낮은 요구 순위를 보인 항목은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9위)으로서 중요도, 필요도 등도 낮은 값을 보였다. 보고서 작성은 컨설팅에 있어
자료 및 경험 축적을 통해 본인의 전문성 성장뿐만 아니라 동료 컨설턴트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험 차원에서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장실습’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실습’
은 높은 순위를 나타냈는데, 중요도와 필요도에 비해 숙달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요
구 순위가 높게 나왔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경험 차원의 ‘컨설팅 실습 보고회’(5위)는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의 점수 모두 매우
낮았다. 컨설팅 보고회는 의뢰 학교에서 구성원들에게 컨설팅 결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설득하고 격려하는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보고회에 대한 교
원들의 요구치가 낮으므로 교원들이 생각하는 보고회의 의미와 성격 등에 대해 좀 더 면
밀히 분석을 하여, 학교컨설팅 보고회의 성격과 방향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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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변인별 교육 요구 비교
가)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 여부별 요구 비교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 여부별 요구치를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국내외 학
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이수한 집단이 비이수한 집단에 비해 요구도가 컸다. 기술 영역에서는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과 ‘학교생활지도 진단기법’ 항목이 유의미했으며 ‘학
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과 ‘학생상담 기법’,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또한 유의미한 결
과를 나타냈다. 경험 영역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 사전모의실습’과 ‘생활지도컨설팅 학
교현장실습’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학교컨설턴트 양성과정 이수 집단이 비이수
집단에 비해 요구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 여부별 요구 비교
영역 순위

지식

교육내용

1

학생 이해

2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
영이해

3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4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5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6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7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이수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이수

391

9.84

4.01

비이수

1344

9.90

3.77

이수

392

9.73

4.28

비이수

1348

9.77

4.37

이수

389

9.56

4.36

비이수

1338

9.54

4.50

이수

394

9.82

4.75

비이수

1337

9.21

4.68

이수

386

9.31

4.30

비이수

1332

8.93

4.47

이수

393

8.51

4.08

비이수

1348

8.57

4.26

이수

390

8.35

3.57

비이수

1346

8.61

4.08

t값

-.28

-.20

.09
2.28*

1.47

-.2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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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순위

기술

경험

교육내용

1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4

학생상담 기법

5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6

학교생활지도 진단기법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8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장실습

2

생활지도 유관기관연계 체제 구축 실습

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4

생활지도컨설팅 사전모의실습

5

컨설팅실습보고회

***p< .001, **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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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이수

386

11.69

5.41

비이수

1341

11.59

5.33

이수

388

10.21

4.50

비이수

1340

11.02

5.08

이수

386

10.85

5.58

비이수

1342

10.58

5.37

이수

388

10.14

4.46

비이수

1344

10.69

4.54

이수

384

11.44

5.37

비이수

1337

10.00

4.62

이수

389

11.04

4.96

비이수

1337

10.06

4.76

이수

384

10.36

4.26

비이수

1335

10.11

4.14

이수

388

10.09

4.86

비이수

1335

9.53

4.75

이수

386

8.83

4.57

비이수

1338

8.73

4.52

이수

380

11.50

6.03

비이수

1325

10.69

5.60

이수

380

10.69

5.56

비이수

1325

10.68

5.59

이수

382

11.01

5.41

비이수

1321

10.42

5.36

이수

380

11.08

6.08

비이수

1326

9.79

5.05

이수

381

9.66

4.96

비이수

1323

9.18

4.88

t값

.32
-3.03**
.85
-2.12*
4.77***
3.57***
1.02
2.03*
.35
2.46*
.05
1.89
3.7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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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컨설턴트 경험 여부별 요구 비교
학교컨설턴트 경험 여부별 요구치를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학생 이해’와 ‘학부
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학교컨설
팅 경험이 없는 집단이 ‘학생 이해’와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에
대한 요구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기술 영역에서는 ‘학부모 교육 및 상담’과 ‘학생상담
기법’, ‘학교생활지도 진단기법’ 항목이 유의미 하였다. 경험 영역에서는 ‘생활지도 유관
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항목에서 학교컨설팅 경험이 없는 집단이 ‘생활지도 유관기
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에 대한 높은 요구치를 보였다.
<표 Ⅲ-15> 학교컨설턴트 경험 여부별 요구 비교
영역 순위

지식

교육내용

1

학생 이해

2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
영이해

3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4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5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6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7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경험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있음

322

9.45

3.76

없음

1412

9.98

3.83

있음

322

9.27

4.04

없음

1416

9.87

4.41

있음

321

9.28

4.29

없음

1405

9.58

4.97

있음

322

9.29

4.69

없음

1408

9.35

4.70

있음

319

8.89

4.26

없음

1398

9.02

4.48

있음

325

8.18

3.96

없음

1415

8.63

4.27

있음

324

8.19

3.58

없음

1410

8.63

4.06

t값

-2.22*

*

-2.23

-1.10

-.21

-.14

-1.8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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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순위

기술

경험

교육내용

1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4

학생상담 기법

5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6

학교생활지도 진단기법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8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장실습

2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재 구축 실습

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4

생활지도컨설팅 사전모의실습

5

컨설팅실습보고회

***p< .001, **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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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있음

319

11.36

5.12

없음

1407

11.66

5.40

있음

321

10.20

4.60

없음

1406

10.97

5.03

있음

320

10.84

5.68

없음

1407

10.58

5.34

있음

321

10.04

4.34

없음

1410

10.68

4.57

있음

318

10.66

5.10

없음

1402

10.23

4.78

있음

320

10.78

5.08

없음

1405

10.15

4.76

있음

319

10.10

4.17

없음

1400

10.18

4.16

있음

320

9.65

4.64

없음

1402

9.65

4.81

있음

319

8.50

4.46

없음

1404

8.79

4.54

있음

319

10.74

5.70

없음

1386

10.90

5.72

있음

319

10.02

5.24

없음

1386

10.82

5.64

있음

318

10.48

5.18

없음

1385

10.57

5.44

있음

320

10.43

5.77

없음

1386

9.98

5.22

있음

319

9.07

4.89

없음

1385

9.33

4.91

t값
-.91
-2.65**
.76
-2.35*
1.43
2.09*
-.28
.02

-1.04

-.46
*

-2.41

-.28

1.2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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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위별 교육 요구 비교
직위별 교육 요구치를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
도 운영이해’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교사 집단이 관리자 집
단에 비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에 대한 교육 요구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기술 영역에서는 ‘학부모 교육 및 상담’과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생상
담 기법’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일반교사가 관리자 교사 집단에 비해 ‘학부모 교
육 및 상담기법’과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생상담 기법’에 대한 교육 요구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6> 직위별 교육 요구 비교
영역 순위

지식

교육내용

1

학생 이해

2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
영 이해

3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4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5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6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7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1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기술

직위

N

평균

표준
편차

일반교사

695

10.10

3.97

관리자

1047

9.74

3.70

일반교사

699

10.16

4.78

관리자

1047

9.51

4.00

일반교사

696

9.67

5.04

관리자

1038

9.45

4.73

일반교사

698

9.55

4.91

관리자

1040

9.20

4.53

일반교사

687

8.95

4.55

관리자

1038

9.05

4.36

일반교사

698

8.47

4.29

관리자

1050

8.60

4.17

일반교사

697

8.61

4.22

관리자

1045

8.51

3.79

일반교사

695

11.95

5.59

관리자

1039

11.37

5.16

일반교사

695

11.31

5.35

관리자

1040

10.51

4.66

t값

1.95
**

2.98

.87
1.52
-.45

-.67

.51
2.19*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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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순위

경험

직위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일반교사

695

10.70

5.52

관리자

1040

10.60

5.34

4

학생상담 기법

일반교사

696

10.89

4.78

관리자

1043

10.34

4.33

5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일반교사

690

10.04

4.80

관리자

1038

10.49

4.85

6

학교생활지도 진단기법

일반교사

693

10.10

4.87

관리자

1040

10.38

4.79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일반교사

691

10.14

4.14

관리자

1035

10.18

4.17

8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일반교사

693

9.66

4.90

관리자

1036

9.65

4.69

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일반교사

695

8.53

4.65

관리자

1036

8.89

4.44

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일반교사

681

10.98

5.89

관리자

1031

10.78

5.59

2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일반교사

684

10.79

5.70

관리자

1028

10.60

5.49

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일반교사

681

10.73

5.67

관리자

1031

10.43

5.19

4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일반교사

684

9.95

5.37

관리자

1029

10.16

5.31

5

컨설팅 실습 보고회

일반교사

684

9.15

4.88

관리자

1027

9.37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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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
편차

교육내용

t값

.39
2.46*

-1.93

-1.17

-.20

.06

-1.64

.71

.68

1.10

-.7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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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급별 교육 요구 비교
학교급별 교육 요구치를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학생 이해’와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항목을 제외한 5개의 항목인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
해’,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학
교컨설팅 절차 이해’,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
다. 초등학교급 집단이 중등학교 집단에 비해 위의 5개 항목에 대한 교육 요구치가 높았
다. 기술 영역에서는 ‘학생상담 기법’과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항목을 제외한 7개의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초등학교급 집단이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와 ‘문
제행동별 지도 방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
결 방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생활지
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항목에 대하여 중등학교급 집단보다 높은 교육 요구치
를 나타냈다. 경험 영역에서는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항목과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항목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Ⅲ-17> 학교급별 교육 요구 비교
영역 순위

교육내용

1

학생 이해

2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
영이해

3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4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5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6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지식

학교급

N

평균

표준
편차

초등

867

9.98

3.91

중등

864

9.76

3.72

초등

867

9.99

4.38

중등

868

9.54

4.32

초등

864

9.97

5.20

중등

859

9.09

4.46

초등

861

9.60

4.80

중등

866

9.05

4.54

초등

856

9.26

4.61

중등

859

8.75

4.25

초등

871

8.84

4.42

중등

866

8.28

4.00

t값
1.20
2.14*
3.77***
2.45*

2.3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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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순위

기술

경험

교육내용

7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1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3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4

학생상담 기법

5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6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8

생활지도컨설팅 운영관리

9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1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2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4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5

컨설팅 실습 보고회

***p< .001, **p< .0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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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N

평균

표준
편차

초등

867

8.70

4.10

중등

864

8.40

3.85

초등

862

12.00

5.49

중등

861

11.18

5.17

초등

865

11.12

4.92

중등

859

10.48

4.92

초등

863

10.98

5.40

중등

861

10.26

5.37

초등

865

10.70

4.46

중등

863

10.35

4.50

초등

861

10.54

5.03

중등

857

10.04

4.60

초등

863

10.39

4.79

중등

859

10.11

4.83

초등

859

10.38

4.19

중등

856

9.92

4.11

초등

862

10.08

4.93

중등

856

9.19

4.56

초등

861

9.06

4.73

중등

859

8.41

4.31

초등

849

11.33

5.89

중등

852

10.33

5.43

초등

850

10.92

5.68

중등

851

10.39

5.44

초등

848

10.60

5.42

중등

851

10.44

5.34

초등

851

10.42

5.48

중등

851

9.68

5.13

초등

850

9.43

5.09

중등

850

9.08

4.68

t값
1.60
3.21**
2.73**
2.77**
1.63
2.17*
1.20
2.28*
3.89***
2.98*
3.66***
1.94
.62
2.88**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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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사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에 대해 요구 조사를 진행하여 분석 결과
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활용한 분석 방법은 단순한 필요도뿐만이
아니라 중요도와 요구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내용으로써 응답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 순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생활지도컨설팅 관련 내용
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교원의 요구를 다차
원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와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해 숙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21개 교육 내용에 대해 필요도와
요구도는 5점 만점에 4.1점 이상이었고, 숙달도는 3점 만점에 1.97점이었다. 이 결과는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며,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도 컨설팅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처
럼 필요도와 학습 열의에 비해 숙달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원들에게 매우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요구 순위를 분석한 결과 기술 차원이 지식, 경험
차원보다 높아 기술 차원의 각종 기법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구 순위 중 상위 10개의 교육 내용을 살펴봤을 때 기술 차원의 내용이 7개,
경험 차원의 내용이 3개이었다.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이나 ‘학부모 교육 및 상담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등의 요구치가 높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심으로 강좌 설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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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이수한 전문가들은 일반 교원에 비해 생활지
도 내용보다는 학교컨설팅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한 요구치가 높았다. 컨설팅 과
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기법’, ‘학교생활지
도 진단 기법’,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학교 현장 실습’, ‘사전 모의 실습’ 내용에
서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 집단이 비이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 비이수 집단이 이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요구치가 높은 내용은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학생 상담 기법’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학교컨설턴트 양
성 과정을 이수한 교원들이 기존에 경험한 연수를 통해 생활지도의 내용적인 부분보다
는 학교컨설팅 관련 기법과 경험에 대한 요구치를 더 높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컨설팅 양성 과정의 이수 여부에 따라 요구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성 과정 모집 대상을 선발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수생의 경력, 경험,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프로그램 구성 시 시사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해야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술･경험 차원의 역량들이 일정 정도 균형 있게 양성 과정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사 분석에 터한 프로그램 내용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기법 관련 강
좌들을 더 포함시켜야겠지만, 기본이 되는 지식 차원과 실습의 기회가 되는 경험 차원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순위 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결정은 응답자 입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중요 내용을 간과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다(진동섭 외, 2008a). 특히 지식 차원에서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
성하는 기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낮을 경우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강좌들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양성 과정이 지식･기술･경험 차원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과정의 강사진은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함과
동시에 생활지도 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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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지도 영역은 학교 교육에서 익숙한 부분이지만, 생활지도컨설턴트는 그리 친숙도가
높지 않다.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각종 상담 연수, 학급운영 연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다
루어져 왔지만,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
된 적은 드물다. 생활지도컨설팅이란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널리 보편화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컨설팅에 대해서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에 대
해서도 내용적 전문성을 지닌 강사진이 필요하다. 강사진의 구성과 역량에 따라 생활지
도컨설팅의 지향점이 연수생들에게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으며, 또한 개발된 생활지도
컨설턴트 프로그램이 잘 구동될 수 있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생활지도를 개인 관점이 아닌 조직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학교
조직의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한 강좌의 기법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단순히 일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는 학
교 조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학교 상황을 조망하면서도, 미시적으로는 생활지도의 가
장 핵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진단 및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강좌
들이 분절적으로 작동하여서는 안 되고, 총체적으로 연계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유기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좌 간에 종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위계와 순
차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횡적으로는 내용의 연계와 축적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이론적 배경과 교원들에 대한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방향, 절차, 구성, 그리고 강좌별 개요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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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과 생활지도 영역의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지향한다. 그
동안 생활지도는 교과 부분과 함께 학교 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축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폭력 행동, 왕따 등 문제 행동이 점점 늘어나고 과격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의 추세는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사
회 흐름 속에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와 교사들
이 생활지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돕는 지원 체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전문적인 지원 인력
인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컨설팅은 자발성, 전문성, 독립성,
한시성, 학습성을 원리로 하여 학교와 교사에게 전문적 도움을 지원하고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생활지도 영역에도 필수적으로 연계･적용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생활지도 영역의 내용을
연계시키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순환적 구조를 지향한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토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시간을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실습은 객관주
의적 지식으로만 그칠 수 있는 이론을 연수생이 주관적으로 구성하며 비판적으로 반성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배운 지식과 기술을 다시
한번 몸으로 체득하고 본인 특성에 맞게 변형하는 순환적 구조로 발전이 가능하다. 그
동안 진행된 교사 연수는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 하면서도 시간적･행정적･재정적 등의
어려움으로 실천을 소홀히 하였다. 이번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았다.
셋째,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접근을 지향한다. 생활지도는 더 이상 몇몇의 문
제 학생의 사안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또한 한두 명의 교사가
생활지도를 잘하면 생활지도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즉 생
활지도의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별 학생이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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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아니라 학교 조직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생
활지도는 상담이나 심리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컸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조직 차원으로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생활지도 규칙을 마련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생활지도 방식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교사는 교과 수업
의 전문성 신장만이 아니라 생활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없거나, 심지어는 아예 학교의 교육 방식을 거부
하고 학교 질서를 어지럽혀 기본적인 학교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비단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학교가 생활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이것이 교사 간에, 학교 간에, 교육청 간
에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원이 컨설턴트가
되어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의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의 발전까지 돕는 연계체제가
필요하다. 즉 양성 과정을 통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전문성으로 다른 교원과 학교를 돕는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

나. 개발 절차1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등 이론적 배경 분석을 토대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 조사지를 개발
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에 관해 집필 의뢰한 원
고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후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역량을 추출하여 생활지도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요구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14) 박효정 외(2010: 170-171) 연구와 유사한 절차를 따랐으며, 그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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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요구 조사지 분석을 통해 필요도, 숙달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내용별 요구 우
선 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및 영역별 요구 우선순위를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 내용 요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생활
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들에게 주제별로 강의 목적과 강의 요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생
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강좌별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생활지도컨
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절차와 활용된 방법을 그림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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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최종 구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총 15강좌로 구성
되었다. 지식 차원의 4개 강좌, 기술 차원의 7개 강좌, 그리고 경험 차원의 4개 강좌이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강좌가 구성되기까지 다음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요구
조사 분석 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차원의 비중이 높긴 하나 지식과 경
험 또한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중요한 역량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3개 영역인 지
식, 기술, 경험 차원 중에서 상위 3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다.
지식, 기술, 경험 차원 중에서 기술 차원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항목들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경험 차원, 지식 차원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지식, 기술, 경험의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지
식 차원에서는 ‘학교컨설팅 절차 이해’,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는 ‘학교컨설팅의 이해’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경험 차원에서 ‘컨설팅 실습 보고회’는 실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강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기술차원의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
법’,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을 액션러닝이나 팀빌딩 등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도 논의
되었다. 한편, 기술차원의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과 ‘학생상담 기법’을 ‘학생･학부모
상담 기법’으로 합치는 것도 고려되었으나 이 각각의 강좌가 담아야 하는 내용이 많고
기법에 대한 요구치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별도의 강좌로 개설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구성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지식 차원은 학교컨설팅 및 생활지도에 관련한 이해를 돕고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철학을 확립하는 부분과 연계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학교컨설팅 이해’이다.
기술 차원은 생활지도컨설팅 시 필요한 각종 기법에 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학생상담 기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그리

｜

153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험 차원은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필요한 각종
실제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장 실습’과 ‘사전
모의실습’이 있다. 그리고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과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
축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차원별로 구성된 강좌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각 영역별 강좌표
영역

세부 교육 내용
학교컨설팅 이해

지식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기술

학생상담 기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 해결 방법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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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프로그램 강좌별 교육 내용
지식 차원
1) 학교컨설팅 이해
① 교육 목표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 및 이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생활지도컨설턴트의 기본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컨설턴트가 학교컨설팅의 취지와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질의응답

③ 세부 교육 내용
▣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이론 이해
○ 학교컨설팅의 배경과 목적
○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원리, 모형
▣ 학교컨설팅 활동의 특성과 동향
○ 학교컨설팅의 활동 특성
○ 학교컨설팅 최근 동향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교컨설팅의 철학과 이론이 생활지도컨설턴트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
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그 동안 지니고 있던 학교컨설팅에 대한 오개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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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① 교육 목표
학생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와 반영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학
생생활지도 기본 계획,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법규를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시대에 알맞
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상벌점제, 학생자치법정, 체벌 대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생활지도관련 사안들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익힌다.

② 교육 방법
강의, 토론

③ 세부 교육 내용
▣ 2012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기본 계획
○ 추진과제, 주요 정책과제
▣ 학교생활규정 및 관련 법규
○ 상벌점제, 학생자치법정, 체벌 대안 등
○ 생활지도관련 사안처리, 학생 인권조례, 청소년 관련 법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도입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교사들이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제정 또는 변경된 법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156 ｜

Ⅲ.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3) 학생 이해
① 교육 목표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
를 조기 발견, 예방, 진단하고 올바른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와 트렌드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다양성, 개성을 인정･존중하고 전통적인 획일적･규
제일변도, 문제아 중심, 처벌위주의 소극적 생활지도를 탈피하는 등 시대 적절한 새로운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에 대한 올
바른 이해, 즉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정신건강,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생생활지도가 보다 바람직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토론

③ 세부 교육 내용
▣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 아동기 발달적 특성
○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
○ 아동 및 청소년 문화
○ 놀이문화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학생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바 아동 및 청소년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 요즘 학생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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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① 교육 목표
학생생활지도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공동
의 책임의식을 갖고 긴밀한 연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과 인프라 구축, 이들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 학부모 협력 지도방안 등을 익힘으로써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연계 생활지
도 운영방안을 구안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③ 세부 교육 내용
▣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지역사회 기관
○ 인력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
○ 네트워크 관리와 연계 확대 방안
▣ 학부모와의 연계 생활지도 운영방안
○ 학부모 협력 지도방안
○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연계 생활지도 운영방안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및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과 함께 이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158 ｜

Ⅲ.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기술 차원
1) 학교생활지도 진단 기법
① 교육 목표
학교의 생활지도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 기법을 숙지하여
학교의 생활지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 교육 방법
강의, 팀별 실습

③ 세부 교육 내용
▣ 생활지도 진단 기법의 중요성
○ 생활지도 관련한 학교 실태 분석의 의미
○ 생활지도에서 진단 기법의 필요성과 시사점
▣ 조직진단 기법의 활용
○ 조직 풍토, 의사소통 실태 진단
○ 조직진단을 통한 생활지도 분석 사례 소개
▣ 액션러닝 기법 활용 실습
○ 팀별 의뢰서를 바탕으로 액션러닝 실습
○ 팀별 과정 성찰 및 결과 발표
④ 강조점 및 유의점
생활지도 실태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알고 조직진단 기법과 액션러닝 기법을 배우되
생활지도컨설팅에 초점을 맞추어 진단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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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① 교육 목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자발적인 컨설팅 과정의 기본이 된다.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법을 배워 학교컨설팅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② 교육 방법
강의, 팀별 실습

③ 세부 교육 내용
▣ 해결방안 도출 과정의 중요성
○ 진단 단계와의 연계
○ 해결방안 도출 과정과 결과의 시사점
▣ 팀빌딩 기법의 활용
○ 팀빌딩의 의미와 방법
○ 팀빌딩을 통한 해결방안 도출 사례 소개
▣ 팀빌딩 기법 활용 실습
○ 팀별 의뢰서를 바탕으로 실습
○ 팀별 결과 발표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팀빌딩이 왜 필요한지 의미를 알고 실습에 임하도록 하며, 팀빌딩을 통한 해결 방안
결과에 구체적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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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① 교육 목표
컨설턴트는 의뢰인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갈등 관리, 의뢰인의 자발적･적극적 참여
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익힘으로써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수립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role play

③ 세부 교육 내용
▣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 관계 형성 및 유지, 관리 기법
○ 갈등 관리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 상호교류적 의사소통과 경청
○ 나 전달법, 자기표현훈련
▣ 학생들과 소통하기
○ 열린 마음
○ 공감적 이해와 수용
○ 존중
④ 강조점 및 유의점
생활지도컨설팅 또는 학교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 role play
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시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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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상담 기법
① 교육 목표
상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문제에 직면하여 조력을 필요로 하
는 학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 성장
과 문제해결능력의 신장, 정서적 안정을 조력하여 정신건강의 향상 및 적응을 돕고 상담
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와 기술, 상담자의 윤
리, 상담 방법 등에 대해 익힌다.

② 교육 방법
강의, 상담시연

③ 세부 교육 내용
▣ 상담에 대한 이해
○ 상담자의 태도
○ 상담 기술
○ 상담자의 윤리
▣ 상담의 방법
○ 개인상담, 집단상담
○ 전화상담, 쪽지상담, 온라인 상담
○ 또래상담
▣ 상담활동의 활성화 방안
○ 전교사의 상담교사화
○ Wee Class, Wee Center의 활용
○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역네트워크 상담망 연계지도
④ 강조점 및 유의점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자로서의 인격적 성숙, 자질과 태
도를 갖추어야 하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되 구체적인 상담 장면을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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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① 교육 목표
가정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장이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은 행동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가정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올바른 성장과 적응, 문제행동에의 적절한 대처, 비교육적인 가정환경의 개
선을 위해서 학생생활지도에의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
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기법,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 방법 등에 대해 익힘으로써 학부모에게 자녀의 문제해결을 돕고 올바른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사례연구

③ 세부 교육 내용
▣ 학부모 교육
○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 자녀교육 방법
○ 부모･자녀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
▣ 가족상담에 대한 이해
○ 가족상담이란?
○ 가족상담 기법
▣ 학부모 상담
○ 사례별 대처 방법
○ 가족상담의 활용
④ 강조점 및 유의점
교사들이 학부모 상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바 학부모 상담 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활용도가 높은 효율적인 방안들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학부모 상담 상황을 연출,
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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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① 교육 목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정보를 수집하고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과학적･종합적･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수
립해야 한다. 이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종류
와 실시 및 해석, 활용 방법, 검사 활용 교육 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검사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는다.

② 교육 방법
강의, 검사도구 안내 및 실습, 사례연구

③ 세부 교육 내용
▣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
○ 심리검사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의 종류
▣ 심리검사의 활용
○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 심리검사 결과의 활용방법
▣ 심리검사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④ 강조점 및 유의점
실제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들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활용방
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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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① 교육 목표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상의 문제, 정서･행동상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제행
동별 행동상의 특징, 주원인, 적절한 지도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익힘으로써
건전한 성장과 발달, 적응을 돕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 방법
강의, 사례연구

③ 세부 교육 내용
▣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 학교부적응 문제행동 지도
○ 수업 중 문제행동(떠들기, 잠자기, 대들기 등)
○ 학교부적응 문제행동(가출, 무단결석, 교칙위반, 폭력, 흡연 등)
▣ 정신병리적 문제행동 지도
○ ADHD, 우울, 불안, 분노
○ 게임･인터넷 중독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교 현장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문제행동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 교사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

165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경험 차원
1)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실습
① 교육 목표
생활지도컨설팅 실습 전에, 가상의 의뢰 과제를 통해 사전 모의 실습을 함으로써 컨
설팅 현장 적응력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둔다.

② 교육 방법
토의 및 토론을 통한 모의 실습(가상의 사례를 통한 컨설팅 실습)
③ 세부 교육 내용
▣ 준비 단계
○ 예비 진단
- 1차: 컨설팅 의뢰서 분석
- 2차: 컨설턴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가 분석
○ 컨설팅 수행 계획서 작성
- 컨설팅 과제 정리
- 컨설팅 수행 기간, 과정 등 계획
○ 컨설팅 제안서 작성 및 검토
▣ 진단 단계
○ 컨설팅 팀 내, 가상의 ‘내부협력진’ 구성
- 내부협력진: 학교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 자료 수집 내용 논의
- 의뢰 학교의 생활지도 만족도 조사
- 의뢰 학교의 현행 생활지도 방식 조사
- 의뢰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조사
(예: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등산 활동, 봉사 활동 등)
○ 자료 수집 방법 논의
- 설문지 조사: 대상, 내용, 시기 등
- 면담 조사: 대상, 내용, 시기 등
- 기타 자료 수집 방법 논의
○ 가상의 진단 결과 논의
▣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
○ 해결 방안 구안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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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기존의 해결 방안에 기초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 탐색
- <2안> 독창적인 해결 방안 모색

○ 해결 방안 선택
- 의뢰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선택할 것인지 사전 논의
- 해결 방안 선택 시, 참여 교사 구성, 일정, 예상되는 문제점 등 논의

▣ 실행 단계
○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 실행 방법 논의
- 워크숍, 연수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제공
- 구체적인 기술과 기능 습득 훈련 방식
-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교육

○ 학교구성원의 실행 동기 유발을 위한 방법 논의
- 예상되는 저항 논의
- 실행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 논의

▣ 종료 단계
○ 컨설팅 결과 평가 방식 논의
- 평가 설문지 배부 및 분석
- 평가 관련 면담 실시 등

○ 가상의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목차 구성 및 검토
-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논의
- 보고서 얼개 및 전체 시나리오 작성(초안 작성)

○ 가상의 최종 보고회 준비
- 참석 대상, 소요 시간, 일정 계획
- 예상 질문 및 답변 논의

④ 강조점 및 유의점
- 실제 학교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을 모의 실습하는 것이므로, 컨설팅
의뢰서에 기반을 두어 철저한 분석이 중요하다. 필요시, 본인의 현장 경험을 바
탕으로 해당 학교가 어떠한 상황인지 분임 안에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 컨설팅을 수행할 때,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내부협력진의 구성이 컨설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로 내부협력진을 구성하는 것이 해
당 컨설팅 과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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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실습
① 교육 목표
생활지도컨설팅을 의뢰한 학교를 방문하여, 과제를 진단하고 생활지도의 기본 관점,
방법을 토대로 하여 컨설팅을 실습하는 데 목표를 둔다.

② 교육 방법
현장 실습(의뢰 학교 방문 및 실습)

③ 세부 교육 내용
▣ 준비 단계
○ 컨설팅 의뢰 과제 분석(의뢰서 분석)
○ 관련 생활지도컨설턴트 섭외 및 팀 구성(필요시, 외부 생활지도 전문가 섭외)
○ 첫 만남 및 예비 진단
- 일정 조율
- 컨설팅 과제 확인

○ 생활지도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 생활지도컨설팅 제안서 작성 및 발표
▣ 진단 단계
○ 내부협력진 구성
- 생활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내부협력진 구성

○ 자료 수집
- 생활지도 만족도 조사: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 상벌의 조화 및 관련 생활지도 방식
- 생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예: 문제 학생 지도를 위한 등산 활동, 봉사 활동 등)
- 담임교사와의 연계 방식
- 학생, 학부모 상담 방식

○ 자료 분석
- 본교 생활지도 시스템의 장, 단점 분석
- 컨설팅팀과 내부협력진이 함께 분석함

○ 진단 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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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팀, 내부협력진, 그 외 관심 있는 교사 참여

▣ 해결 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
○ 해결 방안 구안 및 제안
- <1안> 기존의 해결 방안에 기초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 탐색
- <2안> 독창적인 해결 방안 모색

○ 해결 방안 선택
▣ 실행 단계
○ 학교컨설턴트의 조언과 관찰
-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제공
- 구체적인 기술과 기능 습득 훈련: 생활지도, 상담 기술 등
-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 생활지도시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학생관

○ 의뢰인의 실행
-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실행
- 필요시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함

▣ 종료 단계
○ 컨설팅 결과 평가
○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회
④ 강조점 및 유의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등 컨설팅 절차에 맞
게 생활지도컨설팅을 적용시켜 본다.
- 전체 연수 과정에서 들었던 수업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 첫 만남을 비롯한 준비 단계가 컨설팅 성공의 기반이 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
비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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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① 교육 목표
생활지도컨설팅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 간 자료 공유 및 필요한 지식, 기능 등의 학
습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
분임별 토의

③ 세부 교육 내용
▣ 1차: 컨설팅 진단 결과 협의
○ 컨설팅 의뢰 과제 분석
○ 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 컨설팅 제안서(계획서) 작성
▣ 2차: 컨설팅 과제 관련 자료 공유
○ 생활지도 과정 및 사례 공유
- 학생 조사 → 정보 제공 → 상담 → 정치 → 추후 활동

○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 소개
- 본인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방법
- 그린 마일리지 등 상벌제
- 출결카드, 생활지도일지 등 기본 생활지도 방법
- 효과적인 상담 기법
- 생활지도부실의 물리적 환경 구성 및 운영
- 부적응아 관련 진로 지도 방법

○ 생활지도 성공 사례 조사 및 공유
- 의뢰 학교와 유사한 상황의 학교에서 성공한 사례
- 그 외 생활지도 관련 우수 사례

▣ 3차: 생활지도컨설팅 관련 지식, 기능 학습
○ 생활지도시 필요한 학생관 논의
- 적응과 부적응의 관계
-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및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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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조사, 상담 등의 생활지도 기법 학습
- 관련 전문가 초빙 및 연수
- 필요시, 의뢰 학교 교원과 함께 연수

▣ 4차: 생활지도컨설팅 종료 단계 논의
○ 컨설팅 결과 평가지 검토 및 수정
- 피평가자의 범위
- 평가지 문항 검토 및 수정

○ 보고서 작성 준비
- 업무 분담 및 일정 조정
- 보고서 검토

○ 최종보고회 준비
- 의뢰 학교와 일정 조정
- 보고회 자료 마련

④ 강조점 및 유의점
- 각자 자신이 있는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사전에 자료 조사를 분담하여 공유하도
록 한다. 본 워크숍은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상호간에 전문성을 학습하
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실습 기간 동안, 학교 방문 및 컨설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 워크숍이 체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컨설팅 단계에 맞추어 워크숍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
이 무엇인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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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① 교육 목표
생활지도 관련 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학교 등의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
계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탐방 혹은 연계 실습을 통해 교사 혼자만의 힘이 아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익힌다.

② 교육 방법
강의, 현장 방문, 분임별 토의

③ 세부 교육 내용
▣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의 의미
○ 생활지도 유관기관의 종류
○ 생활지도 유관기관의 연계 체제 구축의 중요성
▣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계획 작성
○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 논의
○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을 위한 계획 작성
○ 생활지도 유관기관 접촉
▣ 생활지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실습
○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락 및 접촉
○ 생활지도 유관기관 탐방
○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실습 내용 발표
④ 강조점 및 유의점
생활지도 유관기관 중 느슨한 연계를 형성할 곳과 친밀한 연계를 형성할 곳을 분리하
여 정보만 얻는 곳, 직접 방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곳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현장 탐방 및 실습에 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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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제언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II)

본 장에서는 세부 과제 1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세부 과제 2
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마
지막으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관한 정책적 제언은 프로그램 운영 차
원과 프로그램 확산 및 기반 구축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가. 프로그램 운영 차원
1)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실습과정 확대 필요
본 연구에서 운영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
서 실습 연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집합 연수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단순히 집합 연수에서 지식과 기
술을 일방적으로 강사에게 배우는 것으로 그치면 강의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연수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배워도 당장 실전에 활용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장 실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의뢰
학교에 가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하게 되어, 같은 실습팀 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
루어 졌다. 집합 연수 기간에도 컨설팅 실습팀 간 실습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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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였는데, 모든 실습팀이 컨설팅 수행 전 준비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몰두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일상적인 강의식 연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인데, 바
로 집합 연수 과정과 실습 과정이 잘 연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실습
연수는 집합 연수에 있어서도 연수생들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실전 경험을 쌓으며 집합 연수 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회
가 된다. 이번 연수에서도 연수생들은 총 60시간 중에 반 이상을 실습에 할애하여 예비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 현장 경험을 하였다. 실습팀은 정해진 학교 방문 횟수 이상으로
사전에 팀별로 모여 논의를 하였으며, 학교 방문 후에는 어떤 면에서 부족하였고 앞으로
는 어떤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컨설팅 실습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실습을
통하여 집합 연수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학교컨설팅에서 강조하는 원리인 자발성과 전문성 등이 왜 필요한지를 느
끼며 학교컨설팅의 지향점을 실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지식은 재구성되어
연수생은 학교컨설팅 이론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2) 실습연수에서 메타컨설턴트의 참여와 지원 역할 제고 방안 마련
메타컨설턴트의 역할은 컨설팅의 방향을 잡아 주고 과정상의 조언을 하기 때문에 컨
설팅 실습의 효과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실습생과 메타컨설턴트 간의 상호작용
은 실습생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정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의
지가 되는 정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타컨설턴트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
을 들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면 메타컨설턴트의 인력이 풍부해야 하고 안정적인 활동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교원을 메타컨설턴트로 확보해 나기기 위해서는 교원이 컨설팅에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시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수석교사를 학교컨설턴트로서 전담
을 하게 하여 이후 메타컨설턴트로 그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다.

3) 전문성 있는 우수 강사 풀의 발굴 및 확보 필요
프로그램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우수 강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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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중요하다. 내용 구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강사의 강의 전달력과 흡입력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사진은 프로그램의 내용
적 면에 정통하고, 학교컨설팅 경험이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
은 강사진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경영컨설턴트를 발굴하여 학교경영컨설팅의 강사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컨설팅은 학교조직 영역보다는 기업 영역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
으며 전문 인력도 많다. 기업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컨설턴트들은 다년간의 컨설팅 경
험이 있으며 컨설팅 회사 차원에서 개발된 컨설팅 방법론도 많다. 이러한 인력을 학교경
영컨설팅 강사진으로 적극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이 영
리적인 목적으로 학교컨설팅을 접근하지 않도록 취지와 방향을 설명해야 하며, 학교 조
직 상황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절차와 방법론이 아닌 교육 정책과 학교 조직 실태에 맞
는 도구들을 활용하도록 주의를 기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각종 교사 동호회의 리더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동호회의
리더들은 특화된 부분에 대해 내용적인 전문성이 있고, 현장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의 실행 방안 노하우도 많은 전문가이다. 물론 수업 내용과 방법과
관련한 동호회가 많지만, 학교 디자인 모임과 학교 프로그램 개발 모임 등 각종 학교 경
영 차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 있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편성
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지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교사 동
호회 리더들은 충분히 내용적인 차원에서 우수 사례를 안내하고, 의뢰 학교에 적합한 프
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는 학교 경영의 노하우가 많은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강사로 활용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이론과 프로그램이라도 막상 학교 현장에서
실행을 할 때는 다양한 저항에 부딪힌다. 그리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해당 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폐쇄적이고 부정적 분위기의 학교를 개방적
이고 긍정적인 학교로 변화시킨 경영자나,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학생이
몰려드는 학교로 발전시킨 경영자 등을 강사로 활용한다면 실전 경험이 담긴 생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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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들의 사례는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게 위
기 극복 모범 사례로 소개될 수 있으며, 의뢰 학교 구성원들에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능력 있는 학교 경영자를 적극 발굴하여 강사로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수생의 전문성을 고려한 컨설팅 실습팀 구성 필요
컨설팅 실습 팀을 구성할 때 연수생들의 선호와 함께 연수생들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수생의 선호에는 연수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습
학교를 희망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실습학교의 거리와 교통편을 고려하여 실
습학교를 희망한 경우가 많다. 물론 연수생들은 선호도를 적극 반영하여 실습 학교를 선
발한 것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수생의 전문성과 의뢰 학교의 컨설팅 과제가 잘 맞을 때 연수생의 컨설팅
몰입과 실습학교의 도움 혜택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번 연수가 종료된 후 실습
학교의 평가를 분석하였을 때 컨설팅 과정 부분과 컨설턴트의 노력 부분에는 상당히 긍
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컨설팅 결과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실습생의 전
문성이 해당 과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컨설턴트로서의 실습생이나 의뢰인으로
서의 실습학교가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연수생의 전문
성을 고려하여 실습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컨설팅 실습팀을 구성할 시 단순하게 연수생의 선호만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생의 전문성과 의뢰 과제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실습팀을 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프로그램 확산 및 기반 구축 차원
1)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확대 운영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교원과 학교는 상대적으
로 각종 연수 기회가 많다. 한편 지방은 작은 연수에 있어서도 우수 강사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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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번 시범 운영 연구에서는 컨설팅 과정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연
수 대상과 실습학교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본 연수에 참여한 지방의 연수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 특히 지방의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의 학교들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의 문제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실행 모형이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교조직 진단 도구 개발 및 구축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 학교조직 진
단 도구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 조직의 실태와 강약점을 용이하게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학교의 일치된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조직
의 진단 분석을 통해 학교 조직 상황 및 문화 파악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조직 의사소통,
조직 풍토, 리더십 등의 자료를 축적할 수 있다.
학교 조직 특성에 적합한 진단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구축되었을 때 실습 시에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학교경영컨설팅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학교 조
직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개
발된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컨설팅 실습 과정을 진행하면 학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학교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의뢰 학교의 위치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으
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서 역량
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실습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한다. 학교조직 진단 도구가 웹상에 구축되어 있으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컨설팅이 아닌 짧은 시간에 조직 진단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교에서 꼭 필
요로 하는 컨설팅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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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범 운영, 그리고 이의 활
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은 개발 절차부터 시범 운영까지 엄밀한 연구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간략
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교원들에 대한 요구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학교컨설턴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내용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시사점
을 얻었다.
셋째, 기존 연수 프로그램과 요구 조사 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예시적으로 만든
후 전문가 협의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넷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강사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시범적
으로 운영하였다.
다섯째, 시범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 하였다. 전반적인 과정과 결과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였는지,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여섯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러한 순환적인 피드백을 통해 추수 연수
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일선 연수
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과정으로 절차를 압축하여 약식으로 개발되
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수 과정이 30시간 이상의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 시범 운영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프로그램을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하여 시･도교육청 연수원 등에서의 운영(박
효정 외, 2010)을 통해 단위학교에까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
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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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승현 외(2005: 48)를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모형에 맞춰 재구성함.

[그림 Ⅳ-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모형

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구안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효정 외(2010)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2011년 본
연구에서는 운영 방안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구체적 모형으로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학교컨설팅 연구･사업센터’ 운영 모형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첫 번째 방안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체
가 되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종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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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 연구･사업센터(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 학
교경영컨설팅, 수업컨설팅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정착을 돕는 정책
컨설팅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
여 컨설턴트 양성을 준비하고 있는 생활지도컨설팅도 학교 현장에서 매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컨설턴트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컨설팅
연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학교컨설팅 연구･사업센터 설립(가칭)’이 필요하다. 학교컨
설팅 연구･사업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각종 연구 지원
을 통해 기본적인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
율성과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학교컨설턴트 인력을 양성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훈련된 전문 인력을 강사 요원이나 시･도교육청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컨설팅 경력을 쌓아 전문성이 확보된 컨설턴트의 경우 컨설턴트 양성 과정 운영 시
메타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별로 적합한 학교컨설팅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컨설팅 모형은 하나의 획일적인 모형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적합
하게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 다양하게
수행되는 컨설팅 사례를 수집하여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컨설팅의 현장 적
합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교육 현장의 학교컨설팅 실행을 지원하며 총괄 관리하는 운영 기관의 역할을
한다. 관리 체제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실행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적재적소에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주는 총괄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위계
적 통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역할은 각종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상 기술한
학교컨설팅 연구･사업 센터의 모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Ⅳ-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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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철영(2011)을 토대로 학교컨설팅 연구･사업 센터 모형으로 재구조화함.

[그림 Ⅳ-2] 학교컨설팅 연구･사업 센터 모형

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협정 운영 모형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번째 방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
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별도의 기관에 위탁 및 협정을 통해 운영하는 방
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가 되고, 다른 기관
은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되어 측면적 링크를 맺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시･도 교육청 산하 교원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강사진과 연수 참여자 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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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편이다. 단,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위계적 관계 형성으로 비자발적인 연
수 참여 여지가 있으므로 공모제 방식으로의 선발 등을 사전에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MOU 협정을 맺어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각 대학에서는 연수원을 운영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어 교원뿐만 아니라 교수, 일반인들도 참여가 늘
어나고 있다. 학교컨설턴트 양성을 대학을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누구이고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 편차가 크
게 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수생 선발과 이수증 수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 학교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학교컨설팅이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학교컨설턴트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
에 자연스럽게 민간 학교컨설팅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민간 학교컨설팅 기관은 수요자
의 요구에 맞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업성
을 띠어 학교컨설팅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
보다도 운영 기관 지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실하게 운영하지 못
할 시에는 연수 운영 기관의 자격을 취소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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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공공 및 민간 기관 위탁･협정 운영 모형

2.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 생활지도 정책 방안 마련,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생활지도컨설턴트 자원발굴 및 배치
방안 마련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가. 문제 해결 중심에서 학생의 성장･발달을 고려한 종합적 생활지도 정책
방안 마련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교육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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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정책을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문제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학생의 성장･발달중심의

‘종합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긍정을 통해 문제를 약화시키는 생활지도 전략
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조화, 가정･
학교･사회의 연계체제 강화, 문제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한 학생생활 지도시간 확보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나.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운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현재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주로 교육청이나 대학에서 학급운영 및 상담 차원에서 운
영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지도는 학교경영의 관점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돕는 상시적
인 프로그램으로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와 협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주요 관건이 될 수 있다(Darling-Hammond
& Sykes, 2003).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지도컨설턴트가 생활지도 인력의 전문성 향상
을 조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활지도
컨설턴트에게 생활지도 수석교사의 지위를 부여하여 역할에 알맞은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방안은 책무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내 생활지도 인력과 교외
생활지도 관련 전문 인력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제가 함께 모색된다면 효율적
인 학교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자원 발굴 및 배치 방안 마련
현행 생활지도 조직의 개편, 즉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생활지도 부서의 역할
과 직무를 분석, 재구조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생활지도전문가가 배치되어 생활지도관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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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정책을 입안하고, 교육청의 생활지도담당 장학사의 역할도 현재 순환보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체제에서 탈피, 생활지도전문가가 배치되어 일관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
적･체계적으로 생활지도정책운영과 학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에도 모
든 교사가 순환하는 형태로 2년 정도씩 근무하게 하는 내부 생활지도컨설턴트를 배치하
여 학교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지도가 계획, 실행,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자원을 발굴 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및 배치가 필요하다.
생활지도컨설턴트를 배치하는 것은 경험이 미숙한 초임교사들에게 특히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초임교사들 중 선배교사로부터 멘토링과 각종 지원을 받은 교원이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Smith & Ingersoll, 2004). [그림 Ⅳ-4]에서 볼 수 있
듯이 교사 입문 후 1년 간 지원이 전혀 없을 때 이직 예상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기본
적인 입문 지원과 협력체제, 교사 네트워크, 여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었을 때
교사는 안정적으로 학교에 정착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출처: Smith & Ingersoll(2004: 705)에서 인용.

[그림 Ⅳ-4] 초임교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교사 입문 방법 사용 후 교사의 이직 가능성

특히, 생활지도 영역은 초임교사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영역이다. 수업에서의 교수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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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생활지도의 역량은 최근 들어 더욱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박효
정 외(2010) 연구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입
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양성･배치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초임 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요약 및 결론
가.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및 확산을 통한 학교교육의 개선’을 목적으
로 시작하여 4개년간의 연구계획 하에 수행되는 연구이다. 올해 연구는 제 3차년도
(2011년) 연구로 학교컨설팅 체제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2010년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와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4차년도(2012년)에서는 선행연
구들에 이어 학교컨설팅 확산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을 하고자 한다.

▣ 총괄 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교컨설팅의 인적 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확산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세부 과제로 수행되었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는 2010년에 개발된 학교경영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교경영컨설턴트 인
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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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부 과제는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다. 이 과제는 제
2차년도(2010년)연구에서 교과외 영역 중 가장 요구가 높았던 생활지도 영역에 대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
▣ 연구의 개요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연구는 2010년에 본 연구진이 개발한 학
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고 이를 확산하여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
로그램 시범 운영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최종 모형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전문가 협의회, 양성 과정 시범 운
영,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2010년 개발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기본역량과
정(6.5시간), 전문역량과정(16.5시간), 실무역량과정(37시간)을 총 60시간으로 구성하였
으며,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로 구분하여 시범 운영하였다.
집합연수에서 기본역량과정은 학교컨설팅의 철학 및 개념,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등이며, 전문역량과정은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조직진단기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역량과정은 학교경영컨설팅 현장 실습이다. 학교컨설팅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실습연
수는 4~6명씩 팀을 이루어 실습학교에서 컨설팅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각 팀별로 메타
컨설턴트가 컨설팅 실습에 도움을 주었다.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보고회에서 컨설팅
수행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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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본 연수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목적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적절성
을 보기 위한 시범 운영이기에 집합연수에 대한 평가, 실습연수 및 전체 연수에 대한 평
가, 실습학교에서 컨설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적 측면, 프
로그램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결과를 보았다.
연수생들은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강사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하
였으며, 다른 교원들에게도 연수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추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실습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으며, 실습학교 역시 컨설팅 실습으로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한 시사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 운영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집합연수와 실습연수를 순차적
으로 진행하며 이론 습득과 실습의 선순환 과정을 추구하였다. 지식과 경험 습득의 병행
을 통해 학교경영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높인 연수가 되었다.
둘째, 학교컨설팅과 기업경영컨설팅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집합연수에서 기존의 교육
분야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업컨설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역간, 학문간 교
류를 진행하였다. 학교컨설팅의 이론과 내용을 토대로 기업컨설팅의 컨설팅 기법 노하
우가 적절히 결합되어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신선한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학교경영컨설팅의 방법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다차원적 피드백 및 평가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드백과 평가는 연수생의 전문성 향상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연수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프로
그램에 대한 피드백 및 평가를 받았으며, 실습학교의 평가를 통해 연수생들의 활동과 컨
설팅 실습 과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학교컨설팅의 학습성 원리를 구현하며 참여한 연수생들이 반성적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본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학교경영 컨설턴트로서만이 아니라 교사로
서, 그리고 학교 경영자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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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최종 모형 및 운영 방안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토대로 최종 모형과 운영 방안을 도출
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최종 모형은 기본･전문･실무역량 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60시간으로 구성한다. 기본역량 과정은 학교컨설팅과 교육 정책 관련된 내
용으로, 전문역량 과정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과 기법 관련 강좌로 구성하
며, 마지막으로 실무역량 과정은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모의실습, 현장실
습, 보고회로 구성한다. 강의 방법은 강의, 토론, 팀별 실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운영 주체는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역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각 대
학 연수원,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등이 운영의 주체가 된다. 이후 학교컨설팅 연구･사
업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다.
운영 시기는 집합 연수의 경우 방학 시작 시기인 7월 중순과 12월 말경에 실시하고,
현장 실습은 방학 기간과 학기 중 기간을 겸해 운영 한다. 연수 대상자는 교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한다. 교원인 경우는 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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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으로 선발한다.
강사진은 학교컨설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되, 컨설팅 기법 등 방법론에 관련된 사
항은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가의 노하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메타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경험 여부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실습팀당 1명씩 배정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집합연수와 실습연수의 내용과 운영에 대해 연수생이 평가하며, 실
습학교는 컨설팅 실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2)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연구개요
학교컨설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학교컨설팅은 수업컨설팅과 학교경영컨설팅
에 집중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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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영역 중 하나인 생활지도 분야로 컨설팅의 외연을 확대하였다.
도움이 필요한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였다.
따라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진
행하였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직무 및 역량 분석, 둘째, 생활지도 영역의 연수 프
로그램 분석,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넷째 생활
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원고 집필,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부산대학교의 생활지
도 및 학교상담 컨설턴트 양성 심화과정과 각 시･도교육청의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기관 차원에서 생활지도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둘째, 초등과 중등의 프로그램 구성 차이가 크지 않다.
셋째, 상담과 심리 중심의 내용이 많다.
넷째, 지식 차원의 내용이 많다. 다섯째, 학교 조직의 관점에서 혹은 교사들과의 협력
관점에서 생활지도를 다루는 내용이 많지 않다.
분석결과에 터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가 학생을 직접 생활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관
계 형성이나 학교컨설팅의 과정에 대한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내용 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차원의 기법과 방법 등 교육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내용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실습을 통해 실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넷째, 생활지도를 학생 개인이나 교사 개인 관점이 아닌 학교 조직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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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지식, 경험, 기
술 차원에 대한 중요도, 숙달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 요구 순위
를 분석하였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요구 순위를 분석한 결과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부모 및 학생 상담 기법 등 기술 차원의 내용이 지식, 경험 차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기술 차원의 각종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요구도, 필요도가 상당히 높아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를 이수한 전문가들은 일반 교원에 비해 생활지
도 내용보다는 학교컨설팅의 전반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한 요구치가 높았다.

▣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방향, 절차 및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
음과 같은 개발 방향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컨설팅의 기본 철학과 생활지도 영역의 내용이 연계되는 것을 지향한다. 둘
째,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순환적 구조를 지향한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지식을 토대로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을 함께 병행하고자 한다. 셋째,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의 접근을 지향한다. 학교 조직 차원으로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생활지도 규
칙을 마련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생활지도 방식을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견
지한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등 이론적 배경 분석을 토대로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
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요구 조사지 분석을 통해 필요도, 숙달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내용별 요구 우선 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및 영역별 요구 우선 순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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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넷째, 교육 내용 요구 우선 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들에게 주제별로 강의 목적
과 강의 요목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 프로그램의 강좌별 내용을 구
성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향과 절차를 통해 최종 개발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지식, 기
술, 경험 차원으로 구분되어 총 15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지식 차원 4개 강좌, 기술 차
원 7개 강좌, 그리고 경험 차원 4개 강좌이다.
지식 차원에서는 학생 이해,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이해, 학교컨설
팅 이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술 차원에서는 문제행동별 지도방법, 학생상담 기
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그리고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등으로 기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 차원으로는 생활지도컨설팅 학교현
장실습과 사전모의실습 등을 통해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의 경험 습득을 강조하였다.

나. 결론
본 연구는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학교경영컨설턴트 양
성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기존에 개발된 양성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과 프로
그램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역량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생활지도
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은 지식, 기술, 경험 차원의 내용 구성을 통하여 생활지도 내용과
학교컨설팅의 이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역량있는 학교경영컨설턴트를 양성하는데
매우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시･도 교육청 및 각종 연수 기관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학교경영컨설턴트는 우수한 인력으로서 계속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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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제언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컨설팅 인적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직무 및 역량 분석, 생
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분석, 그리고 교원 요구 분석을 토대로 생활지도컨설턴트로서 갖
춰야할 지식･기술･경험 차원의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충실히 구성되었다.
넷째, 엄밀한 연구 절차에 의해 개발된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춘 생활지도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
영을 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컨설팅의 인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컨설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컨설
팅 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 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학교컨설턴트를 배출한 이후 전문 인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시키
고 관리해 나가야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컨설팅에 대한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학교컨설턴트 발굴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 비교 분석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컨설팅 장학을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
의 정책컨설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업컨설팅 등에 대한 유형 및 실태 조사가 진행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컨설팅 개념의 현장 적용 상황을 분석하여 학교컨설팅 이론
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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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Establishment of School-Consulting
System(Ⅱ)
Park, Hyo-Jung (KEDI)
Shin, Chol-Kyun (KEDI)
Park, Sun-Hwan (Hayeon Counselling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Park, Ho-Keu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build ‘improvement on school education
through establishment on school consulting framework and its expansion’. This
study was carried under 4-year long planning. This year is the third year
(2011) of study to operate establishment of school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school consultant training program on field. This study will be carried out
for pilot study which was based on 2010’s study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develop guidance consultant to create humane
infrastructure and facilitate on management expansion.
1. A pilot study on development and school consultant training system

▣ The goal of study
To aim and enhance development of school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its practicality on field, a study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focused to contribute school consulting personnel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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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pilot study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Pilot study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has performed
basic training course (6.5 hrs),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16.5hrs) and
practical apprentice course (37hrs), the total of 60 hours and it was comprised
with basic and practical apprentice through partially revised previous study.
The training sessions were divided into group and practical training sessions. In
group session, basic course focused on philosophy and outline of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and good examples on school renovation were discussed. In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focused on outline of active learning, hands-on
practice, diagnose organization. Last, practical apprentice course was comprised
to train on site. The instructors were comprised with school consulting
professionals and enterprise management consultants. Practical training was
teamed up 4-6 persons in a group in training schools, each team were advised
by meta-consultant. At the interim and final report, the process and results
were presented.

▣ Evaluation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The trainees were highly satisfied with program contents formation, instructors,
program system and all agreed to say that they would recommend to other
school teachers. All agreed on the needs on practical training, training site
schools would be also benefited from school management.

▣ Suggestions from pilot study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pilot study, followings are suggested. At first, the process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programs were followed by training in an
assembly and on site-visit which was designed to provide theory and hands-on
experience. The course was consisted with knowledg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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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and enterprise management consulting
were joined. In group session, training consultants were from education related
field as well as enterprise management field and both exchanged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from all the fields. Based on the school consulting theory
and enterprise consulting know-how’s were adequately combined, so trainees
had the good opportunity and also became a chance to upgrade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Third, multi-dimensional feedbacks and evaluations
were applied to improve the system. The feedbacks and evaluations were valued
to improve trainee’s skill on professionalism and towards the program. This
training session, feedbacks and evaluations from trainee’s awareness were
obtained. Also training site was evaluated to adopt trainees’ activities and
process of training consulting program. Fourth, it provided a chance to have
self-reflection and realization from past experience. The training program
trainees, not only as the school teachers, as a school administrator, they had a
chance to reflect themselves.

▣ Final model on school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operation plan.
This study drew final model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operation plan based on pilot study. The final model is comprised of total
of 60 hours with, basic, professional and practical apprentice course. The basic
course is on school consulting and education policy, professional course is
focused on techniques and procedures while consulting, practical apprentice is
comprised with case simulation, field experience, and reports to evaluate
competence. The procedure of the course varied with lectures, debate, and
practice in teams.
The head of operation is city·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various training
centers, and regional educational support center, Korean Educational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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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training centers, Korean School Consulting Research Institute are the
main operating centers. Furthermore, in near future School consulting research
and business center will be designed and will become a managerial center for
school consultant training program. Operating periods for group training sill
resume in mid-July and late-December due to the vacation starting point, field
training will be assigned either during vacation and semester. Potential trainees
are school teacher, college professors, and researchers. For school teachers, 10
or more years of experience with first degree teaching certificate, and will be
chosen through public offerings. For trainee’s field experience, training site
school will be selected. To be a selected school, schools need to independently
volunteer through public posting. For qualification for schools, they need to
prove clarity, and approval rate of participants to the requested assignment.
Trainers will be selected and joined with school consultant professionals, and
enterprise consultants for techniques and methods on consulting. Meta-consultant
will be assigned 1-person for each training group with the qualification of
consulting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Program evaluation will be performed
by trainee from group and practical training’s contents and its operation.
Training sites will be evaluated with procedure and outcome of consulting.
2. A study on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 Research goal
Expansion on school consulting is mainly focused on instruction and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Another highly help-needed area is student guidance.
To support help-wanted teachers and schools, training competent guidance
consultant is priority. A study was designed to train guidance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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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is on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demand
To develop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guidance consultant’s
knowledge, experience, technique level, proficiency, needs were interviewed and
analyzed by the level of needed area.
Fist, the priority demands were from maladaptive behavior guidance, counseling
technique for parents and student which is technique related supports rather
than knowledge and case studies.
Second, the needs and demand was high but proficiency was relatively low.
Therefore the need of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urgent.
Third, professionals who had completed prior school consultant training
program questioned school consul ting’s overall program and methods versus
school teachers question on student guidance.

▣ Development of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First, pursue base philosophy and guidance consulting related area. Second,
circulating structure that links theory into practice should be determined. Not
only receiving knowledge, also putting the knowledge into practice. Third,
approach should be done in group rather than individual. Guidance list should
be based and outlined with accordance with school faculty by its organization.
Fourth, pursue school teacher’s accordance with professionalism and cooperation.
Development of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followed.
First, direction of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planned upon
guidance consultant’s work load, capacity and based on the theory.
Second, guidance consultant’s demand was studied to secure its feasibility on
training program. Third, the necessity, proficiency, importance were analyzed
and prioritized the demands according to the content’s area. Fourth, revised
training program through meetings with professionals reviewed and advised

｜

203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Ⅱ)

training contents and its demand. Fifth, lectures were requested to area
specialist in guidance training program were composed of its purpose and
outline. Total of 15 sessions were composed with each area, those were knowledge,
techniques and experience were joined and offered 4 sessions in knowledge, 7
sessions in techniques, and 4 sessions in experience.
In knowledge sessions, contents included understanding of students, parent-community
correlation guidance, school consulting. In technique sessions, guidance on
maladaptive behaviors, student counseling technique, parent education and its
counseling to learn how to draw problem solving and collecting comments.
Finally, experience area, emphasized to obtain practical training apprentice of
guidance consulting on field and acquired to have simulation classes.
3. Policy Suggestions and Conclusion
Policy making suggestions regarding pilot operation on school management
consulting training program and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are followed.
For operation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t first the
practical apprentice on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should
be expanded. Second, boost and establish participation of meta-consultant and
support on practical training. Third, recruiting and securing highly qualified
faculties in pool are needed. Fourth, organization of consulting team is needed
to provide professionalism to trainee.
In relation, to expand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to
set an infrastructure, first expansion of personnel infrastructure is needed
through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Second, need to
develop diagnosis problems on school organization and build schoo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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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nt training program to make better use. Third, plan direction of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program’s activity. With all these suggestions, we have
suggested ‘school consulting research, business center’s operation model, public
and commission to private organization or joined operation model.
Regarding guidance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first cumulative guidance
should be provided with the careful consideration on student’s growth and
development for problem solving. Second, operation of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and its supportive system is needed. Third, guidance consultant recruitment and
placement plan should be settled.
Followings are conclusions based on research.
First,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designed to train highly
potential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It should be operated and expanded to city․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various training centers all year long.
Second, a highly qualified consultant from training program should receive
opportunities obtaining further experiences on field, and establishing infrastructure
should be continued.
Third, guidance consultant training program is composed of knowledge･technique

･experience related issues are covered based on its task, capacity, guidance
related program, and coping with school teacher’s demand.
Fourth, training program should be operated on field to obtain guidance
consultant continuously and training program should bring up to the perfection
since it was developed precisely under careful research steps.

keywords : school consulting, system establishment, school management consultant
training, pilot operation, guidance consultant, program development

｜

205

부 록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집합 연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질문지
2.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한 연수생 의견 조사지
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한 실습학교 의견 조사지
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 조사지
5.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 결과
(차이분석)
6.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실습연수 최종보고서 요약
7.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209

경영전략-비전설정(김승일)

조직진단 기법(최운선)

학교컨설팅 현안 이해(홍창남)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장경원)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
(모의실습 3) (한은정)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
(모의실습 2) (이재덕)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
(모의실습 1) (김정현)

정책 방향과 학교컨설팅 현장 착근
과제(박수정)

학교컨설팅의 철학과 개념(진동섭)

강의명(강사명)
⑸

⑷

⑶

⑵

⑴

⑸

⑷

⑶

⑵

⑴

⑶ 보통이다

강의전달 및 방법의
효과성

⑷ 대체로 그렇다

강의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⑸ 매우 그렇다

⑸

⑷

⑶

⑵

강의결과의 유용성
(적용가능성)
⑴

⑵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⑸

⑷

⑶

⑵

전반적인 만족도
⑴

⑴ 전혀 그렇지 않다

적극적인 참여로 연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연수생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합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 표를 하거나 직접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 1]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집합’ 연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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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⑷

⑶

⑵

⑴

강의내용 및 수준의 적절성
⑸

⑷

⑶

_____예

_____아니요

⑸

⑷

⑶

⑵

강의결과의 유용성
(적용가능성)
⑴

⑵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⑸

⑷

⑶

⑵

전반적인 만족도
⑴

⑴ 전혀 그렇지 않다

※ 질문지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은 후속되는 연수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소감, 건의사항)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합한 연수 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집합연수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프로그램 외에 추가적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명(추천강사):

⑵

⑴

⑶ 보통이다

강의전달 및 방법의
효과성

⑷ 대체로 그렇다

▪이번 프로그램 중에서 강의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좌명:

학교컨설턴트의 역할 및 역량(정수현)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강진자)

마케팅 전략(강승모)

tool & technique(송인택)

강의명(강사명)

⑸ 매우 그렇다

부록

[부록 2]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한 연수생 의견 조사지
다음은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서술

문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적어 주시면 학교컨설팅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 드림 -

1. 실습시기 및 실습학교 관련
1) 이번 실습 시기는 여름방학과 개학 후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실습 시기에 대한
의견과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면?

2) 실습학교의 준비 상태는 어떠했으며, 실습학교로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실습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가?

4) 이번 실습학교는 공모 방식을 통해 ‘의뢰서 구체성’, ‘주제’, ‘지역’, ‘동의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공모방식에 대한 의견과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면?

2. 실습 팀 관련
1) 이번 실습팀 구성 시 연수생의 선호도를 1차적으로 고려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
다. 이에 대한 의견과 추가로 고려할 점을 제안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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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합연수를 포함하여 실습연수 동안 팀 구성원이 함께 활동한 시간이 많았습니
다. 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면? (예. 의사소통, 역할분담, 지역적 거리 등)

3. 실습 지원 관련 (행･재정)
1) 메타컨설턴트의 지원은 어떠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어떤 부분의 지원이
더 필요하였는가?
2) 팀별 실습 비용은 적절했는가? (팀장 수당 측면, 강사 지원 등)
3) 학교컨설팅연구실의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은?

4. 실습 시 활용 강좌
집합연수 강좌명

집합연수 강좌명

① 학교컨설팅의 철학과 개념

⑧ 액션러닝 기본 개념 및 실습

② 교육정책 방향과 학교컨설팅 현장 착근을 위한 과제

⑨ 조직진단 기법

③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1)

⑩ 경영전략-비전설정

④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2)

⑪ tool & technique (KJ method)

⑤ 학교경영컨설팅 절차에 대한 이해(모의실습 3)

⑫ 마케팅 전략

⑥ 학교컨설팅 현안 이해

⑬ 학교경영컨설팅 및 학교 혁신 사례

⑦ 학교컨설턴트의 역할 및 역량

[위의 집합연수 강좌 중에서 선택해주십시오(1~3번)]
1) 실습 연수에 가장 많이 활용한 기법은? (2강좌 이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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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 연수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강좌는? (2강좌 이내 선택)
3) 실습 연수에 별 도움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강좌는? (2강좌 이내 선택)
4) 실습이 더 잘 진행되기 위하여 집합 연수에서 추가했으면 하는 강좌나 시간 보강
이 필요한 강좌는?
5) 실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예. 집합연수 기간
중 실습학교와의 연락, 실습학교와의 워크숍, 연수생 간 워크숍 등)

5. 총괄 종합 (해당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전체 연수 프로그램 구성은 적절했는가?

① 매우 적절

② 적절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 그 이유는?

2) 연수 구성에 실습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꼭 필요

② 필요

③ 보통

④ 불필요

⑤ 매우 불필요

-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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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교원(사람)에게 이번 연수를 추천해주고 싶은가?

①예

② 아니오

- 그 이유는?

4) 이후 계속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할 생각이 있는가?

①예
- 그 이유는?

214 ｜

② 아니오

부록

5) 이번 연수의 참여 동기는 무엇이었고, 이번 연수와 실습의 경험은 본인에게 어떠
한 의미로 다가왔는가?

6. 종합적 소견(생각, 개선 의견)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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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대한 실습학교 의견 조사지
학교경영컨설팅 실습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의 협조 덕분에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완성도 높은 학교경영컨설턴
트 양성 과정을 위해 실습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면 양성 과정 및 학교컨설팅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 드림 -

※ (1~5번) 다음은 “의뢰인(의뢰 실습학교) 자기 자신”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 해주십시오.

질문내용

1

나는 컨설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는가?

2

나는 컨설턴트와의 의사소통에 능동적으로 임하였는가?

3

나는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는가?

4

컨설팅 실습학교(컨설팅 참여자)로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었는가?

5

컨설팅 실습학교(컨설팅 참여자)로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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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다음은 귀교의 경영컨설팅을 담당했던 “컨설팅팀”에 대한 평가 문항입니다.
각 문항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 해주십시오.

질문내용
1

학교의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2

진단 결과는 귀교의 상황을 잘 드러냈다고 생각하십
니까?

3

해결 방안이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컨설턴트가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최
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

컨설턴트와의 관계는 편안했습니까?

6

컨설팅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7

다른 학교에 <교육개발원 컨설팅 실습학교>를 추천
하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컨설턴트와의 만남 횟수는 적절하였습니까?
____ ① 부족했다

____ ② 적당했다

____ ③ 많았다

9. 컨설팅이 주로 여름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컨설팅 운영시기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① 방학기간이 적당하다
____ ② 학기중이 적당하다
____ ③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 시기와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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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다음은 서술식 문항입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1. 귀교에서 수행한 컨설팅 전반에 대해 좋았던 점(도움된 점)은 무엇입니까?

2. 귀교에서 수행한 컨설팅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컨설팅 실습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컨설팅 실습학교에 대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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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컨설팅 실습학교(컨설팅 참여자)로서 “행정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선생님은 컨설팅 과정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셨습니까? (해당란에 ✓표)
____ ① 교장
____ ② 교감
____ ③ 학교경영컨설팅 담당부장(주무 교사)
____ ④ 학교경영컨설팅 참여교사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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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에서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생활지도컨설
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필
요한 역량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오
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 태 완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 연구실
◦ 신철균(Tel. 02-3460-0655/ ckshin@kedi.re.kr)
◦ 김지민(Tel. 02-3460-0624/ehcnalb@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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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지식, 기술, 경험)을 알아보고자 합니
다. 각 항목별로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난에 ✓표 해주십시오.

1. 각 항목별로 생활지도컨설턴트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중요도)와 선생
님 자신이 숙달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숙달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중요도
영역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①

②

전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다

숙달도

③

④

보통
이다

중요
하다

⑤

①

②

숙달
매우
보통
되어 있지
중요하다
이다
않다

③
숙달되
어 있다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지식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
규 이해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학생 이해(아동기 발달적 특성,
부적응, 문제행동, 놀이문화)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
활지도 운영 이해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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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영역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①

②

전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
않다

③
보통
이다

숙달도
④

⑤

①

숙달
중요
매우
되어 있지
하다 중요하다
않다

②

③

보통
이다

숙달되
어 있다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컨설팅 과정 진행 방법)
학교(학급) 생활지도 진단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
렴 기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기술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학생상담 기법
(상담자 태도와 기술)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가족상담 기법 등)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문제행동별(폭력, 흡연, 인터
넷 중독 등) 지도 방법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 실습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 실습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연수생간 과정 피드백 및 경
험 공유)
컨설팅 실습 보고회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발표)
생활지도유관기관 연계체제구
축실습(청소년비행예방센타,
대안학교 등)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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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지식, 기술, 경험)에 관한 다음의 항목이 생
활지도컨설턴트 양성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교육요구)
에 대해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교육요구(필요도)
영역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학교컨설팅 철학 및 이론 이해
학교컨설턴트 윤리 및 태도 이해
학교(생활지도)컨설팅 절차 이해
생활지도 관련 교육정책 및 법규 이해
지식

국내외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 이해
학생 이해(아동기 발달적 특성, 부적응, 문제
행동, 놀이문화)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지도 운영
이해
생활지도컨설팅 운영 관리
(컨설팅 과정 진행 방법)
학교(학급) 생활지도 진단 기법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기법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법
생활지도컨설팅 수행보고서 작성 방법

기술

학생상담 기법
(상담자 태도와 기술)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기법
(가족상담 기법 등)
검사도구를 활용한 생활지도 문제해결 방법
문제행동별(폭력, 흡연, 인터넷 중독 등) 지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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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구(필요도)
영역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생활지도컨설팅 사전 모의 실습
생활지도컨설팅 학교 현장 실습

경험

생활지도컨설팅 워크숍
(연수생간 과정 피드백 및 경험 공유)
컨설팅 실습 보고회
(컨설팅 최종 보고서 발표)
생활지도 유관기관 연계체제 구축 실습
(청소년비행예방센타, 대안학교 등)

3. 위에 제시된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지식, 기술, 경험) 항목 이외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내용을 기입하고 교육요구(필요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교육요구(필요도)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추가 항목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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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부록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표를 하거나 빈 칸에 기입
하여 주십시오.

1. 직위

① 일반교사

② 부장교사

③ 교장･교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장학사(관)

2. 재직 학교급

① 초등학교

3. 재직학교 소재지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중･소 도시

④ 읍･면지역

4. 교직경력 (2011년 9월 현재)
(

)년 (

)개월

5. 학교컨설팅 경험 여부

① 교육청 또는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컨설팅에 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② 컨설턴트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교육청에서 해당업무를 기획･관리한
적이 있다.

③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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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 여부(학교경영컨설턴트, 수업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① 이수
② 비이수

7.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생활지도컨설턴트로 활동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 아니오

8. 생활지도컨설팅을 받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십시오(학교･학급 차원 등).

-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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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교육 내용 요구 분석 결과(차이분석)
<부록표 5-1> 학교컨설팅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문항내용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요도

기술

경험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숙달도

기술

경험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필요도

기술

경험

학교컨설팅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5

4.28

0.50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04

4.15

0.50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4

4.37

0.45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15

4.25

0.48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6

4.07

0.61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21

3.88

0.64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16

2.24

0.41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389

2.05

0.44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18

2.11

0.43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382

1.99

0.44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18

1.87

0.50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386

1.69

0.52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3

4.23

0.56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16

4.11

0.54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2

4.40

0.49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18

4.28

0.49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325

4.00

0.65

학교컨설턴트로
활동한 적이 없다

1426

t값

***

4.395

4.247***

***

4.997

***

7.126

4.335***

***

5.491

***

3.605

3.864***

***

4.118
3.84

0.63

*** p< .001,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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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5-2>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문항내용

학교컨설턴트 양성
과정 이수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이수

392

4.34

0.45
7.428***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요도

비이수

1338

4.13

0.51

이수

390

4.40

0.44
6.110***

기술
비이수

1349

4.24

0.47

이수

391

4.13

0.62
7.590***

경험
비이수

1356

3.85

0.64

이수

382

2.22

0.41
7.128***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숙달도

비이수

1324

2.04

0.44

이수

381

2.10

0.45
4.388***

기술
비이수

1320

1.99

0.44

이수

383

1.82

0.52
4.180***

경험
비이수

1322

1.70

0.52

이수

392

4.28

0.52
6.469***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필요도

비이수

1349

4.08

0.54

이수

394

4.44

0.45
6.434***

기술
비이수

1347

4.26

0.50

이수

394

4.09

0.63
7.645***

경험
비이수
*** p< .001,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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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값

1358

3.81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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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5-3> 생활지도컨설턴트로 활동 할 의사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문항내용

생활지도컨설턴트
활동할 의사

N

평균

표준편차

있음

994

4.25

0.46
7.038***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중요도

없음

737

4.07

0.54

있음

997

4.33

0.44
6.231***

기술
없음

742

4.19

0.50

있음

1000

4.02

0.62
8.113***

경험
없음

747

3.77

0.65

있음

977

2.11

0.43
2.833**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숙달도

없음

729

2.05

0.44

있음

975

2.03

0.45

없음

725

1.99

0.43

있음

985

1.75

0.52

기술

1.792

2.529*

경험
없음

720

1.69

0.52

있음

995

4.20

0.52
6.400***

지식

생활지도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역량 -필요도

t값

없음

745

4.03

0.56

있음

1001

4.36

0.46
6.406***

기술
없음

741

4.21

0.52

있음

1002

3.98

0.60
8.304***

경험
없음

750

3.73

0.65

*** p< .001, ** p< .01,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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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과정 실습연수 최종보고서 요약

경기도 분원 초등학교 학교경영컨설팅
2011. 9.

▣ 컨설팅의 필요성과 목적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팔당호를 마주하고 자리한 분원초등학교는 1921년 개교 이래
9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전통을 인정받는 학교이다.
한 때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폐교 위기까지 갔으나 7년 전 현재의 안
준철 교장 부임과 함께 ‘작아서 좋은 학교’라는 비전으로 새롭게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재학생의 6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와 학생 수가 증가되었다. 현재 학생 수 130
명, 교직원 수 23명의 소규모 학교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백자도요지라는 문
화적 특수성을 결합하여 전원학교,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
원금과 사업비를 적극 유치하여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 학습을 실
시하여 다른 학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컨설팅을 의뢰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소망하는 학교상 정립과 교육
공동체로서의 신뢰가 충족됨으로써 학교 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할 필요를 인식
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학교발전의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 이해된다. 학교 구성원들도 그러한 점에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내부적
으로도 반대 없이 학교장의 의사에 동의하여 학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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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의 과정
○ 컨설턴트팀에서는 1~6단계의 컨설팅 과정 중 1~4단계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내용

준비

진단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

보고서
발표

실행

종료

시기

7. 27.(수)

8. 5.(금)

8. 10.(수)

8. 24.(수)

9~11월

12월

진행

학교컨설턴트팀

의뢰학교

○ 1~4단계에서 실행한 컨설팅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시 컨설팅 과제

2011.
7.27.
(수)
10:00

8. 5.
(금)
10:00

8.10.
(수)
10:00

준비
(첫 만남
및
예비진단)

진단
(계약 및
진단활동)

내 용
사전
준비

∙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 및 학교교육과정, 교육계획서, 홍
보물 등 요청
∙ 준비물: 녹음기, 노트북, 카메라 등

활동

∙ 첫 만남 및 예비 진단
-교감, 교무 면담 및 학교 현황에 대한 안내 받기
-학교 시설, 주변 환경 둘러보기
-학교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하기
∙ 학교컨설팅 수행 계획 수립
-예비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컨설팅 계획 세우기

사전
준비

∙ 컨설팅 계획에 따라 제안서, 계약서 작성하기
∙ 면담대상자 섭외
[관리자2,교사4,직원2,학생2･학부모2(학구내1,학구외1)]
∙ 대상자별 면담 질문지 준비
∙ 준비물 : 제안서, 계약서, 면담질문지 등

활동

∙ 제안서 발표하기, 학교 컨설팅 계약하기
∙ 면담 실시
∙ 학교 홈피, 각종 자료,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한 분석을 통한
진단하기

사전
준비

∙ 학교 조직 진단을 바탕으로 실행방안 마련하기
∙ 내부협력팀 구성
∙ 팀 빌딩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

활동

∙ 해결 방안 구안 워크숍 실시 : 팀 빌딩
-해결안 도출하기(ABC분류,Pay-off Matrix,5WHY)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해결안인지 검토하기
-구체적 실행계획 세우기
-역할자 정하기
∙ 평가 시스템(성공여부, 연장여부) 마련하기

해결방안
구안

담당자
팀장
팀총무
전체

전체
팀장
"
전체
팀총무
팀장
전체
"
"
팀장
팀총무
전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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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컨설팅 과제

8.24.
(수)
10:00

보고서
발표
(해결방안
제시)

내 용
사전
준비

∙ 보고서 작성하기
∙ PPT 준비하기

활동

∙ 학교 구성원에게 진단 및 해결방안 구안에 대한 보고서 발
표하기
∙ 학교장의 의사결정 확인하기
∙ 실행에 대한 피드백 일정 정하기
∙ 향후 일정 의논하기

담당자
팀장,
팀총무
팀장
전체
"
"

▣ 컨설팅의 방법
먼저 컨설팅 범위는 컨설턴트팀에서 학교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구안･제시하고 그
실행안을 학교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방안 구안형 컨설팅으로 하였고
지역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학교 선진 문화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구안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그리고 내부 해결형 컨설팅으로 진행하여 의뢰한 학교의 구성원 참여가 중심이 되어
컨설팅의 전 과정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협력팀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 진단 분석 결과
문헌과 면담으로 진단한 결과 소규모 학교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잘 활용하여 합
리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였고 교육지표, 교육목
표, 교육중점, 교육사업에 학교장과 교사의 교육관이 뚜렷이 반영되었으며 서로 잘 연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대부분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였고 학교 교육활동에 열
의가 넘치고 적극적이나 많은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업
무의 효율적인 조정과 경감이 필요하며 학교 문화 개선과 학교 구성원 간의 보다 화합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고 분석되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학구 외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구 내, 외 학부모간의 갈등이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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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발전 방향 제언
본 컨설팅의 진단 결과와 내부협력팀과의 해결방안 구안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1. 학교 문화 개선
학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교사의 문화 개선(교육을 고민하고 대화
하는 교사 문화 정착)임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들을 다 같이 고민해 보았다. 소규모 학교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학
습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통로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합의하였고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은 다음과 같이 구상하였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길 찾기

전 교직원 대화의 시간 갖기
서로의 의견을 부드럽게 맺음 할 수 있는 중재자 선정
교직원 화합하는 행사(동아리활동, 문화활동, 친목활동)지원
교직원 휴게실 마련

2. 교사 업무 환경 개선
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생하는 많은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교사들의 직무 헌신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학생의 학업
과 관련되므로 교사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 업무의 경계 명확화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가 주어짐으로 인해 일의 진행이 느려지고 상호간 갈등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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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과 직무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를 맡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업무분장으로 업무 배정이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
거나 순번을 정하는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력해야 하는
경우는 팀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나. 인력 보충
소수의 교직원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예산 일부나 학교
발전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보조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교사의 행정적인 업무를 줄여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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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15)
▣ 의미 및 배경
일반적인 경영컨설팅의 정의에 각 우체국의 독특한 상황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컨설
팅을 추진하고자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역 및 체계
종합계획에는 우선 크게 두 가지의 추진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우정사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업 우체국의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실현 가
능한 종합솔루션 제안하는 영역, 둘째 경영성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우수사례 홍보하는 관리영역으로 추진방향을 잡았다.
2006년부터 2년간 교육원이 아닌 우정사업본부에서 현업 우체국을 대상으로 경영컨
설팅을 추진한 전례를 검토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외부기관에만 경영컨설팅을 전적
으로 맡김으로서 나타나는 컨설팅 결과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부분과 내부 전문 인력
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아쉬운 점으로 찾을 수 있었다.

15) 이 부분은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사내컨설턴트 프로그램 및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업무를 담
당하는 나기환(2011)의 원고를 인용하였다.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KEOTI, Knowledge Economy Officials
Training Institute)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교육 연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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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경영컨설팅 추진내역(‘06~‘07년)

❖개

요

- 현업관서 경영실태를 진단하고, 발전적 경영기법을 컨설팅을 통해 전수 하여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지원

❖ 추진실적
[2006년]
- 현업관서 역량강화 경영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06. 2월
- 대상관서 선정 : 05년도 경영평가 부진관서 중 체신청별 선정(10국)
- 현황실사 : 06. 3 ~ 5월
- 시범관서 컨설팅 실시 및 발표회 개최 등 : 06. 6 ~ 12월

※ 연구수행 : 한국통신정책연구원(KISDI)
[2007년]
- 현업관서 경영컨설팅 추진계획 수립 : 07. 1월
- 대상관서 선정(8국) 경영컨설팅 추진 : 07. 2 ~ 12월

※ 체신청별 희망관서 중 선정, 연구수행 : 한국통신정책연구원(KISDI)
❖ 추진성과
- 체계적 진단을 통해 관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타관서 현황, 외부 우수사례,
우정사업 상황 등에 관한 공유를 통해 조직혁신에 관한 종사원 인식 제고
- 전사적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협업필요성 공유
- 컨설팅을 통한 우체국의 능동적 혁신의지 확인 및 종사원 인식 전환

❖분

석

- 컨설팅의 추진 주체를 외부용역기관에만 의지하여 추진함으로서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
- 부진관서 중심으로 추진되어 대상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됨
- 우정사업형 경영컨설팅 툴을 제도화하지 못함으로 자체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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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경영컨설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컨설턴트 양성 및 컨설팅 참
여와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외부 컨설팅 펌
에서는 경영컨설팅의 수행과 내부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우정사업형 컨설팅 방법론 개
발을 담당하게 되었다. 현업 우체국에서는 자체 컨설팅 TF를 구성하고 컨설팅에 참여하
게 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그림 1]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주체별 역할

처음으로 고려하게 된 부분은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의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였다. 실질적으로 현장 우체국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
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 그리고 현업우체국 직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3개의 추진주
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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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2]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 체계도

▣ 컨설팅 절차와 방법
다음은 컨설팅을 어떤 절차와 방법론을 가지고 추진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일반적인
경영컨설팅 절차와 방법을 바로 우체국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결과 수준을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하
게 결정되어야할 부분이었다.
기존의 컨설팅 절차를 우정사업본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5단계의 추진방법을 적용하
도록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착수단계]

○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대상관서 선정, TFT 구성 단계
○ 프로젝트 준비 및 계획수립, 예비진단 및 현황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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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단계]

○ 우체국 경영컨설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
○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 확인
○ 우체국장 및 직원 의견수렴,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등
[계획단계]

○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제시 및 선정된 해결방안의 시행준비
○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불필요한 대안 제거, 논리적･체계적 접근방법 모색
[실행단계]

○ 경영컨설팅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심층 분석 및 원인에 대한 타당한 대안
을 선정하고 실제 구현하는 단계

○ 대안의 실현 가능성･적정성에 관한 엄격한 테스트 실시
○ 실제 실행과 계획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평가 및 피드백]

○ 경영컨설팅 수행동안 컨설턴트가 제공한 성과, 적용한 접근방법, 만들어진 변화
와 성취 결과들에 대해 공동으로 평가하는 단계

○ 최초 계획 목표와 산출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유지, 관리, 개선 계획
수립

○ 부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하여 보완조치
○ 우수사례는 전 관서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확산
○ 경영컨설팅 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착수단계
대상국 선정
및 시장 환경
분석

진단단계
⇨

문제 발굴

계획단계
⇨

해결방안제시
및 선정된
방안 시행준비

실행단계
⇨

타당한
대안 실행

평가 및 피드백
⇨

사후관리, 평가
현업적용 촉진
수정, 보완

[부록그림 3] 우체국 맞춤형 경영지원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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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의 방법론은 크게 역량분석 단계와 실행, 변화관리 단계로
구성되며 이를 다시 4개의 세분된 추진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 번째는 환경 분석(Macro Analysis)으로서 우편･금융 산업 관련 경제･사회･기술
등 거시환경 분석과 고객･경쟁자･관계자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두 번째는 역량분석
(Micro Analysis & Benchmarking)으로서 사업구조, 유형 및 무형자원, 인적자원 분석
과 해당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단
계로서 주로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정사업의 39개 역량과 7S분석 기법을 이
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비전･전략수립(Vision & Strategy Design)로서 우체국의 경영
비전과 단기･중기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략과 혁신과제를 도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실행계획 / 변화관리(Action Plan & Change Mgt.)로서
우체국의 전략･혁신과제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전략체계에 대해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공유하여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부록그림 4] 우정사업형 경영컨설팅프로세스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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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우체국 맞춤형 컨설팅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을 소개해보면 경영컨
설팅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2011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우
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추진을 위한 중기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여 도입기･성숙기･정착
기의 3단계로 단계적 추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도입기 (2011년)

성숙기 (2012년)

∙ 외부 컨설팅기관과 협업
∙ 컨설팅기법 습득
∙ 전문컨설턴트 육성(5명)

⇨

∙ 교육원 주도적 추진(외부 컨
설팅기관 일부 참여)
∙ 우체국경영센터 설치

정착기 (2013년 이후)
⇨

∙ 자주적 경영지원 수행
∙ 자체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부록그림 5]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중기계획

도입기(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선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내 우체국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010년 11월 기획협력과에
경영연구지원팀을 신설(4명)하였으며, 컨설팅 사전작업으로 전국 우체국에 대한 조직문
화진단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경영컨설팅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여 전문 컨설
팅 기관과 우체국경영컨설팅을 위한 파트너십을 추진하여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협
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연간 4개국에 대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추진과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내부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우선 전 교직원
을 대상으로 내부 경영컨설턴트 공모를 실시하였다. 1차 공모와 2차 공모 및 심사를 통
해서 10명의 정예 교수요원이 선발되어 KEOTI 경영 Support Team을 1월에 구성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외부위탁교육 및 내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시범 컨설팅 실시
를 위해 4월에 전국 우체국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시범국 선발작업을 시작하여 우체국
의 규모별 지역별로 상반기 2개국(천안, 서대구우체국), 하반기 2개국(북부산, 임실우체
국)이 선정되어 상반기는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9
월부터 11월말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2011년 최종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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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6]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도입기 추진일정

성숙기(2012년)에는 주도적 경영컨설팅 추진으로 우선 컨설팅 대상관서를 연간 6개국
이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일정부분 외부전문기관과의 일정부분 협업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 조직을 확대하여 경영연구지원팀에서 경영컨
설팅센터로 변경하고 내부컨설턴트를 보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있는 우체
국 조직의 특성상 지역에 있는 혁신 전문 인력과의 네트워킹 추진하여 컨설턴트 양성과
정을 실시하고 지역에서의 컨설팅 추진 시 협력을 받을 계획으로 경영컨설팅 학습동아
리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정착기(2013년 이후)는 우체국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자주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8국
이상의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우정사업형 경영컨설팅 방법론을 교육하기 위한 교
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지방우정청･우체국 내부 경영컨설턴트를 직접 양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서 상시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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