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와
체제의 중요도

부설 중�고등학교운영
-성행도 분석

죠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부설 초퉁학교와 부설 중�고퉁학교의 운영 개선방안

에 대해 중요도 실행도 분석 (lPA: Importance-Perκfcαmπ)fma

하여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올 위한 기초자료를 제종하고자 하였

다 조사대상은 2011년 교육통계연보에 국럽대학 부설 초퉁학교，중학교，고등학

교에 소속된 교사로，볼생설한 용당올 제외한 855병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IPA 분석 결과，국립대학 부설 초둥학교의 경우 제 l사분연(지속유지)에는총

13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는 6개，3사분변(낮은 우

선 순위)에는 7개가 포함되었다 반면 4사분연(과잉노력 지양)에는 어떤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국립대학 듀옐 중�고등학교 운영의 IPA 분석 결과는， 1시분연(지속유지)

에 6개 항목이 강F분연(우선시정 노력)에는 12개，3사분변(낮은 우선 순위)에는

• 01종근{동아대학교볍학건문대학 교수)，이지혜(서원대학교교육학과 조교수)，하

봉운(경기대학교교육학과 교수)，오세희(인제대학교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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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4사분연(과잉노력지양)에는3개 항목이 포함되어 부설 초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를보였다

이러한 경괴는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는 현재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

으로 그 위치릎 확립하여，대학 부설학교 간 지원과 협력 체계가 개선되어야 항

을 시사하며，부절 중 고퉁학교 역시 주요기능을 유지시키연서 행�재정적지원

을 개선해 나갈 필요Jr 있다
주제어 IPA 분석 1 국엽대학←부성초등학교1 묵링대학부설중 고등학교곡링대학부설

학교운영 체제

I 서론

교원양성 대학 재학생의 현장 연구와 교육실습을 위하여 설치된 국립

대학 부설학교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

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부

분의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이러한 기능 외에 학생교육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발휘하여 각 시 도의 명문학교로서 “학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학

교，교사들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학교”로 자리매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 공립학교의 선도적 학교로서 그 역할을 수행

해 온 것이 사실이다(이경복，2009)

하지만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초 중등교육의 권한이 중

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점차 이양되는 추세에 따라 ‘국립대학 부

설학교’의 법적지위를 ‘국립학교’에서시 도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로

전환히는 방안을 2008년 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정부조직체제 개

편 방안의 일환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4일에는 2009년부터

이들 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한 후 국립대학-시’도교육청 간의 협약에

의한 부설학교로 ‘지정’하는것을 내용으로 핸 ‘국립대학설치령’，‘서

울대학교 설치령’，‘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박재윤 외，2009)

이후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공립학교로의 전환 정책은 교 사대 재직교

수，부설학교 교원 및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200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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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류된 상태이지만 ‘정부조직체제개편’이라는흐름과 함께 지방교

육자치 시대 속에서의 ‘부설학교기능 강화’라는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의제화되고 추진이 시도될 수밖에 없는 것응 사실이다(박재윤외，
2009)

이러한 시점에서 박재융 외(2009; 2010)의 연구에서는국립학교 교원

과 공사립학교 교원틀의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인식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플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결과에서 공사립교원들의 인식정도나 요구수준보다 국립학교 교원들의

인식정도나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선방안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 체제를 도출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국
립대학)부설학교개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 부

설학교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수준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향후 보다 집중적으로 실행 노력을 기울이고 개선해야 하는 항

목들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가

초퉁학교와 중�고퉁학교에서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논의(이지혜，2012)

를 토대로 국립대학 부설 초퉁학교와 중�고등학교운영 체제에 대한 중

요도-실행도를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국립대

학 부설 초둥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실행도는 어떠한지，그리고

국립대학 부절 충 고퉁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중요도 실행도는 어떠한지

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대학 부설 초등

학교와 중�고등학교운영에 대한 시의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H 극렵대학 부설학교 운영 현황 벚 쟁점

1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 현황

2012년도 기준 국립대학들이 운영하는 부설학교는 전국에서 4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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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가 각각 4개의 부설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3개 대학교가 3개，5개의 대학교가 2개，나머지 대

학들이 각각 1개의 부설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40개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2011 년을 기준으로 학교 수는 유치

원이 가장 적은 3개이며，이어서 중학교 9개교，고퉁학교 11개교，초동

학교 177H교 순으로 초등학교가 절반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국에서 26，29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가 10，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퉁학교 9，663 명，중학교 6，031 명，유치원 240 명의

순이었다 학급은 총 8507H의 학급이 있으며，초동학교 387학급，고둥학

교 263학급，중학교 185학급，유치원 15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유치원

을 포함한 교원응 총 1，561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 남자교원이 732 명，

여자교원은 829명으로 여자 교원이 남자교원에 비해 약 1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 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충북지역이 총 7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지역 5개교，대구 충남지역에서 각각

4개교가 운영 중이다 이와 반대로 대전 울산 경기지역에는 국립대학

부설학교가 위치하지 않아서 앞의 충북，서울，대구，충남지역과는 차이

가 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 (2011) 을 살펴보면， 결산

액을 기준으로 할 때 세입예산은 평균적으로 1，561 ，144，000 원 이었으며，

세출예산은 1，486 ，030 ，000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액 기준 세출예산

이 가장 많은 학교는 3，072 ，123，000 원 이었으며 가장 적은 학교는

804 ，843 ，000 원요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많은 학교의 30% 에도 미치

지 못히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 년 상설 연구과제

지정 운영학교 현황은 10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4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연구 관련 학교가 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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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션행연구 개관

국립대 부설학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을 중섬으로 살펴보면，국립대 부설 초 중’고등학교를 모두 연

구대상으혹 삼은 연구 보다는 국립대 부설초퉁학교를 대상요로 한 연구

가 더 많은 펀이다 국립대 부설학교 관련 선행연구를 살피보면，부설학

교 여건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교육실습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그리고 대학과 부설학교의 연계 강화방안 연구，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제

도개선 방안풍크게 네 흐름으로구분할수 있다

첫째，교대부설초퉁학교의 여건 조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는 얀천교육대학교 부설초퉁학교 발전방안 연구(허숙외，2002)와 특수

목적 설립 학교로서의 부설초등학교 발전 방안(홍성식 외，2002)이 대표

적이다 허숙 외(2002)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사 양성 교육에서 부설학

교가 갖는 기놓과 역할，인천교대 부설초등학교의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인천교대 부설초등학교의 발전 방향의 모색 및 기본안 제시 등 이다 한

펀 홍성식 외(2002)는 서울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국립대학 부설초동

학교의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개선

방안으로 국립대 부설호등학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

을 수립하여 시설 보완，교육 실습생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를 위

해 설습 대용학교의 무분별한 난립을 자제하고 지도교사의 사전 연수의

필요성 강조，실습생 지도를 위한 모범적인 지도 자료 개발 권장，부설

초퉁학교 근무에 대하 타당한 보상책 수립 퉁을 제시하였다

툴째，교육실습제도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한 연구로는 박순자 외(2001)의 ‘초등학교 교육실습의 효율화 방안’ 연

구，윤기옥 외(2001)의 ‘반성적교육실습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교사-초

임교사�교생의 지각분석’ 연구와 ‘교육대학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발전방안의 탐색’ 연구가 있다 그리고 박영만 {2002)의 ‘교육실습내

실화의 방향 탐색’연구，박영만 외(2003)의 ‘교육실습제도 개선 연구’，

왕한신 외(2004)의 ‘교육실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김기태

(2004)의 ‘교육대학교육실습제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등이 있다 이 연

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 퉁 교육실습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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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실습 기간 연장，도

서 벽지학교에서 실습하는 지방실습제，교육실습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

램，교육실승 평가를 통해 교육실습의 효과를 확인하고 교육실습 프로그

램의 질적 수준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실숭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 법

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셋째，교대와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방안 중심의 연구를 살펴보면，심

우엽 외(2003)의 ‘교대와초퉁학교의 연계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교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초등교사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초동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교대와 초동학교 간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

식 하에 구체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넷째，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는 진

동섭 외 (1999)의 ‘초중고릉 국립학교 제도 개선 방안 연구’，진통섭 외

(2002)의 ‘대학부설학교의 특성화 운영방안 연구’，박영만 외(2005)의

‘교육대학 부절초등학교 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박재윤 외

(2009)의 ‘국립대학부설학교 운영 개선 방(안연구’，김민희 외(2009)의

‘국립학교제도개선방안 연구’등이 있다 진동섭 (1999)의 ‘초중고동 국

립학교 제도 개선 방안 연구’는초 중고등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초�중

고등 국럽학교의 제도 운영 현황，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제도 및 운영

의 개선 방안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박영만 외(2005)의 ‘교

육대학 부설초등학교 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의 운영 현황과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부

설초퉁학교의 기능을 강화 t-j-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진통섭 외

(2002)의 ‘대학부설학교의 특성화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부설

학교의 기농 수행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의 방향과 방안을 체

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재윤 외(2009)의 연구는 국

립대학의 사범，교육계 부설학교들의 운영 개선방안을 분석，제시한 것

이다 김민희 외(2009)의 연구는 국립학교 제도 운영 대한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고，지금까지 국립학교제도를 운영해온 논리를 반성적으로 검토

한 후，국립학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편 원칙을 제시하며，국립학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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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섯째，국립대학 부섣 초등학교 운영 모형과 부설 중 고등학교 운영

모형을 비교한 이지혜 (2012)는 국립대 부설 초퉁학교와 부설 중�고퉁학

교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박재윤 외(2009)가 제안한 법인화

관련 모형，공립화 모형，존치형，그리고 이지혜 외(2012)가 제안한 지도

감독권만 시 도교육청으로 위입한 현행 체제 유지 모형，자융형 공럽학

교 모형과 법인형 공립학교 모형이 부설 초등학교와 부설 중�고등학교

에 달리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시 �도교육청의 지원

과 부설학교의 자융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국립대학 부설 초퉁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의 전환，그리고 대학과 부설학교 협력을 통해 대학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립대학 부설 중�고둥학교는 국립대 법인화

모형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물리적 여건，장학 관리�감독，재정，

인사，특수목적 기능，대학과 국립대 부설학교와의 연계 등으혹 구분하

여 정리하였다

첫째，시설과 관련하여 교실의 노후화，특별실 부족，대형 강당 및 체

육관 부재，교육시설 및 기자재 노후화，도서실，컴퓨터실， 과학실의 현

대화가 늦고，교육 복지 시설의 열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오늘날 대학의 규모에 맞는 실습 및 연구학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웅이 많다 또한 교수 학습용 기자재와

관련하여 교육실습용 학습자료 및 교수용 자료，기자재 부족，교육실습

교재가 학교 마다 다르고 내용이 열악하다 또한 엽무 보조원과 관련하

여 업무량 과다로 교육력 저하，교무실 보조원，전산보조원， 사서보조원

풍의 지원이 공립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교과전담 교사의 부적절한 배

치등을들수있다

둘째，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단위학교에 대

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윤 외

(2009)의 연구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에 퍼져있는 국립학교에 대

하여 실질적으로 장학활통을 하기 곤란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공립

학교와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대학에서는 공동연구，공동강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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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의 기회에 있어 부설학교 교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

렵다
셋째，국립학교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성�배정하기 때문에 교

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시행하는 특별사업에서 국

립학교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이 열악하고，상설 연구 추

진을 위한 연구비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넷째，부설학교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 중에서 선말�임용되고 있

어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들이라 할 수 있음에도 숭진상의 혜택이 감

소하고 있음에 따라 최근 국립학교 지원 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

으로 교원 연수，포상，전입 출과 관련하여 상급(교장�교갑)자격 연수

대상자로 지명된 교사의 공립학교 전출이 유보되거나 교육청 임의로 학

교를 배정하논 경우도 있고，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창�단기 해외

연수 기회가 없어，상대적으혹 국컵대학 부설학교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다섯째，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상설연구학교로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연구과제나 혁신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이나

연구주제들이 공립학교에서도 하는 것과 차별적이지 않다

여섯째，국럽대학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부설학교 교사의 교직

전문성을 신장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

대학과 부설학교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학 부설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사범(교육)대학은부설학교 운영

조직상 대부분 ‘자문기관’으로만포함되어 있을 뿐 교원인사를 제외한

실질적인 학교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다

3 극렵대학 부설학교 운영 관련 쟁점

1) 국렵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

현재 「초중퉁교육법」제6조，제7조 및 제9조와 「통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르면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감독，학교평가， 입학기일

풍의 통보에 대한 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동은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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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에게，그 외의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시 도 교육감에게

있다 그 결과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며 통일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상 및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감독。1 이루어질 펼요가 있

으므로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

요가있다

2) 연구학교 지정 운영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국립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교육실습 및 선도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김

민희 외，2009) 국립대학 부설학교가 수행하는 교육실송의 기능은，먼

저 교사 양성과정에 있어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심화시키고， 교직

에 관한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교육의 실제적인 이해와 기능 그리고 교

직 사명감을 진작시켜 유능한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며，교육실습은 크게 수업실습，실무실습，참관실습

으로나눌수있다

그리고 국럽대학 부설학교는 연구와 실험을 통해 성취된 결과를 적용

히는 선도학교록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험 연구학교로서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거나，수업 개선을 위한 공개 수엽，연구 활동

및 각종 학교 경영의 시범적 운영으혹 일반 공립학교에 일반화시키기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이를 위해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은

모두 상섣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와 주제별로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시 도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타 부처 요청 연구학교 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

고 있어 기존의 국립대학 부설학교만 가지고는 연구 기능을 수행핸데

한계가 있다 그 결과 국립대학 부설학교가 지니는 연구 시범 학교로서

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립대학 부설학

교의 연구학교 자동 지정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에 대한 특혜 논란도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에게 국립대학 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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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이양하여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원에게 부여하는

연구학교 가산점 특혜를 배제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방법을 개

선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3)극링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학생선발

현재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공랩화 전환에 있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

는 것이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학생 선발 문제이다 현재 국립대학

부절 초등학교의 학생선발은 선지원 후추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원을 초과한 지원으로 인하여 탈락학생이 말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초둥학교와는 달리 정원을 초과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탈락된 학생

들의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4) 기타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사의 임용은 단위학교장이，교원의 송진 관련

인사 및 교창�교감 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장

학활통은 해당 교육청에서 수행하고，예산 지원은 교육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운영은 공립학교는 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단위학교에 교부하나，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서 직접 편성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에서 대학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학교로 교부함으로써 대학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해서는 인사，창학，

재정 담당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통합적 운

영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인사，장학，재정이 통합

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1공립학교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지

적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진동섭，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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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연구방볍

1 연구대상 1)

본 조사의 모집단은 현재 국럽대학 부설 초퉁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에 소속된 교사로 2011년 교육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대상이다 조

사는 2012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

조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설문지를 발송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다 전수조

사를 하였으므로 모집단 전체인 초둥학교 교사 517명，중학교 교사 399

명，고등학교 교사 627명으로 총 1，543명이 연구대상이다 회수율은

62.09%로 1，543명 중 958명이었으며，볼생실한 웅답을 제외한 855명의

자호a가 최종분석 자료이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855명을 살펴보면，소속

학교별로는 초퉁학교 348명(40.7%)，중학교 196명(22.9%)，고등학교

311명(36.4%)이었으며， 성별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교직경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교사가 342명(40.0%)으로 가장 많았고，소속 학교 재직

기간은 l년 미만이 182명(21.3%)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대학은 국립대

사범계 교사가 435명(50.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국립대 부절학교 교사의 국립대 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 및 실

행도를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인 박재윤 외 (2009)의 ‘국립대학 부설학

교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연구에서 도출한 문항틀을 수정 보완하였다

완생된 설문내용은 3차례의 연구진과 관련전문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

토를 받았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에서는

각 항목별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웅답하게 하였으며 중

1)분석 자료는 이지혜， 이종근， 오세희， 하봉운(2012)의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 체

제 개선 òlJ<간’연구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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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실행도는 실제 국립대학 부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항목은 크게 국립대

부설학교의 기능，장학， 지융성， 지원， 대학)부설학교 간 협력，설립취지

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실행도분석 준거

영역 하O 요「

국립대
국입대 부설학교는 교 사대 재학생틀의 실습학교후서의 가능융 한다
국업대 부설학교는 정잭연구학교로서의 기능을 한다

부설학교
국립대 부설학교는 시범학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의 가능
국립대 부설학교논 일싼 곳교육 기관 보다 더 많은 역할응 수행한다

장학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장학은 시 도교욕칭이 맘당한다
교육갱에 의한 장악지도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로서의 특수성이 안영되어 까 행되고 있다

국립대 부설악교는 효융적 기능 수행을 워하여 학생선발의 자융성을 갖고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는 효융직 기능 수쟁을 위하여 교원임용의 자융성을 갖교 있다
국링대 부설학교는 효융직 기능 수행을 워하여 교유과정 운영의 자융성응 갖고 있다

자율성
국립대 부설학교는 효융적 가능 수행을 위하여 수업연한과 학사일정의 자윷성응 갖고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는 효융척 기능 수뺑을 워하겨 교과서 시용의 자융성을 갖1 있나
욱힘대 부설학교는 효율척 가능 수행응 워하여 쿄무분장의 0'1-율성올 갖고 있다
묵립대 부설학교는 효율적 가능 수행음 위하여 재정운영의 X 윷성응 갖고 있다

국링대 부설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탱정적 지원과 협력이 잘 이푸어지교 있다
국링대 부설학교는 시도교유청의 재정적 지원과 협역이 잘 이루어지교 있다
교유과박기술부는 관할청으로서 국링대학 부설학교에 대하여 충운한 행정석 지윈을 하

지왼
고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할정으로서 국립대학 부설악교<;1대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
고있다
소속 교 사대는 부설악교에 대하여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마
소속 교 사대는 부설학교에 대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윈을 하고 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ii'과지도 영역에서 소속 1 샤대와 부설악교 사이의 협력이 잘 이루어
지고 있나
국링대 부성학교 특별합동 잊 재향활통 영역에서 소속 교 사대와 부설학교 샤이의 협력

대랴부
。1 장이루어지고있다

설학교
국립대 부설학교 생딴지도 영역에서 소속 교 사대와 부설학교 사이의 협력이 장 이루어

간협력
지고있마
국립대 부설학쿄 연구수행 영역에서 소속 교 사대와 부설화교 사이의 협력이 장 이루어
지고있다
국립대 부설학교 학]고경영영역에서 소속 교 사대와 부설화교 사이의 협역이 장 이루어
지고있다

설입취지
국링대 부설학교는 설립취지에 '1추어 인"1상 혜택(가상캠)응준다
쥬링대 부설학교는 설링춰지에 '1추어 교장입용을 교육감 소관ξ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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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분석 결과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 체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에 대한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 <l는 81，.75였다 중요도

의 경우 영역별 신뢰도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기능 78，장학 83，자율

성 74，지원 76，대학-부설학교 간 협력 75，설립취지 81이었고，실행

도의 경우 영역별 신뢰도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기능 74，장학 75，자

율성 67，지원 66，대학 부설학교 간 협력 64，설립취지 75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 <l 계수를

산출한 다음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하여 영역별，각 세부 항목별로 대웅표본 t-검증(paired t-tesr)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항목에서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요도와 설행도의

차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 순위를 산출하였다

다읍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 똥을 산

출하기 위하여 중요도 실행도 분석 (lmporrance-Performance An잉YSIS

IPA)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Martìlla와 ]ames 에 의해 소개된 이래

교육학，심리학，건강，마케팅，은행 동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조미나 양일선， 2006) 정해진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적으

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나 사항，정책 퉁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김성섭，2001)

중요도 실행도 분석은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표에 각 위치를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함으로써 실무자틀이 쉽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중앙값이나 평균값을

이용하여 X축，Y축으로 이루어진 4 사분변의 좌표상에 각각의 값의 위

치를 표시한다〈김남조，2005)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의 평균값을 이용

하여 X축과 Y축을 설정하고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중요도 실행도 분석

매트릭스의 형태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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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요
도

"，Z。。

제 2사분연 우선 시갱노력 제 1사분연 지속유지

높은중요도 높은중요도
낮응만족도 높은 실행도

제 3시분변 낮은우선 순위 제 4사분연 과영노력지양

낮은중요도 낮은중요도
낮은만족도 높은 실행도

낮음 실행도

〈그림 1> IPA 중요도-실행도매트럭스

높음‘

IPA 중요도 실행도 매트릭스에서 1사분면(지속유지 높은 중요도 &

높은 실행도，K ，εε'P Up thε Good WOtk) 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두 높

은 상태로서 평가 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실제로 평가 속

성에 대한 성취도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2사분연(우선 시정 노력 높은 중요도 &

낮은 실행도， Concenrrate Here)은 평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이 평가 속성에 대한 실행도에서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 향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속성들이다 셋째， 3사분면(낮은우선 순위 낮은

중요도 & 낮은 실행도，Low Priority)은 평기속성에 대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고 실행도 또한 낮은 상태로 현재 이상의 노력이 볼필요하

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속성들이다 넷째，4사분변(과영
노력 지양 낮은 중요도 & 높은 실행도， Possible Ovcrkill)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평가속성에 대해 성취도가 과영되게 나타난 상태로

투입된 노력을 다른 E형기속성에 투입해야 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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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연구결과 벚 해석

1 극렵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중요도경행도 분석 결과

1) 국렵대학 부설 초등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도 맺 실행도

차이 분석

국럽대학 부설 초등학교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교

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2>와 같다 우선 국립대학 부설 초

등학교 교사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기능 영역 중 실습학교

기힘 4.88) ，정책연구학교 기능 (48 이，시범학교 기늙 4.77) ，지율성 영역

에서 교원임용의 자율성 (4.74)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4.74) 로 나타났

다 반면 장학 영역에서 시 도교육청 담당 장학 (2.81) 이 중요도 인식에

서 가창 낮게 나타났으며，설립취지 영역에서 설럽취지에 따른 교장임용

의 교육감 소관 (3.31) ，장학 영역에서 교육청 장학지도 (3.42) 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행도에서도 중요도와 마찬가지로 실습학교 기능 (4.86)，정책연구학

교 기능(4.79) ，시범학교 기녕 4.78) 의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읍으로 일반 공교육 기관 보다 많은 기능 (4.76) 으로 나타나 실행도 상위

4개 항목이 모두 기능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

행도 하위 항목 중 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 (2.53) 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설립취지에 따른 교장 임용의 교육감 소관

(2.85) ，시도교육청 행정적 지원 (2.87) 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립대학 부설 초동학교의 운영 체계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

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t 캠정을 설시한 결과，국

립대학 기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부설 초동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지원 영역(1.60)으록，지원 영역의 시 도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1.86)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원 영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1.78)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행정적 지원 (1.51) ，교 사대의 재정적 지원 (1.44) ，교’사대의 행

정적 지원 (1.35)의 순￡로 상위 5개 항목이 모두 지원 영역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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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럽대학 부실 초등학교 운영체재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증요도 실행도 중요도
영역 항목

실행도
p 순 위

M so M SO

1 설습학교기응 4.88 40 4.86 42 0.02 483 630 22

ι 정책연구학교 71능 4.80 48 4.79 51 0.01 483 63C 23

3 시염학교기; 4.77 " 4.78 jC 0.01 ← 182 85’24

4 일반 콩교유 기관 보다 많응 71능 4.ì3 " 4.76 57 O.O~ '(1) 475 25

소제 4.80 39 4.80 37 0 .031 975

3 시도교육청 담당장학 2.81 L3l }.03 1.25 -0.22 -}.243 001 26

장학
β 교육청 장학시되국컵대 부설학교

3.42 1.33 }.05 1.29 0.37 5.32‘이O 20
의 특수성 반영)

소게 3.11 1.18 304 1.13 0.07 1.337 .082

7 학생선안의 7↓융성 4.59 73 4.09 1.25 05 8.239 ()()() 16

8 교원 임용익 자율성 4.74 55 4‘9 78 0.26 6.532 ωo 21

9 교유과정 운영의 자융성 4.74 ” 4 ，31 77 0.43 lO.078 ()()() 19

10 수엽연한과 학사일정의 자융성 4.66 62 3，97 1.01 0.69 13.073 ()()() 13
자율성

11 교파서 사용의 자융성 4.49 77 3.73 1.18 0.76 12.717 .()()() 11

12 교무분장의 자융성 4.63 63 4η 100 0.48 9.484 αxl 17

13 재정운영의 자융성 4.61 70 }.42 1.25 1.19 15.%1 αn 6

소계 464 49 4.02 73 0.62 16.696 0여

14 시도교올청 행정적 지웬 4 ，38 96 2.87 1.25 1.51 19.1J6 αxl

15 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 4.39
9’2.53 1.27 1.86 22 ，299 αxl ]

16 교륙과학기술우의 행정적 지원 4.06
7’2.98 1.20 108 20.841 어xl 8

지원 17 교유과학기술부의 재정직 지원 4.66 74 2.88 1.24 1.78 23.100
α”2

18 교 사대의 행정척 지원 4.68 66 3.33 1.12 1.35 20.717 ()()() s

19 교 사대의 채정적 지왼 4.69 68 3.25 1.12 144 21.614
α”4

소계 4.57 63 2，97 'J') 16 25.080 αu

m 교과지도영역 4.55 74 3M 1.01 0.71 12.013 αxl 12

21 특별활동 잊 재향환동 4.48 78 ).68 108 08 13.477 이xl 9

22. 생할지도 영역 4 ，37 .87 3.57 11θ 0.8 13.2(，2 애KI 10
협력 23 연구수행 영역 4.sf! 72 }.89 l 여 。69 12，261 ()()() 14

24 학교경영 영역 4.4<; 84 ’82 1.(12 0.67 J1.813 이xl 15

소 껴l 4.49 71 3.76 96 0.73 13.820 ωo

25 설립취지에 따른 얀사상 혜댁(가
4.65 75 3.53 1.l9 1.12 1’725 ()()() 7

산정)
설립 % 설립취지에 따촌 교장임용의 교
취지 3.31 1.57 2.85 4.15 0.46 6.755 βm 18

육감소관

소계 3，98 44 3.19 54 0.79 14.130 ()()()

전 제 4.45 43 3.71 " 0.74 24.175 αu

?tι

’“‘j-".;i\

~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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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렵대학 부성 초등학교 운영에 대한 IPA 분석
국립대학 부설 초풍학교의 운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실행도 분석

(IPA)올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요도 전체 평균인 4.45와 실행도

전체 평균인 3.71올 기준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설행도 정수가 어디

에 분포하는지에 따라 지속유지，우선 시정노력，낮은 우선 순위，과영

노력 지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틀 결과흘 점수에 따라 4사분연
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로 냐타내연 〈그립 2>와 같다

뽑맑

‘.。셔 J회
버@m

‘e‘」 4힘 g댐

1김

zs‘。 '00 ，~ ‘∞ ‘ro '00

잉g도

〈그림2)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운석 매트릭스

재 2사훈연 -1-션 시정 노펙 쩌 l샤양연 지양유지

l 질융여쿄기능
2 정책연구학표기능
3 시엄학교 기능

1) 재정운영의 자용성
4 일안 응요용 기판 보다 많은 기능

17 교유과학11승부의 째갱척 지씬
7 여생션양의 자용성

18 교사대의 뺑정쩍 지앤
8 교씬 입용의 자유성

I~ 교 사대의 쩌정혀 지엔
9 교유과갱 운영의 자용성

21 육연앙동 잊 쩌량안옹 협력
IQ 수업연한과 여사앤갱의 자싼생

2’성링취지에 따용 인사상 빼댁(가산갱) 11 교끽셔 샤용의 자윤성
12:요우훈장의 자융성
2α :;1..과지도 영역 협픽
2) 연구수앵 영역 엄력
24 아요경영 영역 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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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사분연 낮은 우선 순위 제 4샤분언 파잉 노력 지양

’시도교유쟁 당당장학
6 교윤청 장학지도

14 시도교육청 행정적 지원

15 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

16: 2-유과학기술부의 행정직 지원

22 생활지도 영역 협릭
26 설링취지에 따흔 교장임용의 교육강 소관

우선 제 1사분면(지속유지)에는총 137ß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기능

영역 항목인 실습학교 기능，정책연구학교 기능，시범학교 기능，일반 공

교육 기관 보다 많은 기능은 모두 포함되었다 그리고 자융성 영역 항목

인 학생선발의 자융성，교원 임용의 자율성，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수

업연한과 학사일정의 지율성，교과서 사용의 자율성，교무 분장의 지융

성이 포함되었으며， 협력 영역 향목인 교과지도 영역 협력，연구수행 영

역 협력，학교경영 영역 협력이 포함되었다

제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는 자율성 영역의 재정운영의 지율성，

지원 영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교 사대의 행정적 지원，

교�사대의 재정적 지원，협력 영역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통 협력，설립

취지 영역의 설립취지에 따른 인사상 혜댁이 포함되었다

제 3사분변(낮은 우선 순위)에는 장학영역의 시 도교육청 담당 장학，

교육청 장학지도가，지원 영역의 시’도교육청 행정적 지원，시 도교육청

재정적 지원，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이 협력 영역에서는 생활지

도 영역 협력이 설립취지 영역에서는 설립취지에 따른 교장임용의 교육

감 소관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영노력 지양인 제 4사분면에는 어떤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현재 국립대학 부설 초동학교의 기능은

중요생에 비해 실행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학생선발

의 자율성을 비훗한 다양한 지윷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좀 더 보장되어야 하고，교�사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중요도에 비해 잘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 순위

로 시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학에 대한 운영이나 시도교육청의

지원 등은 현재 시급한 과제는 아니며 펼요하다연 장기적인 개선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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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항목으로 분류되었읍을 알 수 있다

2 극럽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 결과

1) 국렵대학 부설 중 고등학교의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도 벚 실행

도차이 분석

국립대학 부설 중 고둥학교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국립대학 부설

중�고퉁학교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석한 것은 지원 영역의 교육

과학기술부의 재정적 지원 (4.44)이었으며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

정적 지원 (4.38)，교 사대의 재정적 지원 (4.36)，교�사대의 행정적 지원

(4.32)의 순으혹 나타났다 반면 장학 영역의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

(3.07) 이 중요도 인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설립취지 영역에서 설

립취지에 따른 교장임용의 교육감 소관(3.39)，장학 영역에서 교육청 장

학지도 (3.54)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행도에서는 자융성 영역에서 교무 분장의 지융성 (3.34)이 가장 실행

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다음으로 장학 영역의 시도

교육청 장학지도 (3.34)와 협력 영역에서 교과지도 영역(3.2) 그리고 장학

지도에서 교육청 장학지도 (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율성의 학생

선발의 ::<}율성(2.2)이 실행도 인식어써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지원 영역

의 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 (2.28)，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 (2.52)，

시도교육청 행정적 지원 (2.56)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립대학 부설 중�고풍학교의 운영 체계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

과，지융성 영역 중 교원 임용의 자융생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은 지원 영역 (1.75)

으로，지원 영역의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1.99)이 가장 큰 차이를 보

인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원 영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 (1.92)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 (1.75)，교�사대의 재정

적 지원 (1.69)의 순으로 상위 4개 항목이 모두 지원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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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랩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운영 대한 IPA 분석

국립대학 부설 중 고등학교의 운영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실행도 분

석(IP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읍과 같다 중요도 전체 평균인 4.05와 실행

〈표 3> 국립대학 부설 중 고등학교 운영체제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 분석

증요도 실행도 종요도
순위영역 빵옥

실행도 P
M 잉〕 M SD

l 실습학교기능 4.30 85 4.59 72 0.29 ιó3C 000 26

2 정쩍연구학교 기; 4.06 95 4.23 96 씨 17 3，995 αXl 22

기능 3 시벙한교 가능 4Jl9 99 4.28 91 -0.19 4.2η αa 24

4 일반공교유기관보다많은지; 4.02 99 4.25 ‘。에 23 5.566 .000 25

소계 4.12 83 4.34 J2 22 서6.266 αJ()

5 시도교유청 당당장학 3.07 1.17 3.26 J.lJ -0.19 3.323 .001 23

장학
6 교육청 장학지도

3.54 1.13 3.10 Ll2 0.44 7.365 .000 2c
(국립대우설학교의 특수성 반영)

소게 3.31 1.01 3.18 % 13 2.722 α)J

7 학생선받의 자융성 }87 1.15 2，20 1.37 1.67 22.22C .000 3

8 교원 잉용의 자율성 4 ，07 % 4 ，05 1.0} 0.02 489 ，625 21

9 교육과정 운영의 지융성 4 ，13 89 2，95 L2C 1.18 18.181 끼 J() 10

10 수업연한과 학사일정의 자융성 4 ，()s 91 2，85 1.20 1.23 19‘M 끼α) 9
자융성 11 교과서 시용익 자율성 3.93 95 2.88 1.26 1.05 16.239 0여 13

12 쿄무분장의 자융성 4.09 87 3.34 1.12 0.75 13.716 ωo 17

13 재정운영의 자융성 4.25 84 2.75 1.16 [’2ι%2 α”R

소계 4.0ó 76 ).00 85 1.(ι 22 ，295 000

14 시도쿄육청 행정적 지웬 4.20 86 2.56 1.15 ]“24.40l:) 000 6

15 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 4.27 86 2.28 Ll6 199 잉741 (얘) 1

16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직 지원 il.38 82 2.63 1.10 1.75 28.632 αJ() 3

지원 17 교육파학기슬부의 재정적 지원 4.4씨 79 2.52 1.07 1.92 30.730 αJ() 2

18 교 사대의 행정척 지웬 4.32 83 2.79 1.1θ 1.53 25.162 α 씨 7

19 교 사대의 재정걱 지원 4.}6 85 2.67 108 169 26.978
α”4

소계 4.33 74 2.57 95 1.75 31.229 oα}

20 교과지둔 영역 4.14 92 3.20 1.119 0.94 17α\2 000 16

21 특밴활동 및 재향환동 4 ，12 93 3，03 1.14 1119 18.85C
α”12

22 생환지도 영역 3.93 1.02 2.110 1.15 1.13 18.9(셔 αu 11
협릭

23 연구수맹 영역 4.10 89 .:).05 1.10 1.05 18.936 000 14

M 학교경영 영역 4.06 잇) 3.09 1.09 0.97 17.8끼) 이" 15

소계 4，07 85 3.03 100 1M 20 ，220 이O

25 설립취;에 따른 인샤상 혜버(가산정)4.M J.O~ 3.38 1.18 oω 10.047 000 18

설힘 26. 설링춰지에 따은 교장앙용의 교육갇
3.39 1.26 2.80 1.29 0.59 9 ，341 ωo 19

취지 소관

소께 3.71 46 31η 48 62 12.200 αJ()

전체 4 ，05 64 3.14 67 91 25.518 o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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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 평균인 3.14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도 점수가 어

디에 분포송}는지에따라 지속유지，우선 시정노력，낮은 우선 순위，과잉

노력 지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결과를 점수에 따라 4사분연
으로 구성된 얘트릭스로 나타내연 〈그립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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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 국립대학 부설 중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매트릭스

찌 2시용연 우션 시갱 노역 재 I사분연 지속유지

! 교욕과정 운영의자쉬성
l~수업연한파 여사인갱의자*성”찌갱운영의 자유성 l 싣융학교기능’4 시도교용갱 앵갱혀 지앤 2 갱책연구액요기능
1’시도교유갱쩌갱혀 지씬
16:교육파학기깐부의앵정혀 지원

3 시영학교 기능
8 교앤 잉용의 자용성17 교육껴학기슐부의채정혀 지원
12 교우젠장의자윤성

18:교 사대의 앵정적 지'J
I~교 사대의 채정혀 지씬

x 교쳐지도영역

21: "연한동 빛 째량안동 혐력
23 연구수앵영억 엄력
" 학요경영영역 엄역

재 3사용연 낮은 우선 f위 채 4샤훈연 파잉 노릭 지양

ι J학Z생'1-갱션장히지도
7 방의 자*성 4 띤안공교용기완보다 많옹기능
11 요끽서 샤용의 자용생 ，시도교유정당당장여
g 생l! 지도영역 혐역 2’생협혀지에따은 인사상 빼액(7f산갱)
26 성잉겪지에 따븐 jl 상잉용의 요육강 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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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l시분면(지속유지)에는총 깨 항옥이 포함되었으며， 기능 영

역 항목인 실습학교 기능，정책연구학교 기능，시범학교 기능이 포함되

었고，자율성 영역 항목인 교원 임용의 자율성， 교무 분장의 지율성이

포함되었으며， 협력 영역 항목인 교파지도 영역 항목이 포함되었다

제 2시분면(우선 시정 노력)에는 자율성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의 지융

성，수업연한과 학사일정의 자율성，재정운영의 자융성， 지원 영역은 시

도교육청 행정적 지원，시도교육청 재정적 지원，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

적 지원，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적 지원，교�사대의 행정적 지원，교�사

대의 재정적 지원 모든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협력 영역에서는 특

별활동 및 재량활동 협력，연구수행 영역 협력，학교경영 영역 협력 항

목이 포함되었다

제 3시분면(낮은 우선 순위)에는 장학 영역의 교육청 장학지도와 자융

성 영역의 학생선발의 자융성， 교과서 시용의 자율성 항목이 포함되었

고，협력 영역에서는 생활지도 영역 협력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설립취

지 영역은 설립취지에 따른 교장임용의 교육감 소관 항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과잉노력 지양인 제 4사분면에는 기능 영역 중 일반 공교

육 기관 보다 많은 기능과 장학 영역중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 항목，그

리고 설립취지 영역의 설립취지에 따른 인사상 혜택항목이 포함되었다

익상의 결과를 통해서 현재 국립대학 부설 중 고동학교의 기능은 ‘일

반 공교육 기관 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요생에 비해 실행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원 임용이나 교무 분장，그리고 교과 지도에 있어서는 자율적 운

영이 중요한 만큼 실행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과정

운영，학사일정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사대의 지원，또한 재량활동이나 연구수행， 학교경영 협력은 중요도

에 비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우선 순위로 시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청 장학이내 학생선발，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등은 현재

시급한 과제는 아니며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

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펀 현재 국립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는 일반

공교육 기관 보다 많은 기능을 하고 있고，설립취지에 따른 인사상 혜택

을 받는다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장학은 실행도에 비해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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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순위)에깨， 4사분연(과영노력 지양)에0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구체

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사분변에 위치한 실습학교， 정책연구

학교 퉁의 국립대학 부설학교 기능이나 학생선발， 교원임용， 교육과정

운영，수업연한과 학사일정，교과서 사용，교무 분장 등의 자율성과 교과

지도，연구수행，학교경영 영역에 대한 협력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위치한 재정운영의 자융성，교육과학기술

부의 행정적 지원，교 사대의 행�재정적 지원，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의

협력 관계，가산점과 같은 설립 취지에 따른 인사상 혜택 등은 실행도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항목들이다 이들 중 특히 교�사대의 행 재정적 지

원이 모두 포함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대학 부설 초동학교

의 특성상 일반학교와는 달리 교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아

야 함에도 불구하고，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항목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따라서 실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대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펼요가 있다

3사분변(낮은 우선 순위)의 항목에는 장학 영역이 모두 포함되었고，

지원 영역 중 시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적

지원，협력 영역 중 생활지도 영역 협력，그리고 설립취지에 따른 교장

임용을 교육감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낮

은 항목으로 국립대학 부섣 초퉁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항목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발전 방안으로 고려할

수있다

한편 4사분면(과잉 노력 지양)에는 어떤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럽대학 부설 초동학교의 개선 방향은 현재 국

립대학 부절 초동학교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교대의 행 재정적 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

토하여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국립대학 부설초등학교만의 위치를 확립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행 재

정적 지원이 낮은 우선 순위 영역에 포함된 결과는 국립대학 부설 초등

학교의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김민회 외(2009) 및 박재윤 외(2009)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우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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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것A로 나타나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를 검중할 펼요가 있다 결론

적으로 국립대학 부설 초등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한다연 우선적으로 대학 부설학교 간 지원과 협력 체계가 현재보다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국립대학 부설 중 고둥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인

식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부설 초둥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전체

항목에 대한 인식 평균에서 중요도 (4.05)는 높은 반면，상대적으혹 설행

도 (3.14) 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 중 고동학교의 자율성

영역 중 교원 임용의 자융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항목에서 p<.OI 수

준으로 중요도와 실행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습학교 기능，정책연구학교 기능，시범학교 기능，일반 공교육 기

관 보다 디 많은 역할을 하는 기능 퉁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항목S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부설 중�고풍학교로서의 기능에 대한 중요

성 이상으로 실행에 잘 옮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기능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경우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

에 비해서 실행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된다 특히 지원 영역에서는 중요도-실행도 차가 가장 많은 항목이 4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부설 초동학교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부설 중 고등학교의 경우도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다른 일반학교와

는 탈리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 사대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

하고있다논것을알수있다

넷째，국립대학 부설 중’고동학교 운영에서의 lPA 분석 결과， 1사분

면(지속유지)에6개 항목이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12개，3사분면(낮

은 우선 순위)에 5개，4사분연(과영노력 지양)에 3개 항목이 포함되어 부

설 초등학교와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구체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

면，1사분변에 위치한 실습학교， 정책연구학교 동의 국립대학 부설학교

기능이나 교원임용，교무 분장의 지융성과 교과지도에 대한 협력 관계는

중요한 만큼 실행 또한 잘되고 있는 항목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것이 좋다

2사분면(우선 시정 노력)에 위치한 항목은 6개 항목이 포함된 초등학

교와는 달리 12개로 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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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육과정 운영，수업연한과 학사일정，재정 운영의 지융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고，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사

대의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대와

의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연구수행，그리고 학교경영에 대한 협력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찰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국립대학부설학교

만의 장점을 살려지 못하고 있음을 얄 수 있￡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또한 요구되어진다

3사분면(낮은 우선 순위)의 항목에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성이

반영된 장학지도，학생선발，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그리고 생활지도 영

역의 협력 관계，교장임용의 교육감 소관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도가 모

두 낮기 때문에 국립대학 부설 중 고퉁학교 운영의 개선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항목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펀 4시분면(과영노력 지양)에포함된 항목을 살펴보면，현재 국립대

학 부설 중’고풍학교는 일반 공교육 기관 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시 도교육청 담당 장학이 중요성에 비해 더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설립취지에 따른 인사상 혜택도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설 중�고등학교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상의 항목에 투

자하는 노력을 다른 항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개선 방향을

종합해 보면，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주요 기놓응 유지시키면서 교육과학

기술부，시 도교육청，사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히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대학의 지원이 분산됨으로 인해 어느 한 곳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떤 곳의 지원이 국립대학 부설 중 고퉁학교

운영에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

사，장학，재정이 일괄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립학교에 비

해 인사는 단위학교장이， 교원의 승진 관련 인사 및 교장，교감 임용과

예산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학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체제인 국립학교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진동섭，1999)을 바탕으로 국립

학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공립학교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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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올 도입할 수 있올 것이다 또한 박재윤 외(2009)와 이지혜 (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의 지원을 집중화한 국립대학 법인화 모형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자융성 영역의 항목들이 1，2，3 사분연에

흩어진 것을 보연， 1사분연에 집중된 부셜 초동학교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성 중�고퉁학교가 일반학교와 자율성 측

연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학사일

정，재정운영 풍의 자윤성이 우선 노력을 해야 되는 항목으로 도출왼 것

올 보연 종 더 많은 자윤성이 보장되는 자융형 학교로 개선되는 것이

좀더바랍직함을알수있다

이상의 내용올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 부설

초둥학교와 중�고둥학교 모두 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음으

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개선방안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존럽 목적인 실습학교와 연구학교 기능을 살리연

서，국립대학 부설학교에 대한 재정，인사，장학 퉁이 공립학교와 같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져 효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 부설

초퉁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개선을 위한 세부 항목들은 우선 순위에서

차별화되므로 이흘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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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팍펀

The Importanee-Performanee Analysis(IPA)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ehools Attaehed to National
University

Lee，]ong-Geun' Lee，]i-Hye' Ha，Bong-Woon'Oh，Se-Hee*

πlt pnma미 purposε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e1emeora，ry and seconclarγ 5chool teachers who are working for the

5chools attached to NatÎorial Teacher Eclucarion Institutes 00' the

operation of the 5chools，which have been 'considering their legal status

change from national 5chool to public 5(hool controlled by the local

supenntendent

A total of 855 teachεrs fi.피y responded to a survey containing 26

Îtems representing conrroversles 00 5choo1'5goals it has set within the

context' of its missioo，supeπision related eclucational activities，auronomy

and governance，support and resources，col1aboration and educational

off능 rings，and mission and objectives 00 a 5-poinr scale

Descriptive statistics，paired t-test，Importance-Performance Ana1ysis

(IPA) was conducted based on each schoo11evel to increase undersranding

* I..e'e，)ong-Geun:DongaUniversiry
Lee，)i-Hye: SewonUniversity
Ha，Bong-Woon:KyonggiUni‘""π
Oh，Sc-Hee:Inje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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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urrent situatÎon and trends，and this understanding could be used

in turn to plan improvemenr opportunities

Results indicated that in elementary school level，Quadrant l(Keep

Up the Good Wotk) incJuded 13 items，Quadtant 2(Concentrate Her야

incJuded 6 items，Quadrant 3(1ρw Priority) included 7 items and

Quadrant 4(Possible Overkill) had norhing. ln secondary schooJ leveJ，

Quadrant l(Keep Up the Good Work) incJuded 7 items，Quadrant

2(Concenrrate Her야 induded 13 iterns，Quadrant 3(Low Prioriψ

incJuded 5 items and Quadrant 4(PossibJe Overkill) incJuded 3 irems

KeyWords Jmp;:lrtance-PerformanceA찌ysìs(lPA)，the elementarys떼이s attaιhedto NatÎonal
T"ι~er Ed따nrionInstitutes，d'f..second잉l' scho씨 :lttaêhedto NätìonaJTeacher
EducationInstitutes，. OpcrationSystcm.of 5ch∞ls attaι-hedto Nation띠 Teacher
Education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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