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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학교경 컨설 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갖추어야하는역량에 하여 문가와 비컨설턴트

의 인식을 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학교컨설 연구에 한 시사 을 도

출하고자 수행되었다.이러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문가와 비컨설턴트를 상으로 역량 요

도와역량보유도를조사하 다.연구결과,학교경 컨설턴트가갖추어야하는주요역량은‘학교경 컨설

의 배경‧개념‧원리’,‘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학교경 의 내용’,‘경청과 공감’,‘의사소통’,‘문제해

결’,‘워크와 력’,‘인 계’,‘진정성’,‘헌신’으로 분석되었다. 문가와 비컨설턴트가 인식하는 학교

경 컨설턴트역량의 요도인식에는 차이가 있었고, 비컨설턴트가 인식하는 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의

요도와 보유도는 컨설 경험을 통하여 변화를 보 다.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경 컨설턴트의 교육과

자격에 반 할 수 있고,학교경 컨설 의 ‘학습성’원리를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학교경영컨설팅 학교경영컨설턴트 역량 학습성

Abstract

Thisstudyaimstoanalyzeschoolmanagementconsultants'competencyfromtheperspective

ofprofessionalandprospectiveconsultantsandtodraw implicationsfortheircompetency

buildingandwork.Toachievethepurposeofthisstudy,animportancesurveyandaretention

surveyofschoolmanagementconsultants'competencywereperformed.Themainresultsare

asfollows:schoolmanagementconsultants'keycompetenciesareconcept,backgroundand

principle ofschoolmanagementconsulting,process and method ofschoolmanagement

consulting,contentsofschoolmanagement,listeningandempathy,communication,problem

solving,teamworkandcollaboration,interpersonalskills,authenticity,commitment.Professional

andprospectiveconsultants'perceptionofschoolmanagementconsultants'competencywere

different,andimportanceandretentionofprospectiveconsultants'competencychangedthrough

theconsultingexperience.Itissignificantthattheresultofthisstudycanbereflectedinschool

managementconsultants'trainingandqualificationandconformthe‘learning'principleofschool

management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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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학교컨설 에 한학문 ,실제 심이높아

지고 있다.학교컨설 이 2000년을 후하여 교육개

의 방법론으로 제기된 이후[1],연구자와 연구기 ,민

간단체,교육청 등에서 학교 개선과 교사 문성 개발

을 하여 수행되어 왔고,2010년부터 컨설 장학을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수업컨설 과

역별컨설 이확 되었다.최근에는자율형공립고,교

과교실제,창의경 학교 등 교육정책과 련된 컨설

이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수행되면서 학교경 컨

설 에 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학교컨설 에는컨설턴트의 문성이가장 요하게

인식되고있는바,학교컨설턴트가갖추어야할역량에

한 심이최근높아지고있다.지 까지학교컨설턴

트의역량에 한연구들이일부이루어져왔는데,최근

의연구들은 부분‘수업컨설턴트’의역량에 을두

고 있다[2][3].학교의 가장 표 인 활동이 수업이므

로이에 한컨설 수요가가장많고,수업개선은교

사의의무로인식되기 때문에 재로서는가장 우선

인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교사 뿐 아니라 학교 체의 개선을

해서는 학교의 경 과 교육활동 반에 한 컨설 이

필요하다.2010년 이후 학교경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문 인연수과정이민간단체와연구기 에서실시되

는 등학교경 컨설턴트 양성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4].학교의변화를 진하기 해서는‘학교경 컨

설턴트’의역량향상이필요하며,이들에게필요한역량

을 구체 으로 확인한다면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한 교육 로그램의 기 자료가 될 수 있고,

학교경 컨설 의질 수 제고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컨설 ,특히 학교의 경 과 련된

학교경 컨설 을수행하는컨설턴트가갖추어야하는

역량이 무엇이며, 문가와 비컨설턴트의 인식은 어

떠한지 분석하여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련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같다.첫째,학교경 컨설턴트에게필요한역량

요소는무엇인가?둘째, 문가와 비컨설턴트가인식

하는 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의 요도는 차이가 있는

가?셋째, 비컨설턴트가 인식하는 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의 요도와 보유도는 컨설 경험을 통하여 변화

가 있는가?이 연구를 통해 학교경 컨설턴트가 갖추

어야하는역량에 한구체 인정보를 문가의

에서,그리고컨설 실행을경험한 비컨설턴트의인

식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학교경 컨설 은 비교 최근에 이론 ,실제 논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컨설 분야로,교육 분야의

문 ,비 리 컨설 이다.여기에서는 학교경 컨설

턴트가갖추어야 하는역량과 문성에 한선행연구

를 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 컨설 에서 Block(1999)은 컨설턴트가 갖추어

야 할 세 가지 기술을 제안하 다[5].첫째,‘문 기술

(technicalskill)’로,컨설 역과분야에 한지식을

의미하고,의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한 지식을

갖추어야한다.둘째,‘인기술(interpersonalskill)’로,

사람들과 상호교류하기 하여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 하고 경청하고 지지를 표시하며 합리 으로 반박

하거나 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셋째,

‘컨설 기술(consultingskill)’로,컨설 의 각 단계를

능숙하게수행하는기술을뜻하고, 문기술이나 인

기술보다 우 에 있는 기술이다.

일반 컨설 에 필요한 역량에 있어서 컨설 분야에

한‘문지식’은많은연구에서기본 으로제시되고

있고,‘문제분석’,‘문제해결’,‘네트워킹’,‘의사소통’,‘코

칭과임 워먼트’,‘리더십’,‘워크’,‘윤리’등이공통

으로 제시되고 있다[6].

학교컨설 과 련된역량을살펴보면,진동섭(2003)

은 문성,인간 계능력,사명감을 학교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로 제시하 다[1].학교컨설턴트의

문성을 ‘내용 문성’과 ‘방법 문성’으로 구분

하고, 자는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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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체에 한 지식,기술,경험을,후자는 문제 해결

과정, 차,도구에 한 지식,기술,경험을 의미한다.

‘인간 계능력’은학교컨설턴트가교원이나교육행정가

등 문직 종사자들과 함께활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에 효과 으로 의사소통 하고 인간 으로신뢰

롭고 편안한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이

다. 한학교컨설 은새로운활동이기때문에필요성

에 한 인식과 열의에 비해 실행 여건이 구비되지 않

은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학교컨설 의기반을확립

하기 해서 ‘사명감’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박상완(2008)은 학교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문

자질과 능력을 컨설 내용과 분야에 한 ‘문 지

식’,컨설 원리,방법에 한 지식과 기술 등 ‘컨설

기술’,의뢰인을 포함한 사람들의 계를 형성,유지,

리하고설득하고 화할수있는‘인간 계능력’,컨설

의 과정과 인간 계의 기 가 되는 ‘신뢰와 진정

성’이라고 제시하 다[7].

박효정 등(2010)은 학교경 컨설턴트의 기본 역량을

지식,기술,경험 역으로구분하 다[8].‘지식’ 역에

는 학교경 반에 한 이해,학교조직 특성에 한

이해,학교경 컨설 학교 신사례에 한 이해가,

‘기술’ 역에는조직진단능력,양 분석능력,질 분석

능력,해결방안 도출 실행능력,조직변화 리 기법

활용 능력,조직 성과 리 기법 활용 능력이,‘경험’

역에는 학교경 컨설 실습 경험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학교경 컨설턴

트의역량은1) 문지식과내용 문성으로표 되

는 지식 측면의 역량,2)컨설 기술과 방법 문성으

로기술측면의역량,3)진정성,사명감등으로표 되

는태도측면의역량으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을 1)지식

측면의 ‘내용 문성’,2)기술 측면의 ‘방법 문성’,3)

태도측면의‘태도 문성’으로구분하고,각각하 요

소를 도출하 다.

Ⅲ. 연구 방법

1. 문헌 분석 및 전문가 예비조사

선행연구분석을통하여학교경 컨설턴트의역량을

3개 역(내용 문성,방법 문성,태도 문성)으로

구분하 고,세부 으로 15개 역량 요소를 도출하 다.

이에 하여 학교경 컨설 문가 7명을 상으로

2012년 7월에 이메일 조사를 통하여 역량 요소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문가 비조사를 통해 최종 으

로 13개 역량 요소를 선정하 다.

즉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은 지식 측면(내용 문

성)에서‘학교경 컨설 의배경‧개념‧원리’,‘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학교경 의 내용’,기술 측면(방

법 문성)에서 ‘인 계’,‘논리 사고’,‘의사소통’,

‘문제해결’,‘정보수집’,‘네트워크’,‘경청과 공감’,‘워

크와 력’,태도측면(태도 문성)에서‘헌신’,‘진정성’

으로 구분하 다.

2. 전문가의 역량 중요도 조사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요소에 하여 문가를

상으로 요도를 조사하 다. 문가는 학교컨설

을 문 으로연구하거나실행하는교수,연구자,교육

문직,교원 등 총 20명이었다.이들을 상으로 2012

년8월에직 조사와이메일조사를통하여13개역량

에 한 요도 인식을 5 척도로 조사하 다.

3.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조사

학교경 컨설턴트의역량요소에 하여 비컨설턴

트를 상으로 요도와 보유도를 조사하 다. 비컨

설턴트는 2012년에 C 학에서 운 한 학교경 컨설턴

트 양성과정 연수에 참여한 사람들로, 장 교원과 교

육 문직,교수와 연구자 등 총 46명이었다[9].

2012년7월과9월에두차례에걸쳐직 조사를통하

여5 척도로조사하 다.조사시기는연수를시작하

기 과연수를종료한후로,각각컨설 과후에해

당한다.이들은 30시간의 집합연수와 30시간이 인정된

실습연수(학교경 컨설 실행)를 이수하 는데,컨설

을통해역량에 한인식의변화,역량 요도와보

유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제고를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비컨설턴

트 조사는 문가 조사와 동일한 조사를 사용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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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상자 46명 가운데 컨설 에 44명,컨설 후

에 35명이 설문에 응답하 다.

4. 연구 과정 및 분석 방법

연구과정은다음[그림1]과같다.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에 한 요도를 문가와 비컨설턴트에게 각

각 조사하고, 비컨설턴트는 컨설 과 후에 각각

요도와 보유도를 조사하 다. 문가와 비컨설턴

트의 요도 인식의 차이와 비컨설턴트의 요도와

보유도 인식의 차이에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

하 다[10].

문헌 분석
문가 비조사

문가 조사 분석

· 선행연구 분석

· 역량 요소 도출

· 전문가 예비조사
를 통해 역량요
소 확정

· 역량 중요도 조사 · 전문가와 예비컨설
턴트의 역량 중요
도 인식 차이

· 예비컨설턴트의 역
량 중요도와 보유
도 변화

· 예비컨설턴트의 역
량 중요도와 보유
도 차이

 → 비컨설턴트 조사  →

· 역량 중요도 조사
(컨설팅 전/후)

· 역량 보유도 조사
  (컨설팅 전/후) 

그림 1. 연구 과정 및 방법 

Ⅳ. 연구 결과 

1. 전문가와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학교경 컨설턴트의역량에 하여 문가의 요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문가들은 부

분의 역량 요소를 4.0내외로 모두 요하게 인식하

다.특히 ‘학교경 컨설 의 배경‧개념‧원리’,‘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의사소통’,‘문제해결’,‘경청과

공감’,‘진정성’은 4.5이상의 단히 높은 요도를 보

다.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에 하여 컨설 실시

된 비컨설턴트의 요도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역량요소가4.0이상의 요도를보 고,특히‘의

사소통’,‘문제해결’,‘진정성’이 4.6이상의 단히 높은

요도를 보 다.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에 하여 컨설 후 실시

된 비컨설턴트의 요도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역량요소가4.0이상의 요도를보 고,‘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의사소통’,‘문제해결’,‘정보수

집’,‘네트워크’,‘경청과 공감’,‘워크와 력’,‘헌신’,

‘진정성’이 4.6이상의 단히 높은 요도를 보 다.

표 1. 전문가의 역량 중요도 인식

문항 N M SD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20 4.60 .598 3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20 4.65 .587 1

학교경영의 내용 20 4.45 .826 7

기
술

대인관계 20 4.15 .671 10

논리적 사고 20 3.90 .718 12

의사소통 20 4.60 .503 3

문제해결 20 4.50 .513 5

정보수집 20 3.95 .605 11

네트워크 20 3.75 .786 13

경청과 공감 20 4.65 .587 1

팀워크와과 협력 20 4.30 .657 8

태
도

헌신 20 4.30 .801 8

진정성 20 4.50 .761 5

표 2.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컨설팅 전)

문항 N M SD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44 4.55 .730 7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44 4.55 .697 7

학교경영의 내용 44 4.52 .590 9

기
술

대인관계 44 4.50 .731 10

논리적 사고 44 4.45 .697 11

의사소통 44 4.75 .534 2

문제해결 44 4.77 .522 1

정보수집 42 4.57 .547 5

네트워크 44 4.41 .757 12

경청과 공감 44 4.59 .622 4

팀워크와 협력 44 4.57 .625 5

태
도

헌신 44 4.39 .655 13

진정성 44 4.64 .532 3

표 3.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컨설팅 후)

문항 N M SD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35 4.46 .701 13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35 4.66 .591 9

학교경영의 내용 35 4.51 .658 12

기
술

대인관계 35 4.57 .698 10

논리적 사고 35 4.54 .657 11

의사소통 35 4.80 .473 3

문제해결 35 4.66 .591 7

정보수집 35 4.69 .583 6

네트워크 35 4.66 .591 7

경청과 공감 35 4.80 .473 3

팀워크와 협력 35 4.86 .355 1

태
도

헌신 35 4.77 .490 5

진정성 35 4.86 .3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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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예비컨설턴트 35 4.46 .701
-.766

전문가 20 4.60 .598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예비컨설턴트 35 4.66 .591
.043

전문가 20 4.65 .587

학교경영의 내용
예비컨설턴트 35 4.51 .658

.317
전문가 20 4.45 .826

기
술

대인관계
예비컨설턴트 35 4.57 .698

2.184*

전문가 20 4.15 .671

논리적 사고 
예비컨설턴트 35 4.54 .657

3.374
**

전문가 20 3.90 .718

의사소통
예비컨설턴트 35 4.80 .473

1.475
전문가 20 4.60 .503

문제해결
예비컨설턴트 35 4.66 .591

.993
전문가 20 4.50 .513

정보수집
예비컨설턴트 35 4.69 .583

4.443***

전문가 20 3.95 .605

네트워크
예비컨설턴트 35 4.66 .591

4.846
***

전문가 20 3.75 .786

경청과 공감
예비컨설턴트 35 4.80 .473

1.036
전문가 20 4.65 .587

팀워크와 협력
예비컨설턴트 35 4.86 .355

3.511**

전문가 20 4.30 .657

문가- 비컨설턴트(컨설 )- 비컨설턴트(컨

설 후)의역량 요도순 를비교하면[표4]와같다.

문가는 ‘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경청과 공감’,

‘학교경 컨설 의 개념‧배경‧원리’,‘의사소통’을 시

하고, 비컨설턴트는 컨설 에는 ‘문제해결’,‘의사

소통’,‘진정성’,‘경청과공감’을,컨설 후에는‘워크

와 력’,‘진정성’,‘의사소통’,‘경청과공감’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역량 중요도 인식 순위 비교

문항

순

문가
비컨설턴트

컨설 컨설 후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3 7 13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1 7 9

학교경영의 내용 7 9 12

기
술

대인관계 10 10 10

논리적 사고 12 11 11

의사소통 3 2 3

문제해결 5 1 7

정보수집 11 5 6

네트워크 13 12 7

경청과 공감 1 4 3

팀워크와 협력 8 5 1

태
도

헌신 8 13 5

진정성 5 3 1

2. 전문가와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차이

문가와 비컨설턴트(컨설 )의 학교경 컨설

턴트의 역량 요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와 같다. 비컨설턴트는 문가에 비하여 역량의

요도를 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논리 사고’,

‘정보수집’,‘네트워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그러나 ‘학교경 컨설 의 개념‧배경‧원리’,‘학

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경청과 공감’은 문가가

요도를 높게 인식하 다.

문가와 비컨설턴트(컨설 후)의 요도인식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비컨설턴트는

문가에비하여 역량의 요도를 부분높게인식하고

있었고,특히‘인 계’,‘정보수집’,‘네트워크’,‘워크

와 력’,‘헌신’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학교경 컨설 의개념‧배경‧원리’는 문가가

요도를 높게 인식하 다.

표 5. 전문가와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차이

      (컨설팅 전)

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예비컨설턴트 44 4.55 .730
-.292

전문가 20 4.60 .598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예비컨설턴트 44 4.55 .697
-.583

전문가 20 4.65 .587

학교경영의 내용
예비컨설턴트 44 4.52 .590

.402
전문가 20 4.45 .826

기
술

대인관계
예비컨설턴트 44 4.50 .731

1.819
전문가 20 4.15 .671

논리적 사고 
예비컨설턴트 44 4.45 .697

2.922**

전문가 20 3.90 .718

의사소통
예비컨설턴트 44 4.75 .534

1.061
전문가 20 4.60 .503

문제해결
예비컨설턴트 44 4.77 .522

1.947
전문가 20 4.50 .513

정보수집
예비컨설턴트 42 4.57 .547

4.04***

전문가 20 3.95 .605

네트워크
예비컨설턴트 44 4.41 .757

3.19**

전문가 20 3.75 .786

경청과 공감
예비컨설턴트 44 4.59 .622

-.358
전문가 20 4.65 .587

팀워크와 협력
예비컨설턴트 44 4.57 .625

1.566
전문가 20 4.30 .657

태
도

헌신
예비컨설턴트 44 4.39 .655

.456
전문가 20 4.30 .801

진정성
예비컨설턴트 44 4.64 .532

.725
전문가 20 4.50 .761

p 0.5*, p 0.01**, p 0.001***

표 6. 전문가와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차이

     (컨설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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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도

헌신
예비컨설턴트 35 4.77 .490

2.388*

전문가 20 4.30 .801

진정성
예비컨설턴트 35 4.86 .355

1.98
문가 20 4.50 .761

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컨설팅 전 44 2.98 .849
-4.671***

컨설팅 후 35 3.86 .810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컨설팅 전 44 2.73 .872
-5.941***

컨설팅 후 35 3.77 .690

학교경영의 내용
컨설팅 전 44 2.77 .859

-5.478
***

컨설팅 후 35 3.77 .731

기
술

대인관계
컨설팅 전 44 3.48 .821

-3.661***

컨설팅 후 35 4.17 .857

논리적 사고 
컨설팅 전 43 3.58 .731

-3.214**

컨설팅 후 35 4.17 .891

의사소통
컨설팅 전 44 3.68 .740

-2.553*

컨설팅 후 35 4.11 .758

문제해결
컨설팅 전 44 3.48 .762

-3.514**

컨설팅 후 35 4.06 .684

정보수집
컨설팅 전 44 3.39 .784

-3.364**

컨설팅 후 35 3.97 .747

네트워크
컨설팅 전 43 3.26 .790

-3.453**

컨설팅 후 35 3.86 .733

경청과 공감
컨설팅 전 44 3.75 .811

-3.391**

컨설팅 후 35 4.37 .808

팀워크와 협력
컨설팅 전 44 3.66 .914

-2.847**

컨설팅 후 35 4.23 .843

태
도

헌신
컨설팅 전 44 3.59 .726

-4.421***

컨설팅 후 35 4.31 .718

p 0.5*, p 0.01**, p 0.001***

이러한 역량 요도 인식 차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컨설 에는 ‘네트워크’,‘정보수집’,‘논리 사

고’,‘인 계’,‘문제해결’의 순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컨설 후에는 ‘네트워크’,‘정보수집’,‘논리

사고’,‘워크와 력’,‘헌신’의 순으로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전문가와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차이 비교

문항

비컨설턴트
(컨설 )
- 문가

비컨설턴트
(컨설 후)
- 문가

응차 순 응차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05 13 -.14 11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10 9 .01 13

학교경영의 내용 -.07 11 .06 12

기
술

대인관계 -.35 4 .42 6

논리적 사고 -.55 3 .64 3

의사소통 -.15 7 .20 8

문제해결 -.27 5 .16 9

정보수집 -.62 2 .74 2

네트워크 -.66 1 .91 1

경청과 공감 .06 12 .15 10

팀워크와 협력 -.27 5 .56 4

태
도

헌신 -.09 10 .47 5

진정성 -.14 8 .36 7

3.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변화

비컨설턴트의 컨설 과 컨설 후 학교경 컨

설턴트의 역량 요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같다. 비컨설턴트는컨설 후역량의 요도를

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특히 ‘워크와 력’,

‘헌신’,‘진정성’은통계 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그

러나 컨설 에 요도 인식이 높았던 역량은 ‘학교

경 컨설 의 배경‧개념‧원리’,‘학교경 의 내용’,‘문

제해결’이었다.

비컨설턴트의 컨설 과 컨설 후 학교경 컨

설턴트의 역량 보유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같다.모든역량요소가향상되었고,그차이는통

계 으로 유의하 다.

표 8.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 인식 변화(컨설팅 전후)

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컨설팅 전 44 4.55 .730
.544

컨설팅 후 35 4.46 .701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컨설팅 전 44 4.55 .697
-.756

컨설팅 후 35 4.66 .591

학교경영의 내용
컨설팅 전 44 4.52 .590

.060
컨설팅 후 35 4.51 .658

기
술

대인관계
컨설팅 전 44 4.50 .731

-.440
컨설팅 후 35 4.57 .698

논리적 사고 
컨설팅 전 44 4.45 .697

-.573
컨설팅 후 35 4.54 .657

의사소통
컨설팅 전 44 4.75 .534

-.435
컨설팅 후 35 4.80 .473

문제해결
컨설팅 전 44 4.77 .522

.908
컨설팅 후 35 4.66 .591

정보수집
컨설팅 전 42 4.57 .547

-.881
컨설팅 후 35 4.69 .583

네트워크
컨설팅 전 44 4.41 .757

-1.590
컨설팅 후 35 4.66 .591

경청과 공감
컨설팅 전 44 4.59 .622

-1.697
컨설팅 후 35 4.80 .473

팀워크와 협력
컨설팅 전 44 4.57 .625

-2.587*

컨설팅 후 35 4.86 .355

태
도

헌신
컨설팅 전 44 4.39 .655

-2.988**

컨설팅 후 35 4.77 .490

진정성
컨설팅 전 44 4.64 .532

-2.203*

컨설팅 후 35 4.86 .355

p 0.5*, p 0.01**, p 0.001***

표 9.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보유도 인식 변화(컨설팅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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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컨설팅 전 44 3.77 .711

-5.086***

컨설팅 후 35 4.54 .611

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중요도 35 4.46 .701
3.754**

보유도 35 3.86 .810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중요도 35 4.66 .591
6.297***

보유도 35 3.77 .690

학교경영의 내용
중요도 35 4.51 .658

4.785
**

보유도 35 3.77 .731

기
술

대인관계
중요도 35 4.57 .698

2.793*

보유도 35 4.17 .857

논리적 사고 
중요도 35 4.54 .657

2.505*

보유도 35 4.17 .891

의사소통
중요도 35 4.80 .473

4.875***

보유도 35 4.11 .758

문제해결
중요도 35 4.66 .591

4.825***

보유도 35 4.06 .684

정보수집
중요도 35 4.69 .583

4.914***

보유도 35 3.97 .747

네트워크
중요도 35 4.66 .591

5.454***

보유도 35 3.86 .733

경청과 공감
중요도 35 4.80 .473

3.112*

보유도 35 4.37 .808

팀워크와 협력
중요도 35 4.86 .355

4.605
***

보유도 35 4.23 .843

p 0.5*, p 0.01**, p 0.001***

비컨설턴트의 컨설 과 컨설 후 학교경 컨

설턴트의역량 요도변화와보유도변화정도를정리

하면 [표10]과같다.컨설 후로역량 요도에

한 인식은 ‘헌신’,‘워크와 력’,‘네트워크’,‘진정성’,

‘경청과공감’의순으로인식차이가크게나타났다.컨

설 후로 역량 보유도에 한 인식은 ‘학교경 의

내용’,‘학교경 컨설 의배경‧개념‧원리’,‘진정성’,‘헌

신’,‘인 계’의 순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10. 역량 중요도 변화와 보유도 변화의 비교

문항

요도 변화
(컨설 후)

보유도 변화
(컨설 후)

응차 순 응차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09 9 .88 3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11 7 1.04 1

학교경영의 내용 -.01 12 1.00 2

기
술

대인관계 .07 13 .69 6

논리적 사고 .09 9 .59 9

의사소통 .05 12 .43 13

문제해결 -.11 7 .58 10

정보수집 .12 6 .58 10

네트워크 .25 3 .60 8

경청과 공감 .21 5 .62 7

팀워크와 협력 .29 2 .57 12

태
도

헌신 .38 1 .73 5

진정성 .22 4 .77 4

4.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차이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에 하여 비컨설턴트의

역량 요도와 역량 보유도 차이(컨설 )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모든 역량 요소에 있어서 요

도보다보유도가낮았고,그차이는통계 으로유의하

다.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에 하여 비컨설턴트의

역량 요도와 역량 보유도 차이(컨설 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모든 역량 요소에 있어서 요

도보다보유도가낮았고,그차이는통계 으로유의하

다.

표 11.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차이

       (컨설팅 전)

문항 구분 N M SD t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중요도 44 4.55 .730
9.215***

보유도 44 2.98 .849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중요도 44 4.55 .697
10.910***

보유도 44 2.73 .872

학교경영의 내용
중요도 44 4.52 .590

10.958***

보유도 44 2.77 .859

기
술

대인관계
중요도 44 4.50 .731

6.786***

보유도 44 3.48 .821

논리적 사고 
중요도 44 4.45 .697

7.045***

보유도 43 3.58 .731

의사소통
중요도 44 4.75 .534

8.976***

보유도 44 3.68 .740

문제해결
중요도 44 4.77 .522

9.785***

보유도 44 3.48 .762

정보수집
중요도 42 4.57 .547

8.581***

보유도 44 3.39 .747

네트워크
중요도 44 4.41 .757

9.213***

보유도 43 3.26 .790

경청과 공감
중요도 44 4.59 .622

7.189***

보유도 44 3.75 .811

팀워크와 협력
중요도 44 4.57 .625

6.446***

보유도 44 3.66 .811

태
도

헌신
중요도 44 4.39 .655

5.676***

보유도 44 3.59 .726

진정성
중요도 44 4.64 .532

6.954***

보유도 44 3.77 .711

p 0.5*, p 0.01**, p 0.001***

표 12. 예비컨설턴트의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 차이

       (컨설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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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도

헌신
중요도 35 4.77 .490

4.428***

보유도 35 4.31 .718

진정성
중요도 35 4.86 .355

3.510**

보유도 35 4.54 .611

p 0.5*, p 0.01**, p 0.001***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요도와 보유도 인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컨설 에는,‘학교

경 컨설 의과정‧방법’,‘학교경 의내용’,‘학교경

컨설 의 배경‧개념‧원리’,‘문제해결’,‘정보수집’의 순

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컨설 후에는 ‘학교

경 컨설 의 과정‧방법’,‘네트워크’,‘학교경 의 내

용’,‘정보수집’,‘의사소통’의 순으로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13. 역량 중요도와 보유도 인식의 비교(중요도-보유도)

문항
컨설 컨설 후

응차 순 응차 순

지
식

학교경영컨설팅의 배경개념원리 1.57 3 .60 7

학교경영컨설팅의 과정방법 1.82 1 .89 1

학교경영의 내용 1.75 2 .74 3

기
술

대인관계 1.02 8 .40 11

논리적 사고 .87 10 .37 12

의사소통 1.07 7 .69 5

문제해결 1.29 4 .60 7

정보수집 1.18 5 .72 4

네트워크 1.15 6 .80 2

경청과 공감 .84 12 .43 10

팀워크와 협력 .91 9 .63 6

태
도

헌신 .80 13 .46 9

진정성 .87 10 .32 13

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학교경 컨설 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하여 문가와 비컨설턴트

의인식을 심으로분석함으로써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강화와학교컨설 연구에 련된 시사 을도출

하고자 수행되었다.주요 연구결과에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경 컨설턴트에게필요한 역량은 지식,기

술,태도 역의 13개 요소로 분석되었다.선행연구와

문가 비조사를통해도출된역량요소를 문가조

사를실시한결과,모두4.0내외의 요도를보 다.따

라서 이연구에서 제시한 13개 요소는 학교경 컨설턴

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식 역에서 ‘학교경 컨설 의 배경‧개념‧

원리’,‘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학교경 의 내

용’,기술 역에서 ‘인 계’,‘의사소통’,‘문제해결’,

‘경청과 공감’,‘워크와 력’,태도 역에서 ‘헌신’,

‘진정성’등 10개 역량 요소는 문가와 비컨설턴트

모두 4.0이상으로 요도를 응답하여 학교경 컨설턴

트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확인되었다.

지식
(내용 문성)

기술
(방법 문성)

태도
(태도 문성)

‧학교경 컨설 의
배경‧개념‧원리
‧학교경 컨설 의
과정‧방법
‧학교경 의 내용

‧경청과 공감
‧의사소통
‧문제해결
‧ 워크와 력
‧ 인 계

‧진정성
‧헌신

그림 2. 학교경영컨설턴트의 핵심 역량  

이 밖에 ‘논리 사고’,‘정보수집’,‘네트워크’는 ‘문제

해결’에포함되거나다른요소들에비하여 요성이상

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비컨설턴트들은

이를모두 요하게인식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학교경 컨설 은 새로운 컨설 분야이며 학교

장에서다소생소한 역이기때문에,‘학교경 ’뿐아

니라‘학교경 컨설 ’에 한이해와지식이필요하다.

학교경 컨설턴트로 활동할 부분의 인력이 교원

문가이기 때문에 학교경 컨설 에 한 문 이해

는 단히 요하다. 한 일반 컨설 환경과 비교할

때,학교조직은 문가로구성되고비교 안정 인상

황이기때문에‘경청과공감’,‘의사소통’과같은소통

련역량을통해의뢰인의 극성을유도하는것이필요

하며,‘워크와 력’은 부분의학교경 컨설 이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 으로 요하다.

둘째, 문가와 비컨설턴트가 인식하는 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의 요도는 차이가 있었다. 비컨설턴

트는 문가에비하여역량의 요도를 부분높게인

식하고 있었는데,컨설 경험이 없는 경우 부분의

역량을 요하게인지하는경향이있다고해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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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요소가운데 문가는‘학교경 컨설 의과정‧

방법’, 비컨설턴트는 컨설 에는 ‘문제해결’,컨설

후에는‘진정성’을가장우선 인 요도를보고하

다. 문가들이 컨설 의 과정과 방법에 한 지식을

시하는 것은 컨설 의 단계별 진행과 컨설 상황에

맞게활용하는 각종방법에 한 지식이 컨설턴트에게

필수 이라는 인식을보여 다. 비 컨설턴트의 경우,

컨설 을경험하기 에는‘문제해결’을 시한다는것

은 컨설 을곧 문제해결과동일시하는 일반 인사고

를 반 한다.그러나 컨설 을 경험한 후에는 ‘진정성’

을가장 시하는것은의뢰인에게신뢰감을주는컨설

턴트의 태도와 자질이 학교경 컨설 의 성공 요인임

을체득했다고볼수있다.일반컨설 에서도‘진정성’

이고객참여를유도하는컨설 의주요성공요인임이

강조되고 있다[5]. 한 컨설 을 ‘문제해결’그 자체가

아니라의뢰학교의‘문제해결을지원하는’활동으로보

는 변화를 보여 다.

셋째, 비컨설턴트가 인식하는 학교경 컨설턴트

역량의 요도와 보유도는컨설 경험을통하여변화

를보 다.역량 요도의경우, 비컨설턴트는컨설

을 경험한 후 부분의 역량 요도를 높게 인식하

고,‘학교경 컨설 의배경‧개념‧원리’,‘학교경 의내

용’,‘문제해결’은 컨설 보다 요도 인식이 낮아졌

다.컨설 을통해기술과태도측면의역량에 한

요도를 더욱 실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량 보유도의 경우, 비컨설턴트는 컨설 을 경험

한 후 모든 역량의 보유도를 높게 인식하 다.이것은

컨설 이역량강화의기회가되었음을보여 다.특히

지식 측면의 역량 보유도가 크게 높아졌고,특히 ‘학교

경 의 내용’보유도가 높아진 은 학교경 컨설 이

학교경 을내용 으로 학습하는기회도될 수 있음을

보여 다.컨설 을 경험한 후,‘진정성’의 요도와 보

유도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볼 때,학교경 컨설

이 태도와 련된 역량을 효과 으로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 다.

이 연구가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학교경

컨설 연구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이연구에서제시한역량요소는학교경 컨설턴트

의 양성과 교육에 있어서 요한 요소로 반 할 수 있

고,학교경 컨설턴트의 자격제도나 인증제도를 만들

경우기 으로활용할수있다.학교경 컨설턴트가보

유해야 하는 핵심 역량을 효과 으로 기를 수 있는 교

육과 훈련 로그램을구안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한 최근 많은 교육청에서 컨설

장학과 교육정책 컨설 을 실시하고 있는데,학교경

컨설턴트를선정하고인력풀을구성하는데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 학교경 컨설 의 실제 경험이 학교경 의 내

용 지식을 키우고,학교경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

화하는 학습기회가 된다는 에서 학교컨설 의 원리

‘학습성’의원리[11][12]를재확인할수있다.학교경

컨설 을통해학교경 역량을제고할수있다는것

은학교경 자의역량강화에 요한의미를가지는데,

기존의 연수방법 외에도 학교경 컨설 이 교원 문

성개발(학교경 분야)에 요한방법이될수있음을

시사한다.교장과 교감 등 학교경 자가 학교경 컨설

턴트 교육을 받은 후 학교경 컨설 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학교경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문가와 비컨설턴트의 인식을 심으

로 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하 다.

그러나 역량의 인식 수 과 차이에 을 두었고,역

량인식에 향을미치는변인을고려하지못했다는한

계가 있다.추후 컨설턴트 외에도 컨설티,컨설 리

자 등 컨설 과 련된집단을 상으로 학교경 컨설

턴트의 역량 조사와 분석,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에

기반한구체 인학교경 컨설턴트교육 로그램의개

발 연구가 필요하며,학교경 컨설턴트의 역량에 향

을미치는다양한변인에 한연구도이루어질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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