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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제주지역 등교사의

수석교사제 운 에 한 인식

김 민 정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교육학 공

지도교수 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석교사 시범운 황을 알아보고,수석교사제

운 과 법제화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효율 인 수석교사제

의 실시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실태에 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련된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심으로 문

헌을 고찰하여 이론 기 를 정립하고,수석교사 시범 황과 법제화 방안을 조

사하 다. 한 조사연구에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 법제화 방안에 한 교

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하여 질문지를 선행연구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지

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여 사용하 다.조사 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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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500부를 배포하 다.배포된 질문지 가운데 467부(93.4%)가 회수되었

으며,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것이나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단된 14부를 제

외한 453부(90.6%)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수집된 자료

는 SPSS/Win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에 따라 빈도와 비율,평균,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교차분석,분산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해석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과 련하여 경력 교사나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

이 없는 교사들인 경우에는 수석교사제에 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홍보 연수의 부족,교사들의 무 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따

라서 수석교사제와 련된 홍보와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수석교사제의 도입에 따른 향에 해서는 교수․학습풍토 조성,교사

의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한다,교단 교사로서의 지를 높인다고 하여 수석교사

제 실시에 한 정 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승진 과열

상을 완화한다는 내용에 해서는 부정 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 조사에서는 지원자격,교장․교

감 자격취득 불허 등에서는 법제화된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법제

화 방안에 규정된 주당 수업 시수,연구활동 지원비에 한 교사들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어 법제화에서 보다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우선 수석교사

제에 한 홍보를 통하여 교직사회의 심을 제고하고,충분한 교원확충 산

을 확보해야만 한다. 한 수석교사를 포함한 승진체계 교수직체계에에 한

후속 입법과 수석교사의 역할에 한 규정이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주요어 :수석교사제,교원자격제도,교원 문성,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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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

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 의 자기 성취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이에 교육의 경쟁력,교육의

질 향상에 한 사회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목표가 개되고,학생의 성장과 직

으로 연결되는 우수 교원에 해 심이 집 되고 있다.학교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질이 요하고 교사는 문성을 갖추는 것이

요하다.

문성의 사 정의를 알아보면 ‘특정 분야에 한 연구와 실천으로 깊이 있

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것’이란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따라서 문성

을 갖춘 교사는 교과내용에 한 지식과 함께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에도 정통해

야 하며,개별학생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학생들에게 합한 교육내용의 선정과 교육내용에 따른 다양

한 교수법을 구사해야 하고 학생에 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

야 한다.이러한 교직의 문성을 확립하기 해서 조직의 편제와 운 을 교직의

고유한 직무를 발휘해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교사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뿐만 아니라 문직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지속 인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한

다(이윤식 외,2007).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원자격․승진체계는 2 정교사-1 정교사-교감-교장으

로 이어지는 교사직과 리직이 통합되어 있어,평교사로 하여 교직 생애의 목

표를 리직인 교장․교감에 두도록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2 정교사가 교장으

로 승진하기 해서는 자격기 을 맞추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

라 다수의 평교사에서 소수의 교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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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지나친 경쟁은 교사의 본분인 교수활동 즉 문성 신장에는 등한시한 채 승

진 수를 따기 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한 교수활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일단 승진을 하고 나면 리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승진

이 교수직에서 리직으로의 환을 의미하므로 교수활동의 문성을 신장시키

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

한 많은 교사들은 교감,교장으로의 승진을 해 학원 진학,연수활동 참가,

도서벽지 근무 등을 감수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승진의 기회가 제

한되어 있다.따라서 그들은 정년때까지 교잠,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사회

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승진에만 심을 쏟게 되고,학생들의 교

육보다는 근무평정 수 확보에만 신경을 써 동료 교사들과 지나친 경쟁을 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황석근,2000:47～49).

수석교사제는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고 가르치는 일에 념하는 교사가 우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해 논의되어 온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수석교사제

는 미국,일본, 국 등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에 있는 제도로서,교

단교사를 우 하고 리직 우 의 교직 풍토를 개선하기 하여 최고의 문성을

가진 교사에게 일정한 기 과 연수 과정을 거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에 한 논의는 1980년 부터 시작되어

련법 개정,재정 부족 등의 문제로 시행을 미 왔다가 2007년 9월에 시범 도입되

어 2011년 재 4차 시범운 이 이루어지고 있고,2011년 6월 29일 법제화되어 시

행되기에 이르 다.

수석교사 시범학교 교원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석교사로 인해 동료

교사의 수업능력지원 등 문성 향상이 기 된다’고 75%가 답했고,‘수석교사로

인해 문성 향상에 자극을 받았다고’고 54.9%가 응답하는 등 정 효과가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2008.1.27).

이처럼 수석교사제는 재의 교장․교감의 학교 리직 우 풍토를 교단 교사

심으로 환하고자 한다는 에서 교직 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평생 교단에 남아서 끊임없이 연구와 자기 개발을 통해 교수 활동

의 문성을 신장하기 한 교사들의 자극제가 되고,승진 과열 상을 완화하며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정착되기 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교사들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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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석교사 시범운 황을 알아보고,수석교

사제 운 과 법제화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효율 인 수석교

사제의 실시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

제를 설정하 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실태에 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연구 방법

앞에서 제시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방법은 문

헌 연구와 인식 조사로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문헌 연구

수석교사제와 련된 논의와 추진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언했던 주요 연구 정책보고서를 연도별로 살펴보았

다.지 까지 수석교사제가 어떻게 시범운 되었는지 황을 알아보기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범운 계획서 보도자료,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시범운

계획서,수석교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았다.그리고 수석교사제가 법제

화됨에 따라 수정된 법률을 비교하여 보았다.

나.인식 조사

수석교사제 시범운 법제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탐색하기 해서 선행

연구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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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내용은 수석교사제 시범운 에 한 인식,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3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별

문항 내용 문항수를 정리하면 <표 Ⅰ-1>과 같다.

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수석교사제 시범운

에 한 인식

시범운 에 한 이해 1 1

시범운 의 효과 1 2

시범운 의 문제 1 3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

교수․학습 풍토 조성에 기여 1 4

교사의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 1 5

교단 교사로서의 지 향상 1 6

승진과열 상 완화 1 7

상 자로서의 지도 부담 1 8

교감과 업무 분장 상의 갈등 1 9

교사와의 갈등 1 10

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

자질 1 11

지원자격 1 12

역할 1 13

재임기간 1 14

교장․교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1 15

주당 수업시수 1 16

연구활동 지원비 1 17

수석교사제 면 시행시 해결 과제 1 18

<표 Ⅰ-1>설문지 문항 구성 내용

연구 방법과 련한 연구틀은 [그림 Ⅰ-1]과 같다.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기 정립

설문지 구안

수석교사제 운

법제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효율 인

수석교사제 운

방안의 탐색

시범운

황 조사

수석교사제

련 법률

조사

[그림 Ⅰ-1]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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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사 상

본 연구를 한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로 수

석교사제 시범 운 법제화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해 무선 표집

을 통하여 학교를 선정하여 선정된 학교의 교사들의 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

시하 다.500부를 배포하여 467부가 회수되었으며,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것이나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단된 14부를 제외한 453부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설문지 배부 회수율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설문지 배부 회수율

상 배부 회수(회수율) 유효 자료 수(비율)

교사 500 467(93.4) 453(90.6)

단 :명(%)

본 연구에서 표집된 연구 상자의 배경변인별 구성비율은 <표 Ⅰ-3>과 같다.

<표 Ⅰ-3>연구 상의 배경변인별 구성

배경변인 하 배경변인 빈도 구성비

근무지역

제주시 지역 244 53.9

서귀포시 지역 150 33.1

기타 읍․면 지역 59 13.0

성별
남 106 23.4

여 347 76.6

교직경력

만 5년 미만 101 22.3

5년 이상～10년 미만 122 26.9

10년 이상～20년 미만 152 33.6

20년 이상 78 17.2

자격 지

2 정교사 66 14.6

1 정교사(일반교사) 331 73.1

1 정교사(부장교사) 56 12.4

수석교사와

근무 유무

있음 172 38.0

없음 281 62.0

학교 규모

17학 이하 132 29.1

18학 ～35학 157 34.7

36학 이상 16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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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문지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은 모두 유의수 p<.05,p<.01,

p<.001에서 검증하 으며,통계처리는 SPSS/Win18.0 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 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에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교차분석으

로 각 문항마다 집단 사이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변인별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X2(Chi-square)검정을 실시하 다.

둘째,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에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일

원변량분석(oneway-anova)를 실시하 다.

셋째,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하여 교차분

석으로 각 문항마다 집단 사이의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고,변인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X
2
(Chi-square)검정을 실시하 다.

4.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는다.

첫째,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하는 지역 인

제한 을 갖는다.

둘째,본 연구는 등교원과 등학교내에서의 수석교사제도에 한 내용만을

조사 연구 하 기에 등교원에게까지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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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수석교사제의 개

1.수석교사의 개념 역할

가.수석교사의 개념

수석교사에 한 논의는 1980년 부터 이루어졌으나 수석교사의 자격,역할

등에 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의 개념에 해 그동안

논의되고 연구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윤식(1999)은 장인제도에서 유래한 수석교사제가 의 학교에 도입

되어 일반화된 것을 1950～1960년 로 보았다.이때는 수석교사제라기보다는

교사의 직무분화와 교사의 경력단계화의 용어가 더 일반 으로 사용되었다. 국

등교장 의회의 후원 아래 교사의 직제 연구와 동교수법(team teaching)

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분화는 국 으로 확산되었으며,교수 능력에

따라 교사의 직무를 분화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

었다. 교사의 직무를 분화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를 수석교사(master

teacher),정교사(regularteacher),학생교사(studentteacher),교사조원

(teacheratrisk)으로 구분하 다.여기서 수석교사는 선임으로서 직무를 책임

지고 지도하여 감독할 수 있는 교사를 말한다.

최 렬(1999)은 도제제도에서 수석교사의 어원을 찾았는데 수석교사는 문

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생이나 임교사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로 정의하 다.

김용조(2008)는 수석교사는 리직이 아닌 교단교사로서 최고의 문성을 인

정받는 단계의 교사이며, 문직으로서 엄격한 과정을 통해 임용되고,학생 지도

에 있어서 문 지식과 교수방법이 탁월하며,각 학교장의 수 에 하는 보

수와 권리가 주어지는 최고의 교사라고 규정하 다.

‘교직발 종합방안(시안)’에 나타난 수석교사는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에서 교과교육 는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 문성이 높은 자를 자격연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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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석교사로 임명하고,이들에게 직무 수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

안을 수석교사제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석교사의 개념은 에 따라 정의를 조 씩 달리하고 있으나

종합해 보면 수석교사는 교수직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문 자격을 소

지한 자로서 교육 경험과 문 지식,교수 방법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교생,

임교사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정신 ,교육 으로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라는 것이다. 한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 되고,

리직 우 의 교직 풍토를 개선하기 하여 문성을 가진 교사에게 일정한 기

과 연수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는 교수․학습의 진자로서 그 역할이 리자인 교장․교감과는 여

러 면에서 구분되어진다. ․ 등교육법 제20조를 보면 교장,교감,수석교사에

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무를 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이를 보면 교장은 학교 업무 체를 리․감독하며,교감 역시 교장을 보좌하

면서 학교업무에 여하고 있는 반면,수석교사는 수업과 장학에 련된 제한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철,2007:83). 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종

합하여 보면 수석교사는 교과 수업에 한 문성을 바탕으로 교내 장학에

한 권한과 책임,학생지도,연구수업의 시범 보 ,새로운 수업 기술 방법

과 자료의 개발, 장연구와 교내연수 주도,학교와 지역 수 의 교육과정의 개

발,학교교육 로그램 평가,교원 연수기 의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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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석교사제의 추진 과정

가.수석교사제의 도입 배경

수석교사제는 행 교원자격체제의 문제 을 개선하여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 되고 그 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수업 문성을 가

진 교사가 우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행 교원자격체제는 2 정교사 → 1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직 분

화도가 낮은 단성형 구조로 되어 있다.가르치는 일의 교수직(2 정교사→1

정교사)과 학교를 경 하는 리직(교감→교장)으로 혼합되어 일원화 되어 교사

의 궁극 인 목 과 목표가 경 , 리 활동을 담당하는 교감,교장이 되도록 제

도 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리직 심으로 운 됨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문성을 가지고 헌신하

고자 하는 교원들의 진출 경로 부재로 장의 교사들이 수업보다는 승진에 심

을 가지게 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지 아니한 교사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

주되기 쉬우며,이러한 풍조로 인해 근무의욕과 사기가 크게 하되고 있는 상황

이다.따라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생각하

고 지를 가지고 교수 활동에 념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체제를 리직과 교수

직으로 이원화하여 교수직의 최고 자리인 수석교사에게 리직에 상응하는 처우

를 함으로써 교단교사로서의 교직 문성을 심화시키고 발 시킬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요구되었다. 리직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의 문

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가를 마련하고 교직사회에 학습조직화를 진하고자 하

는 것이다.

나.수석교사제의 추진과정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서 교원 자

격을 세분화하는 방안으로 선임․수석교사제를 신설할 것을 제시하 다.1993년

하반기,19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에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 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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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교육부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한 련 법률 입법 고(‘95년 9월),소

요 산의 정부 반 (’97년)등을 추진하 으나 당시 재정경제원의 반 로 좌 되

었다.그러다가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부에서의 정책 토론 시도교육

청 계자회의 문가(KEID,교육정책심의회 등)와 장교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직발 종합방안’(이하 ‘교종안’)시안을 마련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을 10 핵심 추진 과제 속에 포함시켰다.

이후 2000.2월에 교육부에서 교종안추진 의회를 구성하여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에서는 교종안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사안별 공청

회 문가 토론회, 산망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과제별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수석교사제 도입이 포함됨 최종 교종안을 발표하여 활발한 논의를 개하 다.

그러나 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교조”)의 반 , 산부족 문제 등으로 정책

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후 재검토 과제로 분류되어 보류되었다(배경남,

2009:12～13).

2006년 8월 교육 신 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2007년 9

월 시범도입을 발표했으나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비 과정을 거친 다음,시범운

1차(2008.03～2009.02)로 국에서 172명의 수석교사를 선발․운 하

고,2차(2009.03～2010.02)에는 295명으로,3차(2010.03～2011.2)에는

333명,4차 2011년(2011.03～2012.02)에는 765명으로 확 운 하고 있다.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련법(교육공무원법, ․

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25일 공포되었고,10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3.외국의 수석교사제 운 사례

각 나라마다 교사들의 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여러 가

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김혜숙 외(2007)은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싱가포르, 국이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가

장 근 한 사례라고 하 다.따라서 미국,싱가포르, 국의 사례를 심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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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가.미국의 수석교사제 운 사례

미국의 경우 주정부별 교육정책 결정권이 분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시행되는 교원정책의 다양하다.한국의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교원정책으로는 아

리조나 주 키 네지역구의 수석교사(mentor),로스엔젤 스 통합교육구의 수석

교사(supportprovider)등에서 차별화되어 운 되고 있다.미국의 수석교사제

는 교사 직무분화와 교사경력 다양화의 맥락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리직으로 진

출하기 보다는 교사의 경력개발을 한 안 인 경로를 제공하여 교직의 문성

을 제고하기 한 방안으로 도입한 교원정책이다.

1)아리조나 주 키 네지역구의 수석교사(Mentor)

아리조나주 키 네 지역구는 교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을 토 로 자격을 5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수석교사는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실제 Mentorteacher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경력을 필요로

하며 교사자격체제 문 3단계나 4단계에 있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한다.수

석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과 우수한 교수방법을 보 하고 시험 특별 로그램

의 실행을 주 하고 책임지게 된다.

한 교육과정과 교수 역에서 교사들을 지원하고 성공 인 교수와 학습 리

역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주거나 워크 을 지원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선임

교사 제도(BuddyTeacher)제도도 운 하고 있는데,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학

교생활 반에 이르기까지 신규교사를 지원한다.

우는 자격과 성과 을 연계하여 운 하며,성과 지 상황은 교원사기를 고

려하여 비공개하고 있다.특히,동료교수의 경험 등 집단 노력에 해서는 보

상을 하며,수석교사나 선임교사의 경우 추가선택수당의 형태로 지 된(김재철,

2007:34～35)

2)로스앤젤리스 통합교육구의 수석교사(SupportProvider)

수석교사는 좋은 평 을 가진 정규직 교사라면 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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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가 각각의 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자들을 인터뷰하

고 수업을 찰하게 된다(김혜숙 외,2007:146)

수석교사의 역할은 수업참 과 시범수업 도움,신임교사들의 교실운 방법,학

생들의 동기부여,수업계획을 도움,SP교육참가,SP활동 일지 작성, 상 교

사 1인당 2시간씩 지원 등이다.자격은 세부 교과 지식,교실 수업과 교육과정,

교직 기 에 한 지식,교실 운 과 조직 등에 문성을 지녀야 한다.

수석교사의 선발과정에서 지역 행정가는 교사가 수석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를 검토하고,선발 원회는 지원서와 서류들을 학교 체에 게시한다.지원자들

의 자격 요건이 부합되는지 지원서를 평가하고 신임 교사들이 지도할 학년과 과

목 등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한 수석교사가 지원해야 하는 상자인 신임

교사들을 찰할 일정을 계획하고 선발 원회는 자격이 있는 모든 수석교사를 선

발하여 최 한 2명의 교사들과 짝을 이루게 한다.한 학기에 한 명의 신임교원

(일주일에 2시간씩)지원할 경우 수당이 지 되며,한 학기에 2명의 신임교원을

지원할 수 있다.직 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격이 유지되고

1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이 유지 가능하다.

나.싱가포르의 수석교사제 운 사례

싱가포르는 선임교사(Seniorteacher)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미래의 국

가 교육력 제고와 교직 문성 향상을 해 2001년 1월에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교직 문성 향상과 경력 계획(EducationServiceProfessionalDevelopment

andCareerPlan)'을 발표하 다.이 계획에서는 교직의 새로운 경력구조 방안

교수직(Teachingtrack)의 최고직으로 수석교사(Masterteacher)가 새롭

게 도입되었다.

1)선임교사(Seniorteacher)제도

선임교사는 학교 내에서 은 교사들에게 멘토와 역할 모델이 되는 경험이 많

은 훌륭한 교사이며,교수 문성과 교과과정을 수한다. 한 선임교사는 교수

법 뿐만 아니라 학생지도 학습 면에서 문성을 가진 역할 모델이 된다.

선임교사의 역할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좋은 유 계를 유지하도록 하며,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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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교과 로그램 소개,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인성계발,수습교사와

신임교사를 지도한다.일반 으로 등학교는 1개교당 11명까지 선임교사를 둘

수 있으며, 등학교는 1개 학교당 9명까지 둘 수 있다.학교당 최 40%까지

선임교사를 둘 수 있다.

2)수석교사(Masterteacher)제도

싱가포르의 수석교사는 학교 단 가 아닌 학교군 단 에서 시행되며,숙련된

문가들의 우수한 교수법이나 시범 수업을 통하여 교수법의 수월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수석교사의 역할은 단 교실이나 학교를 넘어서 학교군 내에 있는

다른 교사들의 교수 방법에까지 도움을 주며,모범 인 역할 모델이 된다.수석

교사는 교수직의 최고직이며,교수법에 탁월하고,교과지식의 문가이다(김혜숙

외,2007).

수석교사는 문성 신장을 해 부단히 노력하며 다른 교사들과 자신의 문성

을 공유하고 스스로 연구를 통해 지속 으로 학습한다.수석교사의 주된 역할은

담당 학교군내의 교사들에게 교수방법을 지원하고 교수법과 모델수업을 시범하

고 교수방법이나 학생들의 인격개발 교과 역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

다. 국의 수석교사제 운 사례

국은 1998년 ‘교수활동 고등교육법(TeachinfandHigherEducation

Actof1998)’이후 교원 분야에서 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을 단행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 하고 있다.

국 제도의 명칭은 ‘AdvancedSkillsTeacher(AST)’인데 우리나라에서 논

의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취지,역할,인원 규모 등에서 가장 유사하다.2006년

9월에 도입된 ‘ExcellentTeacher(ET)’는 AST와 유사하면서 약간의 차이 도

있다.(김희규 외,2007:70)

1)AdvancedSkillsTeacher제도

AST는 높은 수 의 교수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교수․학습 기술을 다른 교사

들과 공유하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보수를 받은 우수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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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의 역할은 학교내에서 교수활동 지도력을 발휘하고,인근 학교와 연합하

여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 인 임무로는 다른 교사들

과 학 운 ․수업방법 등에 한 력,교육학 연구에 근거한 우수사례 보

,높은 수 의 교수자료 제작,교사의 직 문성 개발에 해 조언,곤란을

겪는 교사 지원,신규교사 멘토링 수행,외부 기 에 견되어 근무 등이 있다.

AST에 한 평가는 도입 기 5년마다 문심사기 에 재평가하도록 계획되었

으나 국의 체 학교에 한 1년 단 성과 리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면서

AST도 1년 단 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근무시간의 20%를 외부에 나가 활동하

도록 되어 있으며,지속 으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과 학교운

원회가 능력 재검증 후에 문제가 있다고 단되면 처음에는 종신고용으로 계

약을 맺었더라고 직 를 해고할 수 있다.

2)ExcellentTeacher제도

ET는 AST와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평교사와 AST직 의 간에

치한다.교원단체가 AST의 기 이 무 높고 상자가 많지 않은 을 감안하

여 보다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안하여 이들과의 단체 약의 결

과로 2006년 9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김혜숙 외,2007)

ET는 단 학교에서 학교운 원회 등과 의하여 임용하나 국가수 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AST와는 다르게 외부기 에 견되어 근무하는 일은 없다.

역할은 체 으로 다른 교사에 한 문 멘토링,신규교사 안내 정착 지도,

시범 수업을 통한 우수 수업사례 공유,다른 교사 지원 등이 있다.

라.외국 사례의 시사

수석교사제 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

씩 다르지만,교사의 문성 신장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공통

이 있다.외국 사례로부터 시사 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가마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 목 은 교사자격체제를 다단계화하고 교

사의 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하 다.그리고 수석교사의 가장 요한 역할은 신

임교사에 한 교육이나 교수․학습 지원과 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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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석교사제가 단순한 승진체계상의 한 유형이 아니라 교수․학습 문가로

서의 교사의 문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교단교사로서 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는

데 있으며,수석교사제의 취지와 목 효과에 한 범 한 공감 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학교교육의 수월성을 증 하고자 할 때 교단 교사의 역할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재의 학교교육은 교사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인 수업지도의 수월성을

높이고 이를 지원해야 하는 교장․교감의 장학활동이 행정업무에 려 소홀해 지

고 있다.따라서 교단 교사의 문성과 수월성을 높이기 해 수업지도성이 우수

한 교사가 교육지도성을 발휘하는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수석교사 임용시 경력외에 면담,포트폴리오,수업자료,학 등 다양한

형요소를 심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석교사 질 리를 해 객 인 평가

기 을 마련하여 선발․재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수석교사 선발과

임용을 한 평가가 객 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심사 기 에 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선행 연구 고찰

수석교사제에 한 선행연구로 학술논문과 학 논문을 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수석교사제 도입에 한 연구로는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종렬(2000),황 성(2002),노종희(2003),이윤식(2006)등의 연구가 있

다.이들 연구에서는 수석교사제가 행 리직 우 의 교직 풍토를 바꾸어 나갈

수 있고 ‘가르치는 일’자체에 보람과 지를 높이기 한 요한 제도 장치라

고 했다. 한 수석교사제가 문직 종사자로서의 교사 상을 새롭게 추구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 다.

수석교사제의 합리 인 도입 방안에 한 연구로는 이세형(2004),김혜

(2002),노종희(2006)등이 있으며,교원의 의견을 극 으로 수렴․반 하는

등 장기 인 심과 철 한 비과정을 통해 수석교사제가 교원의 자질과 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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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수석교사는 교내 수업장학을 주로 하되

교감과 같은 수 의 권한과 우를 해주어야 승진에 한 과열경쟁 완화와 같은

도입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둘째,교원자격체제와 수석교사제의 이원화 유형에 한 연구로는 이윤식

(1999),최훈(2001),김재철(2007)등의 연구가 있는데 교원의 문성 신장과

교단교사를 우 하고 승진욕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교수기능과 리기능으로

교원자격체제를 분리하는 이원화 유형의 수석교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수석교사의 선발기 에서 선발방법은 교수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

춘 경험이 많은 교사가 선발되어야 사회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셋째,수석교사제의 운 방안에 한 연구로는 이희열(2004),박정아(2009)

등의 논문이 있다.이희열(2004)은 수석교사제는 문성 신장을 한 것으로서

자격요건을 엄 하게 심사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 확 로 이어져야 하며,학교의

규모별․교과별 운 방안을 달리 하고 수석교사의 역할과 업무의 비 에 융통성

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박정아(2009)는 수석교사에 한 교사들의 인

식 개선을 해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 에 알맞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수석교사의 자격을 교직경력 20년 이상으로 정하고 스스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내 업무량․복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은 물

론 해외연수나 개인 연구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넷째,수석교사제에 한 인식연구에 한 논문으로는 김철순(2003),마정구

(2008),최혜경(2009),오유경(2011),노문진(2011)등이 있는데 교직도

문직이므로 수석교사제는 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찬성하

는 교사들이 부분이며 수석교사제의 도입 시행은 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사로

서의 지속 인 발 을 해 필요하다고 했다.김철순(2003)은 많은 등 교사들

이 수석교사제에 해 정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수석교사의 선발방법은 공개

형이 바람직하고 수석교사는 교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교사로 해야 한다고 하

다.마정구(2008)은 등교원의 수석교사제에 한 인식을 연구하 는데 교직을

리직과 교수직으로 분리하여 이원화하되 상호교류가 이 져야 하며 수석교사

선발기 은 20년 이상이 합하며 체 교사의 5%를 자격 갱신제를 하며 주당

수업시수는 12시간 내외가 하며 일정한 수당을 지 하며 우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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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최혜경(2009)의 수석교사제 실시에 한 인식조사 결과 수석교사제가

승진 경쟁을 완화 시키고, 지 사기, 문성,공교육 경쟁력 향상,사회로부

터 문성 인정 등에 한 정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정

견해로는 경력 교사들의 이 장학의 부담과 상부 리자의 증가에 한 우

려로 인식하고 있었다.오유경(2011)과 노문진(2011)은 수석교사제가 정확하

게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한 련법 제정

자격과 권한에 한 정확한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석교사제에 한 인식과 도입의 필요성 교원

자격체제의 이원화 등에 하여는 교사들로부터 정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수석교사제가 시범 운 되고 있고 법제화가 이루어졌다.그

러나 법제화가 이루어진 내용에 해 많은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

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석교사제의 시범운 법제화에 한 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이 제도가 교사의 문성 향상을 해 효율 으

로 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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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수석교사제 시범운 황 법제화

1.시범운 주요 내용

가.시범운 기간

시범운 기간은 1년 단 로 하여 2008년도에 1차 시범운 을 시작하 고,

2009년도에 2차 시범운 을 하 다.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차 시

범운 을 하 고,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차 시범운 을 하고 있다.

나.선발인원

1차 2008년의 선발인원은 16개 시․도에서 총 172명을 선발하 고,2차

2009년에는 시범 운 규모를 확 하여 295명을 선발하 고,3차 2010년에는

333명을 선발하 고,4차 2011년에는 765명을 선발하여 시범․운 하고 있

다.그 등 수석교사의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황은 <표 Ⅲ-1>과

같다.

서

울

부

산 구

인

천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북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2008년 10 5 5 5 5 5 5 10 5 3 5 5 5 5 5 5 88

2009년 17 10 9 9 8 8 8 17 8 8 8 8 8 8 8 8 150

2010년 21 9 11 12 9 9 7 22 9 9 9 9 9 9 9 7 170

2011년 27 30 11 19 8 13 15 60 15 33 28 13 21 40 25 8 366

<표 Ⅲ-1> 등 수석교사 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황

다.수석교사제 운 모형

운 모형은 향후 법제화에 비하고 수석교사의 정 직 에 한 검증을 하

여 ‘가’(Y형)와 ‘나’(단선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운 을 하 다.

‘가’형은 교수직과 리직의 분리유형으로 교수직과 리직의 이원화를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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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하고,교수직․ 리직간 이동은 추후에 연구 검토하기로 하 다.

2 정교사→1 정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 감 → 교 장

[그림 Ⅲ-1]가형 운 모형

‘나’형은 교수체계와 리체계의 다단계화 유형으로 [그림 Ⅲ-2]와 같다.

2 정교사 → 1 정교사 → 부장교사 → 수석교사 → 교감 → 교장

[그림 Ⅲ-2]나형 운 모형

2009년도에는 ‘나’형을 운 모형으로 정하고,2010년에는 가형,나형을 선택

해서 운 할 수 있도록 하 으며,2011년도에는 가형을 운 모형으로 시범운

을 하 다.

라.수석교사의 선발방법

1)3단계 형

2008,2009,2010년도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수석교사 심사 원회(7인～

11인)’을 구성하여 3단계 형을 실시하 다.1단계는 서류심사,2단계는 수업

능력 심사 심층면 ,3단계는 동료교사 등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 서류심사에서는 학교 별․교과별로 최종 선발 인원의 2～3배수 범

내에서 2단계 형 상자를 선발하는데 1단계 형 요소는 <표 Ⅲ-2>과 같다.

<표 Ⅲ-2>1단계 형요소

정량평가 정성 평가

교육

경력

최종

학

연수

이수

학

연구

(발표)

실

외부

강의

실

교내･외

수업선도

실

활동

계획서/

추천서포함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009).2010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 기본계획.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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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수업참 (원칙),수업녹화 비디오테이

,모의 수업 등을 통한 수업능력 심사와 심층면 으로 선발하게 된다.2단계

형 요소는 <표 Ⅲ-3>와 같다.

<표 Ⅲ-3>2단계 형요소

수업능력 심층면

수업 비

(지도안 작성)

평가 문항

작성

수업 실행

(시연,

동 상)

수업 평가

(컨설 )

능력

신념기반 문성

측정 면

(5문항)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009).2010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 기본계획.p.7

3단계에서는 지원자가 재직 는 재직했던 학교의 교사 등을 면담하여 심사

원의 2/3가 부 격으로 의결하는 자는 최종 선발 상에서 제외하고,3차

형을 통과한 1～2차 형결과가 우수한 순으로 수석교사를 선발한다.

2)역량평가

2011년 시범운 에서는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보다 엄정한 차를 거쳐 시․도

교육청별 선발 원회에서 최고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할 수 있도

록 하 는데 2단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1단계는 서류 평가 동료교원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를 2

차 평가 상자로 선정하는데 형 요소는 <표 Ⅲ-4>와 같다.

서류 평가 동료교원 면담

추천서

지원 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선도

실
수업동 상

지원자가 1년이상 재

직 는 재직했던

학교의 교원 6명 이

내 면담

<표 Ⅲ-4>역량평가 1단계 형요소

2단계는 역량평가로 구조화된 모의 과제 제시로 심층면 방식을 통해 수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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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역량,학생지도 역량,동료교사 멘토링,신규교사 지도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데 이를 통해 최종 수석교사를 선발하게 된다.역량평가란 조직에 기여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하여 개인이 발휘하는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직무

를 성공 으로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자질(역량)과 능력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능력’이 개인 측면의 보유 자질에 을 맞춘 것이라면,‘역량’은 조직 측

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2단계 역량평가의 방법

은 <표 Ⅲ-5>와 같다.

구분 모의 과제 역량평가

수업지도
지정과제, 선택과제(계기교육

등)제시

수업지도안, 수업시연, 형셩평가

문항을 통한 평가

수업평가
학교 /교과 지원자에게 동일

한 수업 동 상 제시

동료교원 수업에 한 평가 지

도․조언 능력 평가

동료교원 계

교장․교감․교사의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사례 제

시

갈등해결에 한 정 행동과

부정 행동으로 분류 평가

동료교원 지원

신임교사․수업 문성 부족 교

사 등의 필요한 도움 요청 사

례 제시

코칭,멘토링,컨설 을 통한 동료

교사 지원시 나타나는 행동 특성

평가

학생진로․지

학지도

학생 지도시 나타날 수 있는

진로,진학 등 기타 요청 상황

을 사례 제시

면 을 통한 역량 평가

<표 Ⅲ-5>역량평가 방법

마.수석교사의 지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최고의 수업 문가로서 교사들에 한 교수․

연구활동 지원 학생교육을 담당한다.시범운 기간 에는 자격이 아니

라 인증서 교부를 통해 지 를 인정한다.

바.수석교사의 역할

수석교사의 역할은 소속학교에서의 역할과 소속지역 교육지원청 는 시․도

교육청단 의 역할로 나 수 있다.수석교사의 소속 학교에서의 역할은 크게 수

업 담당과 해당교과 수업지도 활동으로 볼 수 있다.수석교사의 수업은 학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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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따라 주당 50% 정도 경감할 수 있으며,해당교과 수업지도 활동으로는 시

범수업 실시,교사의 공개수업 찰,수업개선 방안 제시를 통한 수업 컨설 이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편성 지원,신임교사 지도,교사 멘토링,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지도 역에 한 평가 문가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수석교사의 소속지역

교원지원청 는 시․도교육청단 의 역할로는 지역청 내 교과 연구수업을 참

하고 조언하며, 장연구 수업연구 회를 지원한다. 한 각종 교과 연구회와

같은 교과 련 모임 활동에 참여하며,신임교사,1 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

양성․연수기 의 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한다.

사.2009학년도,2010학년도,2011학년도 시범운 과의 차이

구

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선발

인원
295명 333명 765명

지원

자격

교육경력

10년/15년(2개안)
교육경력 15년 이상(단일)교육경력 15년 이상(단일)

운

모형
다단계형(단일) Y형,다단계형(2개안) Y형 (단일)

선발

차

3단계 형
(※기 선발자는 1,2차

면제)

3단계 형 통일 심사
강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수업능력 심사

심층면
3단계 :동료교사 등 련

자 면담

2단계 평가(역량평가)
1단계 :서류평가 면담
2단계 :역량평가
구조화된 모의과제 제시로
심층면 방식을 통한 역량
평가

활동

지원

수업시수 20%(4시수)
경감

수업시수 40%(8시수)
경감

수업시수 50%
( 12-14시수)경감

2009학년도,2010학년도,2011학년도에 시행되었던 시범운 의 항목별 내

용을 비교 정리하면 <표 Ⅲ-6>과 같다.

<표 Ⅲ-6>연도별 시범운 비교

2.수석교사의 주요 활동

시범운 되고 있는 수석교사들의 주요 활동내용을 알아보기 해서 제주특별



- 23 -

자치도내 등학교 수석교사의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상반기 활동 결과 보

고서를 분석하 다.수석교사의 활동은 크게 교내 활동,교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교내 활동 내용

A수석교사의 활동보고서 내용 에서 교내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

-7>과 같다.

활동 역 일시 상 활동내용

수업

컨설

2010.5.18-5.30

2010.3.-7.31

교사

동료

교사

교사

∙수석교사 도덕 수업 공개

∙교내 수업공개교사 일 일 사 수업컨

설 실시 사후 의회 주 (4회)수

석교사 도덕 수업 공개

∙수업 문성 신장 자료 홈페이지에 탑재

신 규 교 사

경력

교사 멘토

링제 운

2010.3.1-7.31

2010.4.13,-7.2

2010.5.20-7.2

신규

교사,

경력

교사

∙ 경력 교사 임 교사 멘토링제 운

(5명)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을 한 경력 교

사 연수 실시(5회)

∙ 경력교사 사 수업컨설 실시 사

후 의 주 (4회)

교 육 학

생 실습생

연수 실시

2010.4.19

본교

교육

실습생

∙수업 코칭에 한 연수 실시

<표 Ⅲ-7>A수석교사의 교내 활동 내용

B수석교사의 활동보고서 내용 에서 교내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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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역 일시 상 활동내용

수업

컨설

2011.6.20

2011.4.16

2011.5.16-6.3

2011.7.15

2011.3.22

교사

학부모

교사

4학년 교사

교사

∙수석교사 도덕 수업 공개

∙수석교사 도덕 수업 공개

∙수업 찰과 컨설 을 통해 수업 기법

향상 지원(5회)

∙찾아가는 학년별 수업컨설

∙컨설 요구자와 컨설턴트의 연결

신규교사

경력교

사 지원

2011.3.22-7.15

신규교사

, 경력

교사

12명

∙신규, 경력교사 월별 멘토링 연수회

실시(5회)

∙월별 멘토링 일지를 통한 신규, 경

력 교사 응지도 조언 상담(10회)

교수․학

습자료

개발

2011.3.2-8.19

2011.3.22

도덕과

연구회

선도학

∙도덕과 학습 자료 개발(5-6학년)

∙도덕교과 연구회 활동을 통한 도덕과

교육 신장 방안 탐색

∙교실수업개선 선도학 운

자율연수

장학

활동 지원

4,5,6월

2011.7.15

2011.5.26

교사

4학년 교사

2학년 교사

∙수업활용 연수자료 안내

∙교수․학습방법 개선 연수

∙학교수업컨설 국어과수업공개 참석

홍보활동 2011.3.7 교직원 ∙수석교사제도 홍보

<표 Ⅲ-8>B수석교사의 교내 활동 내용

수석교사의 교내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경력 교사 멘토링과 동료 장학

수업코칭,연수 홍보활동을 실시하 다.연수,홍보의 주제는 수업 코칭,

수석교사제 홍보 등이 있었고,멘토링 동료장학은 수석교사가 공개수업을 하

는 방법과 수석교사가 수업 참 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수업참 의 경우

에는 교사들과 수업 주제를 의하고 수업을 참 한 후 수업 내용 교수법에

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수업 지원을 실시하 다.교내 활동의 부분은 수업

컨설 과 신규․ 경력 교사 멘토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교외 활동 내용

C수석교사의 활동보고서 내용 에서 교외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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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역 활동내용

수업장학요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수업개선단 수업장학요원으로 활동.(5회)

수업컨설

자율장학 의회 수업컨설 요원으로 활동 (2개교)

사 의회 참석,1차 간 수업공개 컨설 수업 의,최종

공개수업 사 의회 참석

모다들엉

학력평가 지원단

학력평가지원단 회의 참석,학력향상 계획서 심사 추진 련사항

심의,학교 별 ‘모다들엉 학력향상’우수학교 선정 심의

수석교사제 홍보

의회

수석교사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한 홍보활동 개

제주 등수석교사 의회 월 1회 참가

동기유발 활용을 한 마술연수 참가 (5-7월)

수석교사 워크 참가

<표 Ⅲ-9>C수석교사의 교외 활동 내용

D수석교사의 활동보고서 내용 에서 교외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

-10>과 같다.

활동 역 활동내용

교과장학

지원활동

제주시 수업컨설 장학 원으로 활동(4개교)

컨설 요청교사의 수업 컨설 (12회)

교과연구회 활동

수석교사 연구회 활동 (6회)

등도덕교과교육연구회 활동(2회)

e-사이버교실 운 (1학기)

국 수석교사

연수 워크

수석교사 직무연수 이수 (180시간)

국 수석교사 워크 참석(서울,경주)

홍보 활동
수석교사제도 홍보

학교문화의 신을 한 수석교사 역할 홍보

<표 Ⅲ-10>D 수석교사의 교외 활동 내용

수석교사의 교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담당교과와 련된 활동이

많았으며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수업 컨설 활동과 장학 요원으로 활동하거나 교

과 연구회활동,강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인근학교 교사들의 연구 의욕을

제고시키거나 수석교사에 한 홍보 활동으로 수석교사에 해 정 인 마인드

를 정립시킬 수 있었고 좋은 수업을 한 교사들의 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 26 -

3.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개정된 법률들의 주요 내용

1)개

법제화와 련하여 개정된 법은 ‘․ 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세 가지 법률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표 Ⅲ-11>과 같다.

<표 Ⅲ-11>국회입법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내용 련 규정

교직원

구분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교사

유아교육법 제20조

․ 등교육법 제19조

임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학생(원아)

교육

유아교육법 제21조제3항

․ 등교육법 제20조제3항

자격

▸해당 교육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15년 이상 교육경력자(교육 문직 경

력포함)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

▸수석교사 연수이수결과에 근거한 자

격증 소지자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 등교육법 제21조제3항

임용

▸교육과학기술부 장 이 임용

▸최 임용 후 4년마다 업 평가

연수실 등을 반 한 재심사 수검 의

무

▸심사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석

교사로서 직무 수당 제한 기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우
수업부담 경감,수당 지 등에 한

우 가능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한
임기 교장(원장) 는 교감(원감)자격

취득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출처 :황 성 외.(2011).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한 연구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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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등교육법의 개정

가)교직원의 구분

․ 등학교에 두는 교원을 규정하는 ‘․ 등교육법’제19조에 수석교사를

추가함에 교장․교감 그리고 교사 사이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되

었다.

행 개정

제19조(교직원의 구분)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 략)

2. 등학교․ 학교․고등학교․공민

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교사를

둔다.다만,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는 학 수 5학 이하인 학교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

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①----------

----------------------------.

1.( 행과 같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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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교감․수석교사 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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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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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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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수석교사의 임무 (제20조 제3항 신설)

수석교사의 임무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학생을 교육하는 것으

로 규정하 다.

행 개정

제20조(교직원의 임무)① (생략)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교장이 부득

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다만,교

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행한다.

<신설>

제19조(교직원의 구분)①( 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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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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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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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수석교사

를 포함한다)---------------.

③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을 지원하며,학생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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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석교사의 자격 (제21조 제3항 신설)

수석교사에 요구되는 자격 자질을 규정하 는데,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학교 련 교원 자격증 소지자

②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 문직 경력 포함)

③ 교수 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자

④ 수석교사 연수 이수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한 자격증 소지자

행 개정

제21조(교원의 자격)① ․ ② (생략)

<신설>

제19조(교직원의 구분)① ․ ②( 행과

같음)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

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교육 문직원으로 근무

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

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교육공무원법의 개정

가)수석교사의 자격 신설(제6조의2)

행 개정

<신설>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 ․

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

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수석교사의 임용등 신설 (제29조의 3)

수석교사의 임용권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 으로 규정하고,임용후 4년마다 업

평가 연수실 등을 반 한 재심사 수검 의무를 지는 것을 규정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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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에 하여 수업부담 경감,수당 지 등 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고,수석교사 임기 에는 교장․원장 는 교감․원감 자격 취득

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둠으로써 수석교사가 교감․교장 승진에 이용

되는 부작용을 경계하 다.

행 개정

<신설>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①수석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임용한

다.

②수석교사는 최 로 임용된때부터 4

년마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평가

연수실 등을 반 한 재심사를 받

아야 하며,심사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수당 등을 제

한할 수 있다.

③수석교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수당 지 등

에 하여 우 할 수 있다.

④수석교사는 임기 에 교장․원장

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수석교사의 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나.하 법령에 임된 내용

개정된 법률들이 임하고 있는 구체 인 사항들은 <표 Ⅲ-12>와 같다.

<표 Ⅲ-12>수석교사 련 하 법령 임 사항

내용 임 방식 련 규정

정원․

배치기

․교원(수석교사 포함)의 정원과

배치기 은 통령령으로 정함

· 등법(제§19③)

☞ 등법시행령 §33( 등학교),§34

( 학교)§25(고등학교)

※ 정원은 장 의 국회 보고 의무

※ 교육격차 최소화를 한 교원수 시

책 수립 의무(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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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계속

자격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15년이상

교육경력과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

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등법(§21③),유아법(§22③)

☞ 교원자격검정령

1.장 이 정하는 수석교사 연수방법

자격증의 검정․수여

2.의 사항은 한 통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자격에 한 구체 내용은 ‘교원자

격검정령’과 ‘교원등의 연수에 한

규정’ 그 시행규칙에 정함

교원자격

검정 원

회

․교원(수석교사포함)자격의 검정

에 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교과부장 소속하의 교원자격검

정 원회를 두고,동 원회에서 필

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함

· 등법(§21⑤),

☞ · 등법시행령 §41

교원자격검정령(별표, 교장(원장)자

격인정기 )

업 평가

재심사

․교육과학기술부 장 이 임용

․최 임용 후 4년마다 업 평가

연수실 등을 반 한 재심사

수검 의무

․심사기 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석교사로서 직무 수당 제한

가능

교육공무원법 §29의3①

☞ 교육감에게 교사임용권 임 선례

교육공무원법 §29의3②

☞ 업 평가,재심사 련 사항 통령

령으로 임

교육공무원법 §29의3②

☞ 재심사 결과에 따른 직무 수당

제한사항 통령령 임

우 조치 ․수업부담 경감,수당 지 등
교육공무원법 §29의3③

☞ 통령령으로 정함

기타
․수석교사의 운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29의3⑤

☞ 통령령으로 정함

출처 :황 성 외.(2011).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한 연구 p.21-22

1)수석교사의 정원 배치 기

「 ․ 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의4를 신설하여 수석교사를 학교별 1명씩 두

되,학생수 100명 이하 는 학 수 5학 이하 학교와 같이 학교 규모가 작은 경

우 수석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제2항에는 수석교사는 학 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다만,학교 규모 등 학교 여건에 따라 학 을 담당할 수 있

음),제3항에서는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정하는 기 에 따라 할청이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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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수 과정․평가 자격 검정

「교원 등의 연수에 한 규정」제6조 3항을 개정하여 연수종별과 연수과정에

서 수석교사과정을 추가하고,수석교사의 자격연수의 기간을 30일 이상,이수시간

은 180시간 이상으로 정하 다.

「교원자격검정령」제18조 제2호를 신설,제19조를 개정하여 수석교사의 자격

을 무시험 검정으로 하도록 개정하 다.

3)수석교사의 임용 재심사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 7을 신설하여 매년 수석교사의 업무수행태도,업무

실 등을 평가하고,재심사 결과 심사 기 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년까지 남은 기

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

도록 하 다.

4)수석교사 우 사항 직무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8를 신설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학교별 교사1

인당 평균수업시수의 2분의 1수 으로 경감하고, 산의 범 에서 연구활동비를

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다.

5)수석교사와 타직간 교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석교사 임기 에 교장․원

장 자격을 취득할수록 없도록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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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수석교사제 운 에 한 교사의 인식 분석

1.수석교사제 시범 운 에 한 인식

가.시범운 에 한 이해도

수석교사제 시범 운 에 한 이해도와 련한 응답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시범운 에 한 이

해 차이에 해 살펴보면 체 으로 수석교사제의 취지나 표 기능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시범 운 되고 있다

는 사실을 보도나 혹은 지인을 통해들어 본 정도가 28.0%,수석교사제의 구체

내용에 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수석교사에 하여 들어보거나

할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제도가 5.5%로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경우 시범 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

도나 혹은 지인을 통해들어 본 정도가 34.7%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20년 이상인 경우 수석교사제의 취지나 표 기능 정

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

타났다.이는 X
2
=19.842,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라서 살펴보면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수석교사제의

취지나 표 기능 정도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나 상 으로 수

석교사와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시범 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나 혹은 지인을 통해들어 본 정

도가 40.6%로 나타나 상 으로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X2=85.092,p<.0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학교 규모에 따른 시범운 에 한 이해 차이는 17학 이하인 경우 시범 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나 혹은 지인을 통해들어 본 정도가 38.6%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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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타 학교 규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18학 이상인 경우 수석교사제

의 취지나 표 기능 정도는 알고 있다가 약 65% 이상으로 상 으로 타 학

교 규모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X
2
=16.164,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표 Ⅳ-1>수석교사제 시범 운 에 한 이해

이해도

변인

내용에
해 잘

알고 있음

취지,기능
정도 알고
있음

시범운
된다는

사실정도만
알고 있음

잘 모르는
제도임

X
2

p

성별

남
10 61 30 5

4.268 .234
9.4% 57.5% 28.3% 4.7%

여
15 215 97 20

4.3% 62.0% 28.0% 5.8%

교직경력

5년 미만
3 54 35 9

19.842* .019

3.0% 53.5% 34.7% 8.9%

5-10년 미만
4 78 35 5

3.3% 63.9% 28.7% 4.1%

10-20년 미만
8 93 41 10

5.3% 61.2% 27.0% 6.6%

20년 이상
10 51 16 1

12.8% 65.4% 20.5% 1.3%

자격

직

2 정교사
3 34 22 7

11.695 .069

4.5% 51.5% 33.3% 10.6%

1 정교사
(일반교사)

15 208 92 16

4.5% 62.8% 27.8% 4.8%

1 정교사
(부장교사)

7 34 13 2

12.5% 60.7% 23.2% 3.6%

수석교사
와

근무 경험

있다
14 145 13 0

85.092***.000
8.1% 84.3% 7.6% .0%

없다
11 131 114 25

3.9% 46.6% 40.6% 8.9%

학교 규모

17학 이하
7 65 51 9

16.164* .013

5.3% 49.2% 38.6% 6.8%

18-35학
5 103 40 9

3.2% 65.6% 25.5% 5.7%

36학 이상
13 108 36 7

7.9% 65.9% 22.0% 4.3%

체
25 276 127 25

5.5% 60.9% 28.0% 5.5%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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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기 되는 효과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인해 기 되는 효과에 한 응답 결과는 <표 Ⅳ-2>와 같

다.

<표 Ⅳ-2>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기 되는 효과

효과

변인
① ② ③ ④ X

2
p

성별

남
25 37 37 7

4.336 .227
23.6% 34.9% 34.9% 6.6%

여
60 146 128 13

17.3% 42.1% 36.9% 3.7%

교직경력

5년 미만
16 40 41 4

21.323* .011

15.8% 39.6% 40.6% 4.0%

5-10년 미만
20 57 43 2

16.4% 46.7% 35.2% 1.6%

10-20년 미만
24 55 61 12

15.8% 36.2% 40.1% 7.9%

20년 이상
25 31 20 2

32.1% 39.7% 25.6% 2.6%

자격

직

2 정교사
6 29 27 4

17.719** .007

9.1% 43.9% 40.9% 6.1%

1 정교사
(일반교사)

60 138 122 11

18.1% 41.7% 36.9% 3.3%

1 정교사
(부장교사)

19 16 16 5

33.9% 28.6% 28.6% 8.9%

수석교사
와

근무 경험

있다
38 62 64 8

3.019 .389
22.1% 36.0% 37.2% 4.7%

없다
47 121 101 12

16.7% 43.1% 35.9% 4.3%

학교 규모

17학 이하
25 48 55 4

8.866 .181

18.9% 36.4% 41.7% 3.0%

18-35학
29 75 48 5

18.5% 47.8% 30.6% 3.2%

36학 이상
31 60 62 11

18.9% 36.6% 37.8% 6.7%

체
85 183 165 20

18.8% 40.4% 36.4% 4.4%

주.① 교장․교감 승진의 과열경쟁의 완화.② 학교내 연수 자율장학의 활성화.

③ 임 교사들의 수업 문성 신장.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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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으로 학교내 연수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40.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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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 교사들의 수업 문성이 신장될 것이다는 응

답이 36.4%,교장,교감 승진의 과열경쟁이 완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18.8%,

기타가 4.4%로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5-10년 미만인 경우 학교내 연수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46.7%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10-20년 미만인 경우 임 교사들의 수업 문성이 신장될 것이다

는 응답이 40.1%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X2=21.323,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자격 직 에 따라서 살펴보면 2 정교사인 경우 학교내 연수 자율장학

이 활성화될 것이다는 응답이 43.9%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

타난 반면,1 정교사(부장교사)인 경우는 교장,교감 승진의 과열경쟁이 완화

될 것이다는 응답이 33.9%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

는 X
2
=17.719,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1)

반면,성별,수석교사와 근무 경험,학교 규모에 따른 시범운 의 효과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 에 한 응답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시범운 의 문제 차

이에 해 살펴보면 체 으로 수석교사의 지 가 부장교사도 교감도 아닌 불안

정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수석교사의

수업경감으로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33.8%,수석교사가

고연령의 평교사들에게 지도,조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23.8%,수석

교사 확보와 수당등 처우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5.1%,기타가 2.9%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 수석교사의 지 가 부장교사도 교감도 아

닌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38.7%로 나타나 상 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여자인 경우 수석교사의 수업경감으로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는 응답이 37.8%로 나타나 상 으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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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13.798,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1)

<표 Ⅳ-3>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

문제
변인

① ② ③ ④ ⑤ X2 p

성별

남
22 41 5 32 6

13.798** .008
20.8% 38.7% 4.7% 30.2% 5.7%

여
131 115 18 76 7

37.8% 33.1% 5.2% 21.9% 2.0%

교직경력

5년 미만
27 31 5 37 1

28.913** .004

26.7% 30.7% 5.0% 36.6% 1.0%

5-10년 미만
38 41 7 32 4

31.1% 33.6% 5.7% 26.2% 3.3%

10-20년 미만
58 53 3 31 7

38.2% 34.9% 2.0% 20.4% 4.6%

20년 이상
30 31 8 8 1

38.5% 39.7% 10.3% 10.3% 1.3%

자격

직

2 정교사
17 21 5 22 1

14.206 .077

25.8% 31.8% 7.6% 33.3% 1.5%

1 정교사

(일반교사)

115 112 17 79 8

34.7% 33.8% 5.1% 23.9% 2.4%

1 정교사

(부장교사)

21 23 1 7 4

37.5% 41.1% 1.8% 12.5% 7.1%

수석교사
와

근무 경험

있다
57 56 8 47 4

2.115 .715
33.1% 32.6% 4.7% 27.3% 2.3%

없다
96 100 15 61 9

34.2% 35.6% 5.3% 21.7% 3.2%

학교 규모

17학 이하
38 45 7 36 6

8.772 .362

28.8% 34.1% 5.3% 27.3% 4.5%

18-35학
54 61 8 33 1

34.4% 38.9% 5.1% 21.0% .6%

36학 이상
61 50 8 39 6

37.2% 30.5% 4.9% 23.8% 3.7%

체
153 156 23 108 13

33.8% 34.4% 5.1% 23.8% 2.9%

주.① 수석교사의 수업경감으로 다른 교사의 부담 증가.② 수석교사의 지 불안정.

③ 수석교사 확보,수당 등으로 재정 부담 증가.

④ 고연령의 평교사들에게 지도․조언 어려움.⑤ 기타.

**p<.01

<표 Ⅳ-3>을 교직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경우 수석교사가 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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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교사들에게 지도,조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36.6%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20년 이상인 경우 수석교사의 지

가 부장교사도 교감도 아닌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는 응답이 39.7%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X2=28.913,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1)

반면,자격 직 ,수석교사와의 근무 경험,학교 규모에 따른 시범운 의 문

제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에 한 인식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향에 하여 교직경력별,자격

별과 수석교사와의 근무 경험별로 교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먼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수․학습 시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항

목에 한 물음에 한 교사들의 수용 정도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교수․학습 풍토 조성에 기여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3.92

6.078 .000***
5-10년 미만 122 3.55

10-20년 미만 152 3.51

20년 이상 78 3.56

자격 직

2 정교사 66 4.00

8.863 .000***1 정교사(일반교사) 331 3.57

1 정교사(부장교사) 56 3.48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3.62
.016 .899

없다 281 3.63

***p<.00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의 교사들이 수석교사제가 교수․학습 시의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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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특히 교직경력 5년 미만의 교사들과 2

정교사들이 평균값 3.92와 4.00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해 이 항목을 더 타당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석교사제가 교사의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한다는 항목에 한 교사들의 수용

정도는 <표 Ⅳ-5>와 같다.이를 정리하여 보면,각 경력별,자격별,경험별로 평

균값은 3.5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의 부분이 수석교사제가 교사

의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에 약간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표 Ⅳ-5>교사의 교수 활동 향상에 기여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3.61

2.400 .067
5-10년 미만 122 3.35

10-20년 미만 152 3.37

20년 이상 78 3.41

자격 직

2 정교사 66 3.67

4.091 .017*1 정교사(일반교사) 331 3.40

1 정교사(부장교사) 56 3.27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3.45
.195 .659

없다 281 3.41

*p<.05

수석교사제 도입이 교단교사로의 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항목에

한 교사들의 수용정도는 <표 Ⅳ-6>과 같다.각 변인별로 평균값 3.5이 내외 인

것으로 보면 부분의 교사들이 약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5

년 미만의 교사들과 2 정교사들의 평균값이 약 3.7인 것으로 보면 다른 교사들

에 비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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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교단 교사로서의 지 향상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3.75

5.632 .001**
5-10년 미만 122 3.42

10-20년 미만 152 3.32

20년 이상 78 3.44

자격 직

2 정교사 66 3.77

6.101 .002**1 정교사(일반교사) 331 3.43

1 정교사(부장교사) 56 3.27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3.52
1.185 .277

없다 281 3.43

**p<.01

<표 Ⅳ-4>,<표 Ⅳ-5>,<표 Ⅳ-6>을 체 으로 살펴보면 수석교사제 도입으

로 나타날 수 있는 향에 해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2 정교사들이 다른 교

사들에 비해 더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이 승진과열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항목

에 한 수용정도는 <표 Ⅳ-7>과 같다.다른 항목과는 달리 평균값이 3.2내외로

낮은 것으로 볼 때 이 항목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Ⅳ-7>승진 과열 상 완화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3.35

2.640 .049*
5-10년 미만 122 3.05

10-20년 미만 152 3.09

20년 이상 78 3.24

자격 직

2 정교사 66 3.26

.633 .5321 정교사(일반교사) 331 3.13

1 정교사(부장교사) 56 3.21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3.23
1.462 .227

없다 281 3.1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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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가 상 자로서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교사들에게 것이다라

는 항목에 한 교사의 수용정도는 <표 Ⅳ-8>과 같다.<표 Ⅳ-8>에서 알 수 있듯

이 부분의 교사들이 이 항목을 타당하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특히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교사들과 그 지 않은 교사들이 유의

미한 차이(p<.000)를 보이는 것을 보면 수석교사와 근무한 이 없는 교사들은

막연하게 수석교사가 교사들에게 다른 상 자로서의 부담을 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실제로 경험하면 그 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Ⅳ-8>상 자로서의 지도 부담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3.04

1.931 .124
5-10년 미만 122 3.30

10-20년 미만 152 3.27

20년 이상 78 3.18

자격 직

2 정교사 66 2.95

3.766 .024*1 정교사(일반교사) 331 3.27

1 정교사(부장교사) 56 3.14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3.01
15.183 .000***

없다 281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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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교사가 교감과 업무 분장 상의 갈등을 래하고 있다는 항목에 한 교사

들의 수용정도를 보면 <표 Ⅳ-9>와 같다.

<표 Ⅳ-9>교감과 업무분장상의 갈등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2.87

2.472 .061
5-10년 미만 122 3.12

10-20년 미만 152 3.09

20년 이상 78 3.19

자격 직

2 정교사 66 2.80

4.078 .018*1 정교사(일반교사) 331 3.10

1 정교사(부장교사) 56 3.21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2.76
37.159 .000***

없다 281 3.26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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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교사들이 평균값이 3.1내외로 낮은 것으로 볼 때 이 항목을 타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의 선

생님들의 평균값이 2.76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수석교사가 교감과는 달리 장학 련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수석교사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항목에 한 교사들의 인식정

도는 <표 Ⅳ-10>과 같다.<표 Ⅳ-10>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값들이 2.9아래 인

것으로 보면 부분의 교사들이 수석교사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항목에 해 그 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특히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교사들인 경우에는 평균값이 2.43으로 다른

교사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면 실제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수석교사와 교

사들간의 갈등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Ⅳ-10>교사와의 갈등 정도

N 평균 F값 P

교직경력

5년 미만 101 2.50

3.786 .011*
5-10년 미만 122 2.84

10-20년 미만 152 2.73

20년 이상 78 2.83

자격 직

2 정교사 66 2.44

4.508 .012*1 정교사(일반교사) 331 2.77

1 정교사(부장교사) 56 2.79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

있다 172 2.43
36.561 .000***

없다 281 2.91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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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

가.수석교사의 자질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의 배경변인별에 따른 수석교사에게 요

구되는 가장 요한 자질 차이에 해 살펴보면 체 으로 수업연구능력이

3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동료장학능력이 27.4%,교육자로서의

품성이 21.2%,학생지도능력이 10.2%,공직자로서의 자세가 1.1%,기타가

0.4%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수석교사의 자질

자질

변인

교육
자로
서의
품성

공직
자로
서의
자세

학생
지도
능력

동료
장학
능력

수업
연구
능력

기타 X
2

p

성별

남
28 1 12 27 37 1

3.783 .581
26.4% .9% 11.3% 25.5% 34.9% .9%

여
68 4 34 97 143 1

19.6% 1.2% 9.8% 28.0% 41.2% .3%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22 0 10 31 38 0

18.116 .257

21.8% .0% 9.9% 30.7% 37.6% .0%

5년 이상～10년 미만
24 1 14 35 48 0

19.7% .8% 11.5% 28.7% 39.3% .0%

10년 이상～20년 미만
38 1 17 31 64 1

25.0% .7% 11.2% 20.4% 42.1% .7%

20년 이상
12 3 5 27 30 1

15.4% 3.8% 6.4% 34.6% 38.5% 1.3%

자격

직

2 정교사
12 0 9 24 21 0

9.572 .479

18.2% .0% 13.6% 36.4% 31.8% .0%

1 정교사(일반교사)
73 4 32 88 133 1

22.1% 1.2% 9.7% 26.6% 40.2% .3%

1 정교사(부장교사)
11 1 5 12 26 1

19.6% 1.8% 8.9% 21.4% 46.4% 1.8%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32 3 7 51 77 2

17.577

**
.004

18.6% 1.7% 4.1% 29.7% 44.8% 1.2%

없음
64 2 39 73 103 0

22.8% .7% 13.9% 26.0% 36.7% .0%

계
96 5 46 124 180 2

21.2% 1.1% 10.2% 27.4% 39.7% .4%

**p<.01



- 43 -

수석 교사와의 근무 경험에 따라서 살펴보면 수석 교사와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수업연구능력이 44.8%로 나타나 상 으로 수석 교사와의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수석 교사와의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는 교육

자로서의 품성이 22.8%로 나타나 상 으로 수석 교사와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17.577,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 다.(p<.01)

반면,성별,교직경력,자격 직 에 따른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요

한 자질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수석교사 지원 자격

수석교사가 되기 한 지원 자격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

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에 나타난 결과를 체 으로 살펴보면, 체 으로 정하다고 생

각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경력을 상향 조정

해야 한다는 응답이 19.2%,교육경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순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 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타나 상 으로 여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여자인 경우는 교육경력

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1.3%로 나타나 상 으로 남자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8.976,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교직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10-20년 미만인 경우 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

답이 76.3%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20년 이

상인 경우는 교육경력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2%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38.466,p<.001로 나타나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자격 직 에 따라서 살펴보면 2 정교사인 경우는 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5.8%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1 정교사

(부장교사)인 경우는 교육경력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11.936,p<.05로 나타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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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반면,수석교사와의 근무 경험에 따른 지원자격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2>수석교사가 되기 한 지원 자격

지원자격
변인 정하다

축소해야
한다

상향조정
해야한다 X

2
p

성별

남
78 15 13

8.976* .011
73.6% 14.2% 12.3%

여
250 23 74

72.0% 6.6% 21.3%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72 18 11

38.466

***
.000

71.3% 17.8% 10.9%

5년 이상～10년 미만
93 12 17

76.2% 9.8% 13.9%

10년 이상～20년 미만
116 6 30

76.3% 3.9% 19.7%

20년 이상
47 2 29

60.3% 2.6% 37.2%

자격

직

2 정교사
50 10 6

11.936

*
.018

75.8% 15.2% 9.1%

1 정교사(일반교사)
238 27 66

71.9% 8.2% 19.9%

1 정교사(부장교사)
40 1 15

71.4% 1.8% 26.8%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132 9 31

4.215 .122
76.7% 5.2% 18.0%

없음
196 29 56

69.8% 10.3% 19.9%

계
328 38 87

72.4% 8.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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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석교사의 직무

수석교사의 직무 가장 요한 직무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신임교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이 4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무의 총

이 37.5%,학습지도 역의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주 이 6.6%,교육청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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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간의 장학지원 활동의 연계 역할이 3.8%,학생의 학습활동 평가 문항의 개발,

검토,분석 주도가 2.2%,기타가 0.7%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3>수석교사의 직무

역할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X
2

p

성별

남
35 54 9 3 3 2

18.441

**
.002

33.0% 50.9% 8.5% 2.8% 2.8% 1.9%

여
188 116 21 7 14 1

54.2% 33.4% 6.1% 2.0% 4.0% .3%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48 41 7 2 2 1

19.206 .205

47.5% 40.6% 6.9% 2.0% 2.0% 1.0%

5년 이상～10년 미만
46 58 9 2 6 1

37.7% 47.5% 7.4% 1.6% 4.9% .8%

10년 이상～20년 미만
79 51 11 4 7 0

52.0% 33.6% 7.2% 2.6% 4.6% .0%

20년 이상
50 20 3 2 2 1

64.1% 25.6% 3.8% 2.6% 2.6% 1.3%

자격

직

2 정교사
27 32 4 0 2 1

22.677

*
.012

40.9% 48.5% 6.1% .0% 3.0% 1.5%

1 정교사(일반교사)
167 119 26 7 12 0

50.5% 36.0% 7.9% 2.1% 3.6% .0%

1 정교사(부장교사)
29 19 0 3 3 2

51.8% 33.9% .0% 5.4% 5.4% 3.6%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94 57 10 5 5 1

4.524 .477
54.7% 33.1% 5.8% 2.9% 2.9% .6%

없음
129 113 20 5 12 2

45.9% 40.2% 7.1% 1.8% 4.3% .7%

계
223 170 30 10 17 3

49.2% 37.5% 6.6% 2.2% 3.8% .7%

주.① 신임교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② 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무의 총 .

③ 학습지도 역의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주 .④ 학생의 학습활동 평가 문항의

개발․검토․분석․주도.⑤ 교육청과 학교간의 장학지원 활동의 연계 역할.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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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 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무의 총 이

50.9%로 나타나 상 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여자인 경우는 신임교

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이 54.2%로 나타나 상 으로 남자인 경우보다 높

게 나타났다.이는 χ 2=18.441,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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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다.(p<.01)

자격 직 에 따라서 살펴보면 2 정교사인 경우 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

무의 총 이 48.5%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1 정

교사(부장교사)인 경우는 신임교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이 51.8%로 나타나

상 으로 타 직 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22.677,p<.05로 나타나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반면,교직경력,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른 수석교사의 가장 요한 직무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수석교사의 재임기간과 재심사 기간

수석교사의 재임기간과 재심사 기간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에 따르면 체 으로 행 수석교사 4년 재임후 재평가 방식이

정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재임기간을 2

년으로 바꾸고 2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37.7%,임용 자격검

정을 했으므로 재평가 없이 재임용해도 된다는 응답이 5.7%,재임기간을 1년으

로 바꾸고 1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2%로 순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에 따라서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경우 행 수석교사 4년 재임후 재평

가 방식이 정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60.4%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5-10년 미만인 경우 재임기간을 2년으로 바꾸고 2년마

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2.6%로 나타나 상 으로 타 교직경력보

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26.516,p<.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p<.01)

자격 직 에 따라 살펴보면 1 정교사 부장교사인 경우에는 재평가 없이

재임용해도 된다 응답이 12.5%로 나타나 상 으로 다른 교사들보다 높게 나

타났고,2년마다 재평가 해야 한다는 반응이 19.6%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χ 2

=13.305,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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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수석교사의 재임기간과 재심사 기간

재임기간

변인

재평가
없이
재임용해
도 된다

행
방식이
정하다

재임기간
2년,
2년마다
재평가

재임기간
1년,
1년마다
재평가

X2 p

성별

남
6 56 41 3

.332 .954
5.7% 52.8% 38.7% 2.8%

여
20 190 130 7

5.8% 54.8% 37.5% 2.0%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3 61 37 0

26.516

**
.002

3.0% 60.4% 36.6% .0%

5년 이상～10년 미만
5 63 52 2

4.1% 51.6% 42.6% 1.6%

10년 이상～20년 미만
7 77 60 8

4.6% 50.7% 39.5% 5.3%

20년 이상
11 45 22 0

14.1% 57.7% 28.2% .0%

자격

직

2 정교사
2 38 25 1

13.305

*
.038

3.0% 57.6% 37.9% 1.5%

1 정교사(일반교사)
17 172 135 7

5.1% 52.0% 40.8% 2.1%

1 정교사(부장교사)
7 36 11 2

12.5% 64.3% 19.6% 3.6%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11 91 67 3

.684 .877
6.4% 52.9% 39.0% 1.7%

없음
15 155 104 7

5.3% 55.2% 37.0% 2.5%

계
26 246 171 10

5.7% 54.3% 37.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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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석교사 임기 교장․교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수석교사 임기 교장․교감 자격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수석교사가 교장․교감 승진에 이

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68.0%)가 가장 높았고,‘교장․교감 승진이 늦

어지므로 수석교사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29.1%)순으로 나타났다.성

별,교직경력,자격 직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른 교장,교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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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석교사제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리직체계와는 달리 교수직 체계

로 교사의 문성을 살려 장학활동의 심 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

도가 되기를 바라는 교사들의 바람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Ⅳ-15>수석교사 임기 교장․교감 자격 취득 가능 여부

자격취득 가능여부
변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기타 X
2

p

성별

남
67 35 4

1.574 .455
63.2% 33.0% 3.8%

여
241 97 9

69.5% 28.0% 2.6%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66 35 0

10.927 .091

65.3% 34.7% .0%

5년 이상～10년 미만
82 38 2

67.2% 31.1% 1.6%

10년 이상～20년 미만
101 43 8

66.4% 28.3% 5.3%

20년 이상
59 16 3

75.6% 20.5% 3.8%

자격

직

2 정교사
40 26 0

8.514 .074

60.6% 39.4% .0%

1 정교사(일반교사)
224 96 11

67.7% 29.0% 3.3%

1 정교사(부장교사)
44 10 2

78.6% 17.9% 3.6%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125 41 6

3.939 .140
72.7% 23.8% 3.5%

없음
183 91 7

65.1% 32.4% 2.5%

계
308 132 13

68.0% 29.1% 2.9%

바.수석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의 경감을 한 조치로서 정한 수업시수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에서 보면 체 으로 ‘주당 12-15시간’(48.6%)으로 가장 높았고,

‘주당 16-20시간’(41.9%)),‘주당 10시간 이내’(7.9%)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 차이는 χ 2=27.468,p<.001로 나타나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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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01)

반면,교직경력,자격 직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른 주당 수업 시수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6>수석교사의 정한 주당 수업시수

주당 수업 시수

변인

주당
10시간
이내

주당
12-15
시간

주당
16-20
시간

기타 X
2

p

성별

남
19 58 27 2

27.468

***
.000

17.9% 54.7% 25.5% 1.9%

여
17 162 163 5

4.9% 46.7% 47.0% 1.4%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8 59 32 2

8.830 .453

7.9% 58.4% 31.7% 2.0%

5년 이상～10년 미만
10 55 55 2

8.2% 45.1% 45.1% 1.6%

10년 이상～20년 미만
10 73 66 3

6.6% 48.0% 43.4% 2.0%

20년 이상
8 33 37 0

10.3% 42.3% 47.4% .0%

자격

직

2 정교사
7 38 20 1

6.711 .348

10.6% 57.6% 30.3% 1.5%

1 정교사(일반교사)
23 153 150 5

6.9% 46.2% 45.3% 1.5%

1 정교사(부장교사)
6 29 20 1

10.7% 51.8% 35.7% 1.8%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8 88 74 2

4.515 .211
4.7% 51.2% 43.0% 1.2%

없음
28 132 116 5

10.0% 47.0% 41.3% 1.8%

계
36 220 190 7

7.9% 48.6% 41.9% 1.5%

***p<.001

사.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비

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비 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을 보면 체 으로 ‘월 30만원 이상’(42.6%)로 가장 높았고,‘월

20만원 이상’(36.9%),‘월 40만원 이상’(14.8%)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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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비 차이는 남자가 월 40만원 이상이 26.4%으로 여

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반면 월 20만원 이상이 18.9%로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

다.이는 χ 2=25.968,p<.001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p<.001)

자격 직 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비 차이는 1 정교사 부장교사가 월 40

만원 이상이 30.4%로 다른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나 χ 2=14.014,p<.05로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

반면,교직경력,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비 차이는 p>.05

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Ⅳ-17>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비 정도

지원비
변인

월40만원
이상

월30만원
이상

월20만원
이상 기타 X

2
p

성별

남
28 51 20 7

25.968

***
.000

26.4% 48.1% 18.9% 6.6%

여
39 142 147 19

11.2% 40.9% 42.4% 5.5%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18 45 34 4

6.147 .725

17.8% 44.6% 33.7% 4.0%

5년 이상～10년 미만
16 54 42 10

13.1% 44.3% 34.4% 8.2%

10년 이상～20년 미만
20 59 64 9

13.2% 38.8% 42.1% 5.9%

20년 이상
13 35 27 3

16.7% 44.9% 34.6% 3.8%

자격

직

2 정교사
10 31 21 4

14.014

*
.029

15.2% 47.0% 31.8% 6.1%

1 정교사(일반교사)
40 145 127 19

12.1% 43.8% 38.4% 5.7%

1 정교사(부장교사)
17 17 19 3

30.4% 30.4% 33.9% 5.4%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23 74 67 8

1.289 .732
13.4% 43.0% 39.0% 4.7%

없음
44 119 100 18

15.7% 42.3% 35.6% 6.4%

계
67 193 167 26

14.8% 42.6% 36.9% 5.7%

*p<.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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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석교사제 면 시행시 해결 과제

수석교사제 면 시행과 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한 인식을 배경변인별

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수석교사제의 면시행과 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

해결과제
변인

① ② ③ ④ ⑤ X
2

p

성별

남
22 41 15 22 6

6.824 .145
20.8% 38.7% 14.2% 20.8% 5.7%

여
47 143 51 97 9

13.5% 41.2% 14.7% 28.0% 2.6%

교직

경력

만 5년 미만
15 46 18 21 1

21.661

*
.042

14.9% 45.5% 17.8% 20.8% 1.0%

5년 이상～10년 미만
19 59 16 21 7

15.6% 48.4% 13.1% 17.2% 5.7%

10년 이상～20년 미만
21 53 19 53 6

13.8% 34.9% 12.5% 34.9% 3.9%

20년 이상
14 26 13 24 1

17.9% 33.3% 16.7% 30.8% 1.3%

자격

직

2 정교사
10 27 14 15 0

14.723 .065

15.2% 40.9% 21.2% 22.7% .0%

1 정교사(일반교사)
49 144 44 82 12

14.8% 43.5% 13.3% 24.8% 3.6%

1 정교사(부장교사)
10 13 8 22 3

17.9% 23.2% 14.3% 39.3% 5.4%

수석교사

와

근무경험

있음
23 80 15 50 4

11.152

*
.025

13.4% 46.5% 8.7% 29.1% 2.3%

없음
46 104 51 69 11

16.4% 37.0% 18.1% 24.6% 3.9%

계
69 184 66 119 15

15.2% 40.6% 14.6% 26.3% 3.3%

주.① 수석교사 충원을 한 산 확보.② 수석교사의 연수 체계 정비.

③ 수석교사제에 한 홍보.④ 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⑤ 기타

*p<.05

<표 Ⅳ-18>에 나타난 결과를 체 으로 살펴보면,‘수석교사의 연수 체계 정

비’(40.6%)가 가장 높았고,‘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26.3%),‘수석교사 충원

을 한 산 확보’(15.2%),‘수석교사제에 한 홍보’(14.6%)순으로 나타났

다.

교직경력에 따른 수석교사제 면 시행 시 해결 과제 차이는 5년 미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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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연수 체계 정비를 약 45% 이상의 응답을 보인

반면,10년 이상～20년 미만,20년 이상 교사들은 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를 3

약 30% 이상의 응답을 보여 χ 2=21.661,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 다.(p<.05)

수석교사와 근무 경험에 따른 수석교사제 면 시행 시 해결 과제 차이는 수석

교사와 근무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수석교사제에 한 홍보를 18.1%로 응답

한 것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χ 2=11.152,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p<.05)이는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수석교사를 할 기회가 별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에

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성별,자격 직 에 따른 수석교사제 면 시행 시 해결 과제 차이는

p>.05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논의

수석교사제 시범운 황과 법제화 방안에 해 알아보고,이에 하여 교사

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 다.여기서는 수석교사제의 효율 인 운

을 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학교별 교사 1

인당 평균 수업 시수의 2분의 1수 으로 경감하도록 하 고 시범운 황에 따

르면 수석교사는 학교내에서 수석교사와 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학교에서 일반

교사가 맡은 업무는 하지 않고 있었다.그에 따라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 부담

업무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의 수업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

지만 실질 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수석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기에는 수업시수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고,반면에 일반 교사들은 수석교사

들의 수업시수 경감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 다.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 으로 교사의 33.8%가 수석교사의 수업 경감으로 다른 교

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로 응답한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이에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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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에서는 수석교사제 정착 지원을 해 등교사 500명을 확보하여 2012

학년도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반 하도록 하 다.그러나 500명 증원은 수석교사

의 수업경감분을 모두 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아닐뿐더러 앞으로 수석교

사제를 확 실시하면 더욱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수석교사

의 수업 시수 경감이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 업무의 가 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해서는 이를 체할 만한 교사의 확충방안 산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수석교사에 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해 연수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야 한다.동료 교사들조차도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승진 단계가 늘었거나 부장 교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교사를

상 로 연수와 홍보를 실시하여 교직의 문성 신장을 해 리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교수직으로 남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가 바로 수석교사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교사들 자신이 수석교사가 되고 싶어 하고 존경받는 수석교사

가 되기 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교수 활동의 질 성장을 가져올 것이

다.

셋째,교사의 교사로서 교수학습의 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업코칭과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동료교사들이

문성 신장을 해 수석교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소속 학

교에 배치된 수석교사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수석교사로부터

언제든지 수업장학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고 재 수석교사는 교

과별로 선발하여 시범운 하고 있는데 다양한 교과의 수석교사들로부터 수업코

칭을 손쉽게 받기 해서는 수석교사의 명단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수석교사는 교원의 구분에서 교장,교감,교사와 구별되는 교원의 종류

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직 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수석교사의 고유 직무에

하여 언 되고 있으나 교장 교감과의 계,학교내 근무평정 인사고과와

련하여 법정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 수석교사의 학교내 법 상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이는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 으로 수석교사

의 지 불안정을 응답한 교사가 34.4%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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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의 상 제고를 한 추가 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수석교사의 도입 목 이 리직과 교수직과의 구분으로 교사의 문성

을 높이고,교사들이 교육을 통해 자아실 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수직과 리직

을 선택하여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직의 최정 이 교

장이고 이를 해 교감의 역할을 지난다고 볼 수 있다.그 다면 교수직의 최정

은 수석교사이고,수석교사가 되기 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자료개발 컨설

을 한 비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를 해 수석교사 도입 당시

부터 제안되었던 선임교사직의 신설이 필요하다.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선임교

사의 단계를 거쳐 수석교사에 이르도록 운 하므로 우리나라도 선임교사를 거쳐

수석교사가 되는 단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수석교사의 임기 교장 교감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수석

교사가 교감 교장 승진의 간 징검다리 구조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한 것이다.그러나 수석교사제의 면 시행과 련하

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26.3%가 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로 응답하 고,수석

교사제 도입이 승진과열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들

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보면 수석교사가 리직을 포기할 만큼 매력 인 가에

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따라서 수석교사에게 있어서 교감․교장으로의

승진이 재임기간 동안 유보되거나 사실상 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토록 유

도하는 인사구조 하에서 유능한 수석교사를 확보하기 한 보다 구체 인 인사

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고 역할과 지 에 알맞은 경제 보상이 뒤따라야 수석

교사에 한 유인가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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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석교사 시범운 황을 알아보고,수석교사제

운 과 법제화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효율 인 수석교사제

실시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실태에 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과 련하여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연구의 주제와 련된 문헌과 선행연구 결

과들을 심으로 문헌을 고찰하여 이론 기 를 정립하고,수석교사 시범 황과

법제화 방안을 조사하 다.

한 조사연구에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 법제화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인

식을 알아보기 하여 질문지를 선행연구와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여 사용하 다.조사 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등교사에게

500부를 배포하 다.배포된 질문지 가운데 467부(93.4%)가 회수되었으며,이

가운데 무응답이 많은 것이나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단된 14부를 제외한 453

부(90.6%)가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에 따라 빈도와 비

율,평균,표 편차를 산출하 으며,교차분석,분산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해석

하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수석교사제 시범운 실태에 한 교사들의 인식 결과

수석교사제 시범 운 에 한 이해도에 해 질문한 결과 내용에 해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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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5.5%),취지,기능정도 알고 있다(5.5%),시범운 된다는 사실정도만 알

고 있다(28%),잘 모르는 제도이다(5.5%)순으로 조사되었다.수석교사제 도

입으로 기 되는 효과에 한 질문에는 교장․교감 승진의 과열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18.8%),학교내 연수 자율장학이 활성화 될 것이다(40.4%), 임

교사들의 수업 문성이 신장될 것이다(36.4%)라고 응답하 다.수석교사제 도

임으로 우려되는 문제 으로는 수석교사의 지 가 부장교사도 교감도 아닌 불안

정하게 될 것이다(34.4%),수석교사의 수업경감으로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33.8%),수석교사가 고연령의 평교사들에게 지도,조언하기 어려울

것이다(23.8%),수석교사 확보와 수당 등 처우에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5.1%)순으로 나타났다.

나.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에 한 교사들의 인식 결과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으로 수석교사가 교수․학습 풍토 조성에 기여한

다,교사의 교수활동 향상에 기여한다,교단교사로의 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는 항목에 해서는 체로 타당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수석교사가 승진 과열

상을 완화한다,교감과 업무 문장상의 갈등을 래하고 있다,수석교사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항목에 해서는 체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

고 있다.

다.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교사들의 인식 결과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요한 자질에 해 수업연구능력(39.7%),동료

장학능력(27.4%),교육자로서의 품성(21.2%),학생지도능력(10.2%),공직자

로서의 자세(1.1%)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가 되기 한 지원 자격에 해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정하

다(72.4%),교육경력을 상향조정해야 한다(19.2%),축소해야한다(8.4%)로

응답하 다.

수석교사의 직무 가장 요한 직무로는 신임교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이

49.2%로 가장 높이 나타났고,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무의 총 이 37.5%,

학습지도 역의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주 이 6.6%,교육청과 학교간의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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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활동의 연계 역할이 3.8%,학생의 학습활동 평가 문항의 개발 검토,분석

주도가 2.2% 순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의 재임기간과 재심사 시간에 해 행 수석교사 4년 재임후 재평가

방식이 정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재임

기간을 2년으로 바꾸고 2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37.7%),임용 자격검

정을 했으므로 재평가 없이 재임용해도 된다(5.7%),재임기간을 1년으로 바꾸

고 1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2.2%)로 나타났다.

수석교사가 임기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해 교

장․교감 승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68.0%)가 가장 높았고,‘교

장․교감 승진이 늦어지므로 수석교사로의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29.1%)

순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의 정한 수업시수에 해서는 주당 12-15시간(48.6%)으로 가장

높았고,주당 16-20시간’(41.9%),주당 10시간 이내(7.9%)순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비에 해서는 월 30만원 이상(42.6%)로 가장 높

았고,월 20만원 이상(36.9%),월 40만원 이상(14.8%)순으로 나타났다.

수석교사제 면 시행과 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서는 ‘수석교사의

연수 체계 정비 40.6%,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 26.3%,수석교사 충원을

한 산 확보 15.2%,수석교사제에 한 홍보 14.6%로 나타났다.

2.결론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수석교사제 시범운 과 련하여 경력 교사나 수석교사와 근무한 경험

이 없는 교사들인 경우에는 수석교사제에 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제주도 등학교 108학교 8개교에서만 수석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

석교사제에 해 심이 없는 교사들인 경우에는 수석교사제에 해 알지 못할뿐

더러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야 할 것이다.수석교사제가 정착이 되기

해서는 도입 목 과 운 내용 등에 해 교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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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따라서 공청회 세미나 개최,교육청 차원의 교원 연수시 수석교사제

에 한 토론 주제 채택이나 강의 배정 등 홍보와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수․학습 풍토 조성에 기여하여 수업의 문성을

가진 교사의 양성 공교육 강화를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수석교사제의 도입 실시에 해 정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그러나 승진과열 상을 완화시키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에 해서는 부정 인 측면이 많았다.따라서 가르치는 교사가

우 되고 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수직에서 물러나 리직으로 넘어가지 않고

유능한 수석교사를 확보하기 한 보다 구체 인 인사 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수석교사제의 법제화 방안에 한 인식 조사에서는 지원자격,교장․교

감 자격취득 불허 등과는 법제화된 내용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당 수

업 시수,연구활동 지원비에 한 인식은 의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수석교사가 최고의 수업 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유지 발 시켜

나가도록 하기 해서는 정기․부정기 인 연수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수석교

사제의 안정 인 정착을 해서는 실질 인 수석교사 연수 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 한 과제라는 응답은 등 교사들이 엄정한 검증과 실질 인 연수

를 통해 문 자격을 갖춘 실력 있는 수석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수

석교사가 되기 해서는 180시간의 자격 연수를 거쳐야 한다.이 연수에는 여러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수업 문가에 의해 자신의 수업을 코칭 받아

보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수석교사가 해야 될 업무에서 가장 요한

것은 동료 교사들의 수업을 코칭하는 것이다.하지만 부분의 교사는 자신의 수

업에 해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흔히 동료 장학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업을 계량 으로 평가하고 수업을 마친 후 수업 평

가를 하는 모임을 가지는 것이 부다.하지만 수업 코칭은 단순히 수업내용만

평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수업 코칭은 수업의 다양한 기술과 수업의

흐름에 한 임상 비평,학생들 사이에 일어났던 배움의 다양한 과정을 면 히

살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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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에는 장학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

방학을 이용하여 집합연수나 세미나 개최 는 통신 연수 등을 개설하는 등 시스

템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해외의 수석교사제 운 실태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나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채 을 제공해주는 방

안도 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 로 효율 인 수석교사제 운 을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수석교사제가 시범운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사회에 안정 으로 자리매

김하기 해서는 수석교사제에 한 홍보를 통하여 교직사회의 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수석교사의 수업 업무 경감이 다른 교사의 부담이 되지 않게 시간강

사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신규교사의 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교사의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교원확충이 이루어져야만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 시키지

않고 수석교사의 기능이 제 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수석교사 임기 에 교감․교장 자격취득을 불허함에도 평교사에게 충분

한 유인가가 될 수 있는 추가 인 우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한 연구가 필요하

고 수석교사를 포함된 승진체계 교수직체계에 한 후속 입법이 요구된다.

넷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 로 수석교사제도

가 운 될 수 없고, 산이 수석교사의 증원 범 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추후 계법 개정을 통하여 수석교사와 련된 산을 법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아직 수석교사의 역할이 모호한 상태에서 제도가 이루어지면 학교내

수업장학과 컨설 을 담당하는데 있어 교감,연구부장의 역할과 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의 역할에 한 규정이 지속 인 보완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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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ElementarySchoolTeacher'sPerception

ontheManagementSystem of

MasterTeacherinJeju

Kim,MinJung

MajorinElementary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Ko,Jeon

Thepurposeofthisstudyistolookintothepresentconditionof

themodeloperation ofthemasterteacher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Province,andtoprovidebasicdataforfindingways

toimplementanefficientmasterteachersystem,throughsurveying

teachers'perceptionontheoperationofthemasterteachersystem

andonthelegislatedplanofthemasterteachersystem.

Detailedresearchproblemsforachievingtheabovepurposeareas

follows:

First,whatistheteachers'perceptionontheactualstateofthe

modeloperationofthemasterteachersystem?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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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whatisthe teachers'perception on the effectsofthe

introductionofthemasterteachersystem?

Third,whatistheteachers'perceptiononthelegislatedplanof

themasterteachersystem?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I worked out theoretical

foundationsthroughinquiringintorelevantliteratureandtheresults

ofprecedentstudies,andinvestigatedthelegislatedplanaswellas

thepresentconditionofthemodeloperationofthemasterteacher

system.Also,forsurvey research,getting advicefrom my thesis

director,Iprepared and used aquestionnairebased on precedent

studiesandtheoreticalbackground,in ordertoexamineteachers'

perceptiononthemodeloperationofthemasterteachersystem and

the legislated plan.The subjectsofthe survey were elementary

schoolteachersin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towhom 500

copiesofthe questionnaire weredistributed.467 copies(93.4%)

amongthedistributedquestionnairecopieswerecollected;and453

copies(90.6%)except14copiesthatincludedalotofno-responses

orwerejudgedtobeworthlesstothestudywereusedforresolving

theproblemsofthisstudy.Frequency,ratio,mean,and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from the collected data according to

questions,usingtheSPSS/Win18.0program;andtheresultswere

interpretedthroughcrosstabulationanalysisandANOVA.

The results ofthe study obtained from the above process are

summarizedasfollows:

First,asforthemodeloperationofthemasterteachersystem,it

wasfoundthatteachersoflimitedexperienceorteachershavingno

experienceofworkingwithamasterteacheroftendidn'tknow well

aboutthemasterteachersystem.Thismaybeascribedtothelackof

publicityortraining,teachers'indifference,andsoon.Therefor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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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ecessarytostrengthenpublicityortrainingrelatedtothemaster

teachersystem.

Second,asfortheeffectsoftheintroductionofthemasterteacher

system,itwasfound thatthey had a positiveperception on the

implementationofthemasterteachersystem,astheyresponded,"It

contributestoimprovementinateacher'steachingactivitiesaswell

astothecreationoftheteachingandlearningclimate."or"Itraises

prideasateacher."However,itwasfoundthattheyhadanegative

perception on the argument that the system eases the heated

competitionofpromotion.

Third,asforthesurveyofperceptiononthelegislatedplanofthe

masterteachersystem,theyhadopinionssimilartothelegislated

contentssuchasthestandardsforapplication,non-permissionofa

principaloravice-principal'sacquiringthequalification,andsoon;

butshoweddifferenceinperceptiononclasshoursperweekandthe

supportfund forresearch activities,which may be construed as

requiringmoreaccuratedefinition.

Asaconclusion,Iproposeasystem ofmasterteacherasinfollows.

Firstofall,tostimulateinterestaboutmasterteachersystem,we

needtopromotemasterteachersystem toteachingsocietyandalso

topublic.Atthesametimeweneedtoexpandnumberofteachers

and budget sufficiently. In addition, legislative activities are

requiredtodefinepromotingsystem includingmasterteacherand

teachingpositionsystem.AlsoIsuggesttohavemorestudiestoget

socialagreementaboutroleofmasterteacher'srole.

Keywords:MasterTeacherSystem,TeacherCertification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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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 본 조사 연구를 하여 귀 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수석교사제 운 에 한 선생님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보다 나은

운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선생님의 자료는 연구 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본 연구가 마무

리 되는 12월 31일까지는 완 히 폐기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성의 있는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10.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교육학 공 김민정 올림

※ 본 설문과 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6-9898-0024 ✉ ciail@naver.com

※ 해당되는 곳에 √를 해주십시오.

1.학교 소재지

＿① 제주시 지역 ＿② 서귀포시 지역 ＿③기타 읍․면지역

2.성별 ＿① 남 ＿② 여

3.교직 경력(만 경력을 의미함)

＿① 만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4.자격 직

＿① 2 정교사 ＿② 1 정교사(일반교사) ＿③ 1 정교사(부장교사)

5.수석교사와 같이 근무했던 경험 유무 ( 재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6.학교 규모

＿① 6학 이하 ＿② 7학 -17학

＿③ 18-35학 ＿④ 36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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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석교사제 시범운 에 한 설문입니다.

1.선생님께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 에 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① 시범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구체 내용에 하여 잘 알고 있다.

＿② 시범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나 표 기능 정도는 알고 있다.

＿③ 시범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나 혹은 지인을 통해 들어본 정도이다.

＿④ 수석교사에 하여 들어보거나 할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 제도이다.

2.선생님께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기 되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교장․교감 승진의 과열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② 학교내 연수 자율장학이 활성화될 것이다.

＿③ 임 교사들의 수업 문성이 신장될 것이다.

＿④ 기타 ( )

3.선생님께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상되는 가장 큰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수석교사의 수업경감으로 다른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② 수석교사의 지 가 부장교사도 교감도 아닌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③ 수석교사 확보와 수당등 처우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④ 수석교사가 고연령의 평교사들에게 지도․조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⑤ 기타 ( )

Ⅱ.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향에 한 설문입니다.

*　수석교사제는 수업 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 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이러한 본래의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

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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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도입은

5 4 3 2 1
매우

그 렇

다

체로

그렇다

보통

다

체로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교수․학습 시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

5
교사들의 교수활동 향상에 실질 으로 기

여하고 있다.

6
교단교사로서의 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7 승진과열 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8
교사들에게 수석교사라는 다른 상 자

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다.

9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업무 분장 상의

갈등을 래하고 있다.

10
교사와 수석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Ⅲ.수석교사제 법제화 방안에 한 설문입니다.

11.수석교사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가장 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자로서의 품성 ＿② 공직자로서의 자세

＿③ 학생지도능력 ＿④ 동료장학능력

＿⑤ 수업연구능력 ＿⑥ 기타 ( )

12.수석교사가 되기 한 지원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 문직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정하다고 생각한다.

＿② 교육경력을 축소해야 한다.

＿③ 교육경력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

13.논의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직무 가장 요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임교사의 멘토링 수업 컨설

＿② 교내 연수 수업 장학업무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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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습지도 역의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주

＿④ 학생의 학습활동 평가 문항의 개발․검토․분석 주도

＿⑤ 교육청과 학교간의 장학지원 활동의 연계 역할

＿⑧ 기타 ( )

14. 행법상 수석교사의 재임기간은 4년이고,업 실 연수실정 등을 반 한 재

심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임용 자격검정을 했으므로 재평가없이 재임용해도 된다.

＿② 행 수석교사 4년 재임후 재평가 방식이 정하다고 본다.

＿③ 재임기간을 2년으로 바꾸고 2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④ 재임기간을 1년으로 바꾸고 1년마다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5.수석교사 임기 에는 교장․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 습니다.이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수석교사가 교장․교감 승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교장․교감 승진이 늦어지므로 수석교사로의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③ 기타 ( )

16.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의 경감을 한 조치로서 정한 수업시수는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당 10시간 이내 ＿② 주당 12-15시간

＿③ 주당 16-20시간 ＿④ 기타 ( )

17.수석교사의 연구활동 지원비 등 수당 수 은 어느 정도가 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 40만원 이상 ＿② 월 30만원 이상

＿③ 월 20만원 이상 ＿⑤ 기타( )

18.수석교사제의 면시행과 련하여 가장 시 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고 생가하십니까?

＿① 수석교사 충원을 한 산 확보 ＿② 수석교사의 연수 체계 정비

＿③ 수석교사제에 한 홍보 ＿④ 교원 승진 구조의 재검토

＿⑤ 기타 ( )

-끝까지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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