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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멘토링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보고, 미국에서 멘토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PAR 프로그램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
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멘토링은 우수한 교사의 지식,

暗黙知, tacit knowledge) 형태로 체화되어 있는 지식과 노하우 등이 다른 교사에게 효

특히 암묵지(

율적으로 학습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PAR 프로그램은 동료지원(peer assistance)과 동료평가
(peer review)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와 멘토링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PAR의 개념, 목적, 그리고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였다. PAR 프로그램이 주는 시사점은 첫째, 교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가 멘토링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히 초임교사들의 교직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멘토링
제도가 필요하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멘토링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 넷째, 우수한 멘토를 발굴하기 위한 기준과 자격의 설정 및 인력 풀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구되는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절실하며, 아울러 국가차원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어 : 멘토링, 교원의 전문성, PAR, 교원단체, 동료지원, 동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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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만이 학습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교사는 가르치는 일, 즉 교수

敎授)의 주체로서만 여기고 있다. 학교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학생들에게 양질

(

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역시 부단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성장하여
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들도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활발하게 제
기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찾기는 쉽지 않다(정제영, 2004).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많은 학생들에게 기존의 지식을 전수해주는 산
업화 시대의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학교의 변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학교제도는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체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견하기도 한다(OECD,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학교 위기론’과 ‘학교 붕
괴론’이 제기되면서, 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종재 외, 2001). 최
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학제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제도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논의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는 정보 네트워킹과 인적 네트워킹, 곧 관계론적 패러다임에 의해 운
영되고 있는 ‘지식공동체로서의 학교’이어야 하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이돈희, 1999). 지식공동체로서 학교는 단위 학교수준에서 지식과
정보를 생성, 저장, 공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조직이어야 함을 뜻한다(윤정일 외, 2003). 사
회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수
준에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은 교사들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제영, 2004). 즉, 교사들의 학습은 주로 개인적인 능력개발이나 지적 흥미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조직의 발전과 지식창출을 위한 팀학습과 조직수준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혁신은 교원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
원 변화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선진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멘토링이나 교
원평가 등 여러 가지 교사 지원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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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미국의 오하이오주 톨레도(Toledo, Ohio)에서 처음 시작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기
원이 된 PAR(Peer Assistance and Review) 프로그램은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에 와서야 국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998). 특히, 1999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Gary Davis가 제안한 동료평가(peer
evaluation) 프로그램이

州 및 관련 당사자들(캘리포니아 NEA, AFT, 행정가협회, 학교운영위원

회)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교사들을 위한 PAR 프로그램이 새로운 전환
기를 맞고 있다(Sandham, 1999). PAR 프로그램은 교사간의 멘토링 관계를 통해 교직의 전문
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 초기의 PAR 프로그램은 법에 규정된 대로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뒤따르자 현재는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학교(구)가 참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PAR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구)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과 신장을 위해 지
원되는 수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멘토링(mentoring)은 멘토(mentor)와 멘티(mentee)의 관계로 구성된다. 우수한 교사로 선발된

暗黙知, tacit knowledge) 형태로 체화되어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멘

멘토는 지식, 특히 암묵지(

티가 되는 교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PAR 프로그램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
도의 도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직사회의 학습과 지식
학습이란 유기체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생명과정은 생태적 순환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에
서 보면, 인간의 학습은 외부의 지식과 정보를 지적으로 소화하고 자신의 기존 경험을 갱신
(renewal)하며 새로운 자아 및 자아와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생명유지의 필수적 과정인 것이다(한숭희, 2002).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론에서의 지식은 학문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지식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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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미를 갖는다(정제영, 2004). 지식경영이론에서의 지식은 탐구의 대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며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 즉 조직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의 지식은 인식론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보면 지식을 창조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조직은 개인 없이는 지식을 창
조할 수 없다. 개인간의 지식이 공유되고 활용되면서 집단 수준에서의 팀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조직은 창조적인 개인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다. 따라서 조직의 지식 창조는 개인이 창조한 지식을 조직적으로 증폭하여 조직 지식망의

․

일부로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조직의 내 외부 및 조직간의 구분을 넘어 확
장된 상호작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Polanyi(Polanyi, 1967)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지식을 ‘암묵지(ta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로 구분하였는데 지식경영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활용하여 지식의 창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나상억 역, 1998). 암묵지는 개인적이며 상황 중심적인 지식이므로 공식화하여
상호교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형식지는 구체적이거나 성문화된 지식으로 공식
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로 전달 가능한 지식을 말한다.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암묵지의 중요성

․

을 강조한 Polanyi(Polanyi, 1967)는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 구성하는 가운데 지식을 체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말이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은 지식 전체를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을 암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암묵지는 하나의 사물, 즉 ‘결과로서의 지식
(knowledge)’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정으로서의 지식(knowing)’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을

주관적으로

구성하고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구성주의

(constructivism)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암묵지와 형식지는 전적으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실체이다. 이들은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인간의 창조적 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 Nonaka와
Takeuchi는 암묵지와 형식지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지식 전환(knowledge convers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지식 전환은 특정인이 혼자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지는 사회적 과정이다. 지식의 창조는 암묵지가 형식지로, 형식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지식
전환을 통해 일어난다. 지식 전환은 한번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지식창조
가 점점 증폭되면서 존재론적 차원에서 집단, 조직, 조직간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식 나선(knowledge spiral)’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지식의 창조는 지식의 전환이 연
속적인 나선을 그리며 증폭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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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ka와 Takeuchi는 이렇게 지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SECI모형으로 설명하였다. SECI모형
에서는 지식 전환을 사회화(socialization), 외부화(externalization), 결합화(combination), 내면화
(internalization)의 4가지 방식으로 설명한다(윤정일 외, 2003).
조직의 지식창조 과정은 사회화에서 내면화로 진행되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나선적인
반복과정이다. 즉, 내면화를 통해 새로운 암묵지를 체득한 개인들이 다시 사회화로부터 지식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에서 그룹으로, 그룹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조직
간 관계로 증폭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증폭과정은 ‘암묵지의 공유
의 정당화

→ 개념의 창조 → 개념

→ 원형(archetype)의 창조→조직 내외의 지식확산’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다.
지식 전환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지식이 조직수준의 지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
본적인 과정이 조직학습이며 이러한 조직의 형태가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조직에서는 학습이 조직수준에서 수행되는데 이것은 마치 조직이 하나의 인지
구조(두뇌)를 갖고 있는 유기체와 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을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
다. 조직이 현상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직 수준의 학습
(organizational learning)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교사간의 협력과 공유보다는 고립과 단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숭희, 2000).
학교의 학습조직화는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정제영, 2004), 멘토링이나 팀학습
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멘토링은 교과지식
과 같은 형식지 뿐 아니라 교수방법 등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
가는 학습조직화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멘토링(mentoring) 이론
멘토링1)은 초보자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사회의 유능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 경
1) 본래 멘토(mentor)라는 말은 호머(Homer)가 쓴 오디세이(The Odyssey)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오디세이 중 BC
1200년경 오디세우스(Odysseus)가 트로이와의 긴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그의 아들 델리마커스(Telemachus)를 도
와 왕국을 이끌어 줄 것을 부탁한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르(Mentor)이다. 오디세우스가 20년이 넘는 전쟁을 마
치고 돌아왔을 때 델리마커스는 멘토르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훌륭한 한 사람의 성인이 되어 있었
다(Murray, 2005; 이용철 역, 2005, 31). 멘토르는 델리마커스의 성장과정에서 스승이자 조언자, 그리고 때로는 아
버지 혹은 친구로서 지혜를 전하고 상담과 충고를 해주는 상대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삶의 경험과 연륜이 풍
부한 조언자이자 스승을 멘토(mentor), 미성숙한 사람이나 초심자를 멘티(mentee)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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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과 초보자 사이에 발생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학습과정을 의
미한다. 최근에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행코칭(performance coaching)은 조직내에 들어
온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과 근무환경을 조성
해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멘토링은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
는 반면에 수행코칭은 기업 등 조직내에서의 활동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행코칭을 포함하는 넓은 의
미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멘토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멘토(mentor)에 대한 사전적 정의들을 살펴보면,
Oxford 사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의 초심자에게 있어 믿을 수 있는 조언자(a trusted adviser
of somebody with little experience in a particular field)’, Collins COBUILD 사전에서는 ‘특히 업무
와 관련하여 도움과 조언을 주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Webster 사전에서는 ‘현명하고 믿
을 수 있는 상담자 혹은 충고자(a wise and faithful counselor or monitor)’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멘토링이란 안내자이자 역할모델을 하는 멘토가 상담과 충고를 통하여
멘티(mentee)의 자기계발을 돕는 관계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주로 기업 조
직 내 적응 및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연도)

<표 1> ‘멘토(mentor)’의 개념
개념 정의

Klauss(1981)

‘수년간의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지혜로 후배들의 경력 개발에 관하
여 상담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숙한 고급관리자’

Noe(1988)

‘조직에 진입하는 후진들에게 그들의 경력계획과 대인관계 계발에
관하여 역할모델이 되어주고 지원과 지도,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경험이 풍부한 연장자‘

Hunt & Micheal(1983)

‘탁월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경력 개발 및 성취를 원
하는 멘티에게 도움을 주는 자’

Zey(1984)

‘멘티에게 조직과 직무에 관한 많은 기술들을 전해주고 상담과 심리
적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하며, 멘티가 승진하도록 돕거나 후원함으
로써 멘티의 경력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Kram(1983)

‘경험이 부족한 조직구성원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
개인 및 조직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을 돕는 경험이 많고
생산적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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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역할은 직무에 직접 적용하는 교육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경력(career)을
개발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
법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 멘토링까지 하는 것이다(Gilly
et al, 2003).
조직에서의 멘토링은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이 조직의 목표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선임자 혹은 상급자가 학습을 도와주고 나아가 근무의 환경까지 조성해 주는 것을 의미
한다(Gilly et al, 2003). 멘토링은 일반조직에서 직원의 수행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조
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Gilley & Boughton, 1996; Bolton, 1986).
멘토링의 핵심 요소는 인식(awareness)과 책임(responsibility)이다. 인식을 통해 초점을 맞추어
직원을 살펴보고, 주의를 집중하며, 그 결과가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은 직
원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거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효과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지적 측면으로는 비판을 공평하게 주고 받는 것, 상호관계를 전문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본인과 타인의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적 측면
에서는 높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공평하고 직접적으로 갈등을 관리하며, 상호
간의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Hudson, 1999).
멘토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가지 핵심 가치가 공유되어야 한다(Gilly et al,
2003). 첫 번째는 ‘자신을 주장하라(Personal power)’는 것이다.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 내적
동기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입증하라(Achievement)’는 것이다. 목표달성, 일, 승리,
열정, 목표의식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자신을 공유하라(Intimacy)’라는 것이다. 타인을 적
극적으로 사랑하기, 돌보기, 친구되기 등을 포함한다. 네 번째는 ‘자신을 표현하라(Play and
creativity)’는 것이다. 본인의 감정 즉, 기쁨, 유머, 호기심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통합하라(Search for meaning)’는 것이다. 통일, 평화, 심리적 안정, 지혜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는 ‘자신을 던져라(Compassion and contribution)’이다. 타인을 돕고,
봉사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조직에서의 멘토링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홍오경, 2003; 신붕섭,
2005)들이 이루어져 왔고, 외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
청에서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기술 향상과 업무 추진 및 교단 적응력 배양을 위해 멘토
링을 추진하고 있다(신붕섭, 2005).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못하고, 미국의 사례에
서처럼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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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사 멘토링 사례 - 미국의 PAR 프로그램 분석
최근 미국의 교원단체는 봉급, 근무기간, 근무조건 등 교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관심사를 더욱 확대하여 교사 및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新조합주의(New Unionism)를 강조하고 있다. 新조합주의의 핵심 개념은 좋

은 교사 없이는 좋은 학교가 있을 수 없으며, 교원단체는 교사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 교육관련 당사자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新조합주

의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교사들을 도와주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도 동료평가(peer review)는 최선의 대안
이 될 수 있다(Lieberman, 1998). 동료평가는 교사들이 가진 지식이나 전문성을 학교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교사들은 동료평가를 통해 수업기술과
방법, 헌신과 몰입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직에
대한 개념까지도 바꾸고 있다(Kerchner, 1997).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
이며 회원수를 합하면 거의 4백만 명에 달하는 AFT와 NEA도 최근 PAR 프로그램에 높은 관
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1. PAR 프로그램의 개념
PAR(peer assistance and review) 프로그램은 동료지원(peer assistance)과 동료평가(peer review)가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료지원과 동료평가는 개념과 기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사들에게 광범위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업의 질을 높게 설정하고 유
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료지원은 초임교사와 현직교사들의 지식과 수업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초
임교사나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현직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컨설팅) 교사를 연
결시켜 주며, 멘토 교사는 이들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한 후 아이디어와 수업기술 등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수업자료들을 제공하는 등의 계속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멘토 교사
는 학급경영이나 수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뛰어나며, 다른 교사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협력하
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수한 능력을 가진 중견 교사들이 맡게 된다.
반면, 동료평가는 동료지원의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멘토 교사가 초임교사나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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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현직 교사들에 대해 평가(evaluation)를 하고, 이들이 계속 교직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언(recommendations)을 하는 것이 추가된다(AFT/NEA, 1998). 동료지원과 동료평가
는 아래 <표 2>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표 2> 동료지원과 동료평가의 비교
동료지원(Peer Assistance)
동료평가(Peer Review)
형성평가(formative)

총괄평가(Summative)

질 보증(quality assurance)

질 관리(quality control)

독립적으로 존재 가능

동료지원과 병행 추진 필요

이해관계에 적은 영향(low stakes)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high stakes)

개별 교사의 향상에 초점

교직의 향상에 초점

* 출처: Anderson & Pellicer(2001). Teacher Peer Assistance and Review. p. 8.

동료지원(peer assistance)은 교사들의 수업기술 향상이 목적이므로 형성평가의 성격을 가지
는 반면, 동료평가(peer review)는 교사의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총괄평
가의 성격을 지닌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동료지원은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동료평가는 동료지원의 기능을 반드시
포함하여 함께 존재해야만 한다. 즉, 동료지원을 포함하여 한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동료평
가이며, 동료평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동료지원인 것이다. 아울
러, 동료지원은 개별 교사의 수행능력 향상이 목적이므로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멘토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동료평가는 전체적인 교직사회의 향상이 목적
이므로 무능력한 교사들을 교직에서 떠나게 하거나 잠시 휴직하도록 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료지원을 통해 계속적인 도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사에게는 동료평가를 통해 진단을 내려서 교직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전체 교직사회의 질 향상을 할 수 있게 된다.

2. PAR 프로그램의 목적
PAR 프로그램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교사들로 하여금 초
임교사 또는 초임교사가 아님에도 수업이나 교실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직 교사들을 돕

- 137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는 것이다. 미국교원단체인 AFT에 의하면 PAR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3가지는 첫째, 프로
그램의 집행과 평가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둘째,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며, 셋째, 동료 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지원 즉, PAR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AFT, 2000).
이와 같은 목적은 엄격하게 말하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the ends)이라기 보
다는 과정이나 방법(means)에 가깝다. PAR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the ends)은 교직에 대해
기대되는 성취기준 및 표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직원 전문성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무능한 교사들은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PAR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은
교사들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교직에 활력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 중요한 것
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느냐와 올바른 목적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오랜 심사숙고와 교원단체
와의 합의를 거친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질
이 향상되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 즉, 더 나은 교사가 더
잘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며 교사가 더 잘 가르치게 될 때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
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의 질과 관련하여 표현되고 있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
사가 학생에게 제공되는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PAR 프로그램의 운영절차와 재정 지원
교사들은 PAR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도록 권고를 받을 수도 있
다.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 참여를 원하는 목적이 PAR 프로그램과 맞지 않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참여가 거부될 수도 있다. 참여를 권고 받게 된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올려지게 된다. 일단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결정되면 멘토 교사가 배
정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해당 교사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사실이 통보된다.
멘토 교사와 멘티 교사가 만나서 향후 수개월 동안 이루어질 활동에 대한 계획과 협의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활동이 개시된다. 활동이 종료될 즈음에 멘토 교사는 결과 보고서를 작
성하게 되며, 참여교사와 만나서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친다. 그런 다음 멘토 교사의 권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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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PAR 운영위원회(PAR governance panel or board) 등에 통보된다.
결과보고서나 권고사항이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참여한 교사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
래될 수도 있으므로 ‘강제적인 지원(mandatory assistance)’, ‘개선을 위한 계획(plan for
improvement)’, ‘팀에 의한 평가(evaluation by team)’, ‘계속적인 지원여부의 결정(decision to
continue or discontinue assistance)’ 등과 같은 1단계보다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2단계의
후속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PAR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대부분의 PAR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교사

거절

참여를 권유받은 교사

수용

멘토 교사 지정

모든 이해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참여교사와 멘토 교사가 만나서 PAR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계획한 프로그램의 실행

멘토 교사의 서면 결과보고서 작성

참여교사와 함께 결과보고서 논의

PAR 운영위원회 등에 권고사항 전달

[그림 1] PAR 프로그램 제 1단계 운영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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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 프로그램은 또한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PAR 프로그램 경비의 주요항목으로는
멘토 교사의 보수와 인센티브, 교통비, 행정지원비, 물품 및 재료비, 사진복사, 기자재비 등이
있으며 PAR 위원회나 구성원들을 위한 추가업무 수당 등도 고려해야 할 재정적 요인이다.
한 예로, 1997-1998학년도에 시행된 톨레도 플랜(Toledo plan)에 대한 비용분석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Lieberman, 1998).

구분

<표 3> Lieberman의 톨레도 플랜 비용분석(1997-1998)
항목

금액

멘토 교사

멘토 교사 20.5명
- 보수(교사 1인당 49,479달러)
- 퇴직금(교사 1인당 6,927달러)
- 보험금(교사 1인당 4,900달러)
- 보상금(교사 1인당 900달러)

교통비

교사 1인당 700달러

14,350 달러

행정지원비

위원회 운영비

33,612 달러

기타

사무보조원, 물품 및 재료비

16,388 달러

합계

1,277,058 달러

1,341,418 달러

* 출처: Anderson & Pellicer(2001). Teacher Peer Assistance and Review. p. 45.

～

톨레도의 경우, 1997 1998학년도에 퇴직한 교사가 많아서 초임교사를 260명을 충원하였
다. 따라서, 20명의 풀타임 멘토 교사와 1명의 파트타임 멘토 교사(멘토 교사 1인당 초임교
사 12.5명 담당)를 고용하였다. 위 표에서 보듯이 PAR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30만 달러가 넘으며, 참여한 교사 260명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인당 약 5,160달러
정도가 소요된 셈이다. 전체 비용의 약 95%가 멘토 교사를 위한 비용이다.

4. PAR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
PAR 프로그램은 초임교사와 경험이 많은 현직교사 모두가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교직에
새로 들어오는 초임교사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PA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을 가정해 볼 때,
초임교사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한다. PAR 프로그램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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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직에 처음 입문하는 초임교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일부 초임교사들은 엄청난
도움을 필요로 한다. 즉 교사의 업무는 매우 복잡하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경험과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임교사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를 넘어서는 업무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초임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
으로, 교직 경험이 있는 교사보다는 초임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PAR 프로그램은 교직에 새로이 입문하는 초임교사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안내자 역
할을 한다. 즉 교직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해 줌으로써 초임교사들의 교직 탈락율을 줄이고
능숙한 교사가 되도록 해 줄 수 있으며, 극단으로는 교직에 적합하지 않은 초임교사의 경우
종신직을 보장받기 이전에 교직을 떠나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다른 교사들보다 초임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조언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효
과가 오래 지속이 된다. PAR에 참여하는 초임교사들은 나쁜 습관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스
스로 많은 것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PAR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
고 따라서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 초기에 중재(early intervention)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들 수 있다. 초임교사
들의 교직 첫해에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교직생활에서 그들에게 기대
되는 성취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즉, 질병을 얻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게
함으로써 향후에 총체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PAR 프로그램의 시행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초임교사들에게 우선
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PAR 프로그램들을 시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의 교사들이 큰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첫째, 교직경험이 없는 초임교사들, 둘째, 교직경험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옮긴 교사들, 셋째, 교실(학급경영, 수업 등)에서 어려
움을 겪는 현직교사들 또는 장학사나 학교행정가로부터 PAR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권유받은
교사들, 넷째, 자신의 수업능력(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직
교사들, 다섯째, 일상적인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현직 교사들이다.
어떠한 범주의 교사가 PAR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즉 PAR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사
들을 참여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번째는 프로그램
의 목적이 무엇인가이고,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이다. 즉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그 프로그램에 지원되는 액수에 따라 대상 교사들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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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가 쉽지
않으며, 재원은 항상 한정이 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PAR 프로그램은 위의 5가지 범주
의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초임교사들이나 평가에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은 교사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시행되고 있다.

주․시

<표 4> PAR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
프로그램 내용

Toledo
(PAR Program)

모든 초임교사(intern)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교직 2년차부터는 지
원자에 한하여 실시함. 초임교사들을 위한 Intern program과 현직교
사들을 위한 Intervention program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음.

California
(PAR Program)

학기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함

Cincinnati
교직에 처음 입문하는 초임교사들과 신시내티 공립학교에 처음 근
(Peer Assistance and Evaluation 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Internship과 교실활동에 어려움
Program)
을 겪고 있는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Intervention이 있음.
New York City
(Peer Intervention Program)
Rochester
(Mentoring, Intervention
Peer Review)

학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분보장이 된 교사들(tenured teachers)만
대상으로 함.
초임교사들을 위한 멘토링, 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직교사들을
and 위한 Intervention,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평가를 위해 3년주기로 실시
되는 총괄평가 형태의 Peer Review가 있음.

* 출처: Anderson & Pellicer(2001). Teacher Peer Assistance and Review. p. 29; Bloom & Goldstein(2000).
The Peer Assistance and Review Reader. pp. 115 131을 요약 정리하였음.

～

5. PAR 프로그램에 필요한 멘토의 선정과 자료 수집
PAR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멘토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우수
한 멘토 교사를 선발하고, 멘토링 활동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특히 멘토 교사의 선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부합
하는 능력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PAR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이 그들의 수업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충분한 지원(assistance)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AFT/ NEA(1998)도 이와 유
사하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원의 제공’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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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지원’과 ‘정확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는 사실상 매우 모호하다. 예를 들어
톨레도의 경우, 멘토 교사는 초임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업방법에 대한 조언, 비디오 녹화에 필요한 사항, 다른 교사들의 관찰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멘토 교사는
서면이나 구두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제공하는 기간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8
개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자유재량권과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PAR 프로그램에서 멘토 교사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이
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최고의 멘토 교사들을 확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교
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절히 짝을 이루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멘토 교
사의 선발이 중요한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2)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PAR 프로그램의 목표, 기준, 재원, 대상자 등이 정해지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비디오 녹화, 교사와 학생과의 인터뷰, 목표대비 교사의 활동
자료 정리 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교실관찰(classroom observation)
이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교실수업과 활동(말, 행동 등)의 관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
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찰에 있어서도 관찰 시간의 길이, 관찰
사항을 기록할 도구, 관찰자의 자격과 훈련 등에 대해 미리 결정해야 한다.
관찰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한 기술적인(descriptive) 자료에 불과하므로 수집된 자료
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컨설팅을 담당한 교사는 수집된 데이터
에 기초하여 탁월(excellent), 매우 우수(very good), 우수(satisfactory), 미흡(unsatisfactory)과 같은 4
점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6.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교사를 위한 PAR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서의 형식, 보
고서 작성자, 보고서의 접근성(공개여부), 보고서의 활용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결과 보고서의 형식은 잘 구조화된 요약 평가의 형식에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기술하는 형태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결과보고
2) 이력서, 교직 수행 평가자료, 교실수업 관찰, 장학사나 동료교사의 추천, 인터뷰 등이 활용되고 있다.

- 143 -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서 작성은 멘토 교사나 교장 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멘토 교사
가 관찰 결과를 요약하고 교장이나 장학사가 서면으로 논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결과보고서의 공개여부는 시행하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뉴욕시는 결과를 공개하지
만 톨레도나 신시내티의 경우엔 비공개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교장과 장학사가 보고서 작성
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들이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교육장이나 교
육감 또는 학부모에게의 공개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보고서 활용의 문제는 PAR 프로그램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프로그램의 목적
이 불명확하거나 당초의 목적과 다르게 결과가 사용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과보고
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떻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멘토링 당사자들에게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AR 프로그램의 결과보고서에는 결과 요약, 증거 자료(supporting data), 개선 계획(필요할
경우) 등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표준화된 PAR 결과보고서 양식이 있는 것이 좋
으며 증거자료는 대상 교사의 교실에서의 말과 행동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나중에
멘토 교사와 대상 교사간에 있을 결과에 대한 협의(논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모든 PAR의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을 계속 교직에 남아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된다. 즉, 초임교사들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신직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현직교사들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경우 교직을 떠나도록 할 수도 있다.
교직의 계속 수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멘토 교사가 조언을 하는 것과 교직을 떠나는
최종결정은 구분이 된다. 즉, 멘토 교사는 평가를 한 교사의 교직 수행여부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최종적인 결정은 멘토 교사의 조언을 기초로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지원의
형태가 모호하듯이 대상 교사들의 교직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멘토 교사들이 내린
조언을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
다고 해서 초임교사의 퇴출을 결정하기에 충분한지,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등도 중
요한 문제이다. 뉴욕시의 경우 PAR 프로그램의 결과로 교직 퇴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금
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올 경우 교직이 아닌 다른 직업을 찾도록 조언을 하지만,
해당 교사들이 그 조언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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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교원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최근 미국의 교원단체는 교원의 권익 신장에만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新

교사 및 교사의 수업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 조합주의(New Unionism)’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新조합주의의 핵심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권익 신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新조합주의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무능력한 교사들을 자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들 중에서
도 멘토링을 활용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Lieberman, 1998).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들도 새로운 역할을 인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1989년 5월 28일 교
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직원이 교
육의 주체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로부
터 비판도 받았지만 일정한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교원
관련 이슈들과 관련하여 언론으로부터 교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원단체가 전문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의 전문
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적격한 교원들에
대한 자정장치가 없다면 전문직 단체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에서는 자체적인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변화가 필
요한 상황이다. 교원 스스로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원단체가 앞장서서 멘토링 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단체의 역할과 책임
이 바뀌어야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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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평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2005년 11월과 2006년 1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제를 2006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할

ㆍ ㆍ

초 중 고등학교 67개교를 선정하였다.3) 시범학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
부는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
안, 현행 근무평정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을 발표하였다.
2006년 5월에는 업무 성과가 좋은 교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는 방향으로 교원 성과급

․ ․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초 중 고 교장직을 개방하여 연령과 자격을 완화하는 등
교원 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 방안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투명한 학교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합의도 없이 교원 다수가 반대하는 평가제를 강행했다’며 ‘정부는
평가의 주체인 교원의 이해를 구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4)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원평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들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를 주도함으로써 교권
을 침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조기 유학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교원평가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
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스스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가지 대안은 교원 스스로 교직의 표준5)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의 전문성
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여러 교육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완전한 교육정
책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교원의 변화와 혁신에서 시작된
다고 할 수 있다. 교원평가와 연계한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많은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3)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공모한 결과 초등학교 62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28개 등 모두 116
개 학교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선정된 학교는 48개교이다. 이후 2006년 1월 18일 19개교를 추가 선정하여 총
67개교가 운영중이다.
4) 리서치&리서치의 서베이 결과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의견이 ’05년 4월 77%에서 11월에는 83%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5)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교직표준(CSTP : California Standards for the Teaching Profession)을 설정하여 교사가 갖추
어야 할 수업역량(teaching competence)을 제시하고 있다.

- 146 -

멘토링을 활용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초임 교사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교원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모두 가르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교육 현장실습 시간이 6주에 불과한 상황이고, 교육과정은 대
부분 교육내용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초임교사는 임용 시험 합격 발표 후
한달 혹은 보름 정도만에 교사가 된다.
초임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수업, 담임 등 학교의 공식 업무를 맡게되지
만,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실제 수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초임교사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 프로
그램이나 적당한 멘토가 없이 스스로 참여와 관찰을 통해 교직에 사회화 되는 과정을 ‘관찰
도제식’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류방란, 2002).
미국에서는 PAR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에서는 ‘초임교사 지원과 평가(BTSA :
Beginning Teacher Support and Assessment)', 코네티컷주의 '초임교사 지원과 훈련(BEST :
Beginning Educator Support and Training)' 등 주마다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신
붕섭, 2005).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교육청에서 초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 시범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데,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에서 우수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우수한 멘토 교사 확보를 위한 준거 마련 및 인력 풀 구성
멘토링을 통해 멘티 교사에게 어떠한 지원을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지원의 범위와 내용
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을 경우에 멘토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멘토링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기에는 멘토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 멘토 교사의 선
발과 연수가 프로그램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멘토 교사들에 대한 멘토링이나
멘토들 간의 팀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PAR 프로그램이 멘토 교사의 자
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멘토 교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활용되고 있는 멘토의 기준을 요약하면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오랜 교직 경험(최소한 5년 이상의 성공적인 교직 경험), 둘째, 지역에서 우수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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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성과 평판, 셋째,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수업전략의 소유자, 넷째, 성인학습자
들에 대한 지식 및 그들과의 성공적인 경험, 다섯째, 효과적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이
멘토 교사의 중요한 자격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멘토링을 받는 멘티 교사
들이 멘토 교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우수한 멘토 교사를 찾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발된 우
수 교사들이 훌륭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

캘리포니아의 경우 PAR 프로그램을 위해 1999 2000학년도에 배정한 예산은 125,082,000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에 1,054개의 학교가 있으므로 학교당 약 118,673달러가 지원이
되는 셈이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학교당 약
213,450달러정도가 지원되고 있다. 이는 톨레도와 비교했을 경우 PAR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약 6% 16%에 불과한 금액이다.
PAR 프로그램과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
정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행 이전에 소요되는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재원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

․ ․

우리나라의 2006년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29조원 중에서 유 초 중등학교에 투입

․

되는 예산은 25조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에 시 도 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은 248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 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

․

탕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시 도 전입금 확
대 등 지역수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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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by Using Mentoring,
Especially Focusing on PAR Programs

Chung, Jae-Young(Ministry of Education and HRD)
Jung, Sung-Soo(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n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examining mentoring, especially PAR programs of the USA. PAR(Peer Assistance and Peer Review)
is a program combined with review(evaluation) and mentoring.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examined all about PAR program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Korean teachers' associations or unions need to take new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Secondly, teacher evaluation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 when it is connected with mentoring program .
Thirdly, mentoring program is essential to enhance the adjustment of novice teachers and the mentoring
programs promoting by some region should be enlarged to the whole country.
Fourthly, the standards, criteria, qualific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to select excellent
mentor teachers, and also the efforts to organize manpower pool.
Lastly, the efforts to secure money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whole country are needed to make all the
above suggestions possible.

Key Words : Mentoring,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Improvement), PAR, Peer
Assistance, 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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