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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인재인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유연성, 자율성 등이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추구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학생들이 속한 학교와 그 지역에서의 교육자치는 우리 사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방교육자치가 오히려 지역별 교육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본래의 목적인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의 중앙집중적 방식과 달리, 이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학교와 지역의 교육을 위해 함께 협업함으로써 스스로의 교육 모델을 만들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연구계획 검토, 전문가델파이 조사, 집담회 및 면담에 참여해 주신
학계의 전문가 분들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여
러분들과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홀로 교육자치를 실
현할 수 없듯이, 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연구의 성과를
일궈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아내고자
애쓴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방향 및 추진 과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교
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만의 정책 기획 및 추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행
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사
회적 인식 제고,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교육 주체
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반 여건 마련 등의 측면에서도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역량에 관해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지방교육자
치 추진 현황, 전문가들이 보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실제 사례에서의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 등을 분석하여, 이들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 등 관련 문헌 분석, 업무담당자
집담회,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례 조사 및 면담,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
였다. 다만, 본 연구는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의 상황과 이에 근거하여 전문가들이 생각하
는 추진 방향 및 과제, 실제 추진 사례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상을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지
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 장별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역량에 관한 이론적 탐색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
의 개념 및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 역량
의 개념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교육
자치 역량의 개념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지방의 교육 관련 주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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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의 교원 및 학생·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사회, 시
민단체 등이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기획, 운영, 참여하는 교육자치를 통해
지방교육의 특색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로 정리하였다. 물론 지방교육자치는 제도
이고 역량은 개인이나 조직, 기관이 보유하고 발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역량
을 논의할 때는 누구의 역량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의 개념에서
는 각 지방의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
고 보아 이를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 특색 도
모와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즉, 학교자치를 통해 학생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에 두었다.

Ⅲ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시도교육
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집담회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상의 어
려움과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안정화되지 못한 추진 단계에서는 지
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추진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므로, 지방교육자치 확대와
실현의 속도를 높이고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보다 주체적이
고 주도적인 역할의 확대, 수행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과제와 사
무 측면에서의 접근과 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실현·운영되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교육자
치 추진에 따라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을 발휘하기 힘든 제도와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
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Ⅳ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 방향 탐색을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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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추진 과제, 필요 역량 등을 도출하였
다.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요 이슈, 문제
점 및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고, 역할 및 업무 측면, 제도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
어 총 12가지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어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추진 과제별 시급
성과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선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로 유형화하
고, 각 과제별 필요 역량을 종합하였다.
분석 결과, 최우선 과제는 1)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2) 법령 및 조례 제·개정, 3)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4)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과제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표적으로는 학교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이해, 교육법·제도·
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조정
및 통합 능력, 갈등 조정 역량 등으로 조사되었다. 중기 과제는 1)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
립, 2)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3) 일반자치(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5)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
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6)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
행정기관은 교육 현장 지원 능력,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과제는 1)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2) 교육감·교육장 제도 개선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들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민 지향
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Ⅴ장에서는 역량이 실제 상황에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지방교육자치 사례 분석과 관련자 면담을 통하여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견
되는 주요 역량을 살펴보았다. 관련 사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지방교육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기획, 추진한 시흥 지역의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정부의 권한 이양 과정의 주요 대상이자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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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분석 결과, 추진 과정상의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으로, 시흥시 사례에서는 1)
관 중심의 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 2)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과 ‘학습’ 역량, 3) 단체장
의 인사·예산 운영 혁신 의지와 정책 추진 역량, 4) 교사와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교
자치 지원 역량 등이 분석되었다. 한편, 세종시 사례에서는 1)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정
책으로 전환하는 역량, 2) 문제 해결력 및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역량, 3) 최적의
전문가 발굴 및 실천 경험의 축적, 4)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력, 5)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 연결 능력 및 문해력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례 및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
방교육자치의 첫 출발은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단위학교와 교육청 간에 ‘개별적 실천’을
넘어 ‘협력적 실천’을 이뤄내야 한다. 셋째, 사람과 사람의 소통 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장의 잠재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와 지
역, 주체별 세밀한 정책의 요구와 필요를 읽고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설계 능력,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Ⅵ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
안을 제안하였다. 지방교육자치가 제도화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 작동하기 위한 원리와
방향을 고민한 결과, 5가지의 핵심 원리와 9가지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핵심 원리로는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 지역 생태계의 원리, 거버넌스
의 원리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기존의 정책과 대비하여 제
시하였다. 첫째, “주어진 비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으로”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체
들이 함께 비전을 세우는 방향을 추진한다. 둘째, “대상화”를 넘어 “주체화”로 교육 주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경로의존성”에서 “정책 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자치사무의 질적 성숙을 꾀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부로부
터 권한을 가져오는 “교육청 자치”를 넘어,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교육과정을 민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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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교 자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와 분권의 철학
을 반영하여 “불신에 의한 규제”에서 “신뢰에 의한 지원”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하급 기관으로서 인식되었던 학교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분절”에서 “연결”과 “통합”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그
간 분야별로 나뉘어졌던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을 연계하여야
한다. 여덟째, 그동안 각종 정책들이 교육과정과 별개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존
의 개별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관점으로 방
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 정주의
식,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성”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상의 지방교육자치 추진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째,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하에,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교육장 공모제 추진 및
보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 기관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현장 지원의 원리 하에, 학교자치를 위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구화, 학교자치를 저해
하는 조항의 재정비, 자율학교 제도 검토 및 보완,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등 중간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
원,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역 생태계의 원리에 따라, 풀
뿌리 민주주의 강화,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원리를 고려하여, 민관학 협의체
등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지방교육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집단 간의 교류
연수 강화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핵심어: 지방교육자치, 교육자치, 학교자치, 지방교육자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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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육 혁신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핵심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자치
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추진 중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초·중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
방의 역할 분배 권한의 지방 이양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
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기조 하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전략과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는 평균주의적인 표준화 교육 흐름에서 다양성과 개개인성을 강조하는 탈표준화 교
육의 흐름으로 변화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Ross, 2015).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미 산업화 시대의 중앙집권적 교육 패러다임에서 기술 혁신 시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핀란
드, 스웨덴, 독일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에 위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argreaves &
Shirley, 2009).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도에 부여되는 자율성에 맞게 지방의 재량권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 재량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지가 중요해졌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청으로의 합리적 권한 배분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부여받은 권한을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동시에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에서 시·도
의 관리와 조율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시·도 간 교육 기획 실행의 수준이 전보다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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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그간 지방교육자치의 법·제도·정책,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의 초점인 지방교육자치 역량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을 텍스트 분석한 연구에서도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논문 주
제어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이나 성격,
원리에 관한 연구도 6.0%(총 133편 중 8편)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박선주·박
진영, 2011). 기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된 지방교육자치 연구들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방향(김흥주·고전·김이경, 2008), 실행 과정(황준성 외, 2014) 및 평가(김순남
외, 2008),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 갈등(김흥주 외, 2013) 등에 대한 분석 등에 중점을
두어왔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 역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나민주 외
(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나민주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

조직, 기관 차원에서의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그 요소를 개념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원 및 행정직원의 역량을 도
출하고 그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들 역량이 실제로 어떻게 발휘되고 촉진되는지
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역량’에 초점을
두기보다 좀더 넓은 관점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법률(나민주 외, 2017; 하봉운, 2018; 황준성 외, 2014),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기능(김병
주 외, 2010; 나민주 외, 2015; 정성수·주동범, 2010), 교육과정(신혜진, 2018; 조호제,
2018), 교육재정(나민주 외, 2017; 신혜진, 2018; 엄문영, 2017)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자

치제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권세훈, 2018; 김성열·김흥주,
2015)들이 상당수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역량에 관한 선행 연구의 흐름은 초기에는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조직의 역량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적 역량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이승종·윤
두섭, 2005). 그러나 역량에 대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여전히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선발시험 내용 및 과정의 변화,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역량 평가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최무현·김영우, 2009; 김
판석, 2002, 서재영 외, 2016; 서동희, 2018; 하미승·권용수·전영상, 2007). 이들 연구
에서 논의되는 역량들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역량들이지만,
역량이 ‘실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 그렇게 발휘되어 ‘성공 또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임을 개념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역량이 성공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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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개별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이를 추출하여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역량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역량의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 추
진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역량의 작동 방식, 즉, 이들
역량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성공을 이끌어내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
의 권한 이양 및 사무 배분의 직접적인 대상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이다.
이는 이들이 지방교육자치를 이끌어가고 그 주요 여건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교육자치를 둘러
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 관계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행·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분리 독립이
나 권한 배분 조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권한 배분 조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지만 지방교육자치를 둘러
싼 주체들 간의 관계, 연결과 통합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두고자 함을 의미한다.

[그림 Ⅰ-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이전 연구 경향과 본 연구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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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의 의미를 기관별, 수준별, 직급별로
개별적인 역량을 도출하고 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역량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 현황 분석, 추진 과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필요 역량 도출, 실제 사례에서 발견된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 탐
색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Ⅰ-2]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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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탐색을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나 문헌들을 바탕으
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지방교육자치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
회의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도별로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으므
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 담당자 집담회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과 향후 과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다. 지방교육자치 방향 및 과제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과 향후 추진 과제에 관한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1~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현황을 진단하고 추
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교육자치 현황 진단 측면에서는 주요 이슈,
성과와 한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자치 방향과 관련하여
서는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 필요 역량
을 종합 정리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학교자치와 관
련하여, 학교자치의 핵심 요소와 그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
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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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작동 요인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역량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핵심 역량과 작동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 및 관계
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등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교육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전자는 시흥시의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사례이고, 후자는 세종시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례이다.

마.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현황 분석,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실제
사례 및 관계자 면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에,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
책 방안을 제안하되, 실제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추진 원리를 고려하여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탐색을 위하여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등 이론
적 문헌 분석과 함께 지방교육자치 역량 관련 국내·외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
1) 본 연구에서 ‘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
였으며, 맥락에 따라 시도교육청임을 밝히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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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을 위하여, 교육자치정책로드맵 및 관련 자료,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등과 관련한 문건을 분석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운영
연구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필요 역량, 역량 작동 기제, 정
책 추진 현황 및 방향 자문, 정책 과제 및 방안 도출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표 Ⅰ-1>과 같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실시 개요
차수

일자

목적

1

2019.03.18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 설정 협의

교육전문가

우○○
이△△

2

2019.03.28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및 필요
역량 설정 협의

대학교수

이□□
이○○

3

2019.07.23

지방교육자치 추진 사례 및 향후
방향 설정 협의

교육전문가

서△△

대학교수

박□□

2019.10.15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필요 역량 및 정책 제언 협의

교육전문가

이○○
안△△

4

외부 전문가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5명을 대
상으로 1~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요 이슈, 성과와 한계,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
출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필요 역량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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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시 개요
조사 내용

조사 기간

1차
델파이
조사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필요성,
주요 이슈,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 등)

2019.4.10.~5.10.

2차
델파이
조사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및 필요 역량
(과제별 중요도-시급성, 필요 역량 등)

2019.6.19~7.26.

조사 대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총 45명
(응답자 수: 1차 45명, 2차 40명)
• 전·현직 교육부 관계자 3명
• 전·현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
• 전·현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명
• 전·현직 학교 관리자 및 교사 6명
• 학계 연구자 및 교수 8명
• 시민사회단체 3명
• 각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17명

라. 사례 분석 및 면담
지방교육자치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역량과 작동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지
방교육자치의 방향과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주요 정책 참여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
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인 시흥시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 사례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업 추진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 및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 섭외 과정에서 정책 참
여자는 대면 면담으로 진행하였으나, 정책 수혜자는 이메일로 면담지를 주고받는 서면
면담의 형태로 추진하였다.
⚪ 목적: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과정, 추진 요소, 주체별 역할 및 역량, 결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확인
⚪ 대상: 총 11인(주요 사례 관련 정책 참여자 5인, 정책 수혜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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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 면담 대상자 및 일시
연번

면담 대상

1
2

정책
참여자

시흥

세종

시도교육청 관계자

1명

1명

교육지원청 관계자

1명

1명

교장 또는 교감

1명

-

교사

1명

1명

학생

1명

1명

학부모

1명

1명

6명

5명

3
4
5

면담 대상자 수

정책
수혜자

6
총 계

면담 일자(방법)

2019.8.29.
(대면 면담)

2019.9.18.-9.20.
(서면 면담)

마.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 업무담당자 집
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목적: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추진 과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필요 과제, 향후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및 기대 등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의견 수렴
⚪ 대상: 총 7인(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인, 각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 관련 업무 담당자 5인)

⚪ 일시: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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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3.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4.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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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역량에 관한 이론적 탐색을 위하여, 지방교
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
념,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결합된 제도로(고전, 2010; 김신복, 198
5; 황준성 외, 2014), 교육행정기관, 교육주체, 지방자치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관점을 정
리하면, 첫째,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서 교육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리·독
립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 둘째, ‘교육주체의 자치’로서 교육주체가 교육행정기관의 부당
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 셋째, ‘교육
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의 간섭 없이 교육 사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을 들 수 있다(김혜숙 외, 2011). 이와 관련하여 이승종(2004)
은 각 관점의 강조 측면, 지향 방향, 일반자치와 교육과의 관계, 교육의 특수성 강조 정
도, 분권의 성격, 주요 참여자, 처방 등의 측면에서 <표 Ⅱ-1>과 같이 이들 관점을 비교하
여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황준성 외(2014)는 지방교육자치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단순한 합이 아니
라,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교육자치의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일
종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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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점의 비교
구분

교육행정기관의 자치

교육주체의 자치

지방교육자치

강조 측면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간 관계

교육행정기구와 교육주체 간
관계

중앙-지방 관계,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주체와의
관계, 정부-기득권층의 관계

지향 방향

교육영역의
독자성(교육지자치)

교육주체의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
지방자치 발전

일반-교육 관계

분리독립

통합

통합

교육의 특수성

매우 강조

강조

강조

분권의 성격

기능분권

기능 분권

지역분권, 기능분권

주요 참여자

교육자

교육 주체

교육주체 및 주민

처방

일반-교육행정의 분리·독립

교육현장의 자율성 보장

교육의 지방분권,
교육현장의 자율성,
정부의 중립성

* 출처: 이승종(2004: 19)

이에, 학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서의 성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의 정의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목적, 주체, 행위,
제도적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학자(연도)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제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사무장 격으로 교육감제를 두고
김종철

(원리)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1978)

(행위)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킴으로써
(목적) 행정의 제도 조직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
* 김흥주(2004)에서 재인용
(목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김신복
(1985)

(주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교육행정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원리)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 독자적인 재원 및 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행위)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에 의해 교육행정의 주요 지침이 결정되고 집행 결과를 평가,

감독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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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연도)
김병준
(1996)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주체) 지역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구가
(행위) 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교육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
(주체)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교육구 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인 공법인이

배상진
(2000)

(내용) 교육구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행위)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자기의 사무로 하여,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

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 교육행정을 집
행하고 실현하는 제도
(원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이승종
(2004)

가지며
(내용)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주체)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행위)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적

강경석·허원기
(2006)

재정의 원리에 근거하되,
(행위)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

책을 강구·실시함으로써
(목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
(주체) 시행 주체가 지방이며,

허원기

(행위) 주민의 통제를 받아 교육사무를 수행하고

(2007)

(원리)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목적)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려는 제도

윤정일 외
(2002)

(원리)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행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목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원리)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로운 결합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성병창

(목적)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2011)

(주체)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허락되는 독자적 교육관장 기관에서
(행위) 교육을 자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교육제도

문원식
(2012)

(원리)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주체)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행위)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것

* 연도순으로 나열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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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은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
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
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우(1999)는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지방교육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이 마
치 주민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개념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교육자
치는 “공적인 교육이 시행되는 현장인 학교 공동체의 자치”라는 의미, 즉 ‘학교자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는 교육자치 또는 학교자치의 개념을 “교육공
동체인 학교가 교육 및 학교 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여 자기 책임 하에 분권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 원리”라고 정의하였다(이기우,
1999).

나.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공
통적으로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의
4가지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 보고 있다(배상진, 2000). 이들 원리는 1963년 김종철이

제시한 “지방분권, 민중통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근
간으로 하는데, 이 원리 중 ‘민중통제의 원리’는 헌법재판소(2000헌마283·778)에서 ‘주
민참여의 원리’로 바꾸어 판결한 바 있으며(고전, 2018), 이에 원리의 명칭이 일부 변경
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지방교육자치 원리의 의미를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윤정일 외, 1996).
일부 학자들은 관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3가지 또는 5가지로 제기하기도
한다. 고전(2010)은 ‘전문적 관리의 원리’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방교육자치와 관련
된 판결문에서 자주 언급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의 조화’(헌재 2000.3.30.헌
바 113)의 3가지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논의하였다. 또한 하봉운 외(2016), 나민주
외(2017) 등은 지방교육자치에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
편성권, 과제자주권, 재정운영자주권”을 포함하는 ‘자주적 재정의 원리’를 추가하여 5가
지의 지방교육자치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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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원리
기본 원리

의미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로부터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
하여 교육정책이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리

분리·독립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원리

주민통제(참여)의 원리

특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해야 한다는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이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므로, 이를 지원·
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적 식견을 갖춘 요원
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

* 출처: 윤정일 외(1996: 678-68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한편, 학계나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지방교육자치 원리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도 하며,
지방교육자치 원리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한다(이종재, 2010). 교육학계에서는 헌법 제31
조4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로서 인정하고 있
으나, 일반행정학계에서는 이를 교사와 교육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로 보면서 지방교육자
치 원리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박수정·박선주, 2012). 또한 이종재(2010)는 학교교육
의 자율화와 교육에서의 협치 추구 등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라는 2
원적 분권이 아닌 “다층적 분권”, 분리·독립적 관점의 폐쇄 체제에서 “개방과 협조체제”
로의 전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다.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전통적인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은 그간 우리 학계와 교육현장에서 갖고 있었던 기존의
지방교육행정의 패러다임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병창(2011), 박수정·박
선주(2012), 이종재(2010)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미래 방향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김순남 외(2008)는 지방교육행정에서 지
역 수준의 교육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 전환이 교육자치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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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의 실질적 교육 지원이 아닌 통제 기능에 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지적하고, 교육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행
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표 Ⅱ-4> 참조).
따라서 지방교육자치 역량에 대한 고찰도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
에서, 형식적 교육자치가 아닌 실질적 교육자치와 교육 현장인 학교자치를 강조하는 관
점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4>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통적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거버넌스

중앙 정부 중심의 관치를 강조
시·도교육청은 집행 기구
(유일 독점제)

지역 거버넌스를 강조
시·도교육청의 네트워크 조정 기능
(하나의 기관으로 주요한 역할)

자치 수준

형식적 교육자치를 강조

실질적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강조

교육적 가치

교육적 가치보다 행정 효율성 강조

행정적 효율성과 교육적 가치의 조화
강조

행정 행위

계층제에 의한 통제(수직적 통제)
규정에 근거한 행정

고객지향적인 창조적 행정
여러 사회 집단의 수평적 협력

⇒

* 출처: 김순남 외(2008: 37)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학교자치’는 1995년 교
육 개혁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면서 정부 공식 문건에 등장하였으며(고전,
2008), 교육기본권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보장,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백규호, 2017). 이와 관련하여 이기우(1999)는 ‘교육자치’를 교육공동체 학교의 자치적

인 운영이라는 의미에서 ‘학교자치’와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였다.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 추진한 바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지침을 정비할 목적으로 2008년 4월 15일 학
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도록 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2단계로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 정비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하고, 3단계로 7월 이후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지
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정일환 외, 2010).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6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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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으며, 주요 목
적은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의 자율권 확대, 학교 현장의 자율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고전, 2008; 정성수·주동범, 2010).

이러한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다(김성렬, 2003; 김경회·윤성현·김주영, 2011; 김병주 외, 2010).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SBM: School-Based Management or Site-Based Management)는 단위학교 자율성
과 책무성을 통하여 단위학교 경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도로, 학교조직 관리, 인사,
교육과정 및 수업, 교육재정, 장학, 학부모 참여 등의 영역을 포괄한다(김병주 외, 2010).
그러나 이러한 학교자치를 보는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한의
이양이나 학교 자율 경영과 같은 권한 측면에서, 교사는 학교의 일에 대한 민주적 결정이
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김성천 외, 2018).
정리하면, 학교자치는 개념상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자치라는 용어는 조직, 인사, 재정 자치권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방교육자
치법 등에서 규정되는 법정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완전한 자치일 수 없으며 불완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전, 2008). 이에, 학교자치가 아닌 학교 자율화, 학교 민주화,
학교 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자치의 개념
은 법리적, 학문적인 해석에 터하여 절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관계상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학교자치는
‘~로부터의 자치’, 다시 말하면 교육부, 교육청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의미를 함의하며, 과

거 교육행정기관의 관여와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초 자치로서 학
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의 의미로(고전, 2008), 학교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
다. 하지만 교육자치의 철학이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체계로 자리잡지는 못하였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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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제도 시행만 이루어졌다. 특히, 군부 정권의 연속적 집권은 교육자치의 철학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만들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학자들마다 그 구분의 시기와 강조점이 다르지만, 1991년을 기점으
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교육자치의 역사적 흐름을 점차 강화시키는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송기창(2015)은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자격, 선출자격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역사를 구분하였다. 여기에 교육법 제정 시기와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개정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동인으로 볼 수 있다.
고전·김이경(2003)은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199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1991년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은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①지방교육자치 도입·시도기(해방 후 5·16 군사정변), ②
지방교육자치 유보기(1962~1991), ③지방자치시대(1991년 이후)로 구분하였다(고전·김
이경, 2003).
나민주 외(2018: 20-24)의 연구에서는 교육자치제의 시기 구분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고, ①교육법 제정 및 적용 시기(1952.5~1961.5), ②교육자치 폐지 시기(1961.5~
1963.12), ③형식적 교육자치 시기(1963.1~1991.6),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적용 시기(1991.6~2010.6), ⑤2010년 교육감 민선시기(2010.6~ 현재)로 구분하였다.
송기창(2015)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1949년 교육법 적용기(1952.5~1961.5), ②교육자치 폐지 시기(1961.5~1963.12), ③
형식적 교육자치 시기(1964.1~1991.6), ④실질적 교육자치 시기(1991.6~2010.6), ⑤교
육자치 일부 폐지기(2010.7~2014.6), ⑥교육위원회 폐지기(2014.7~)로 제시하였다. 이
러한 구분을 살펴보면,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철학과 원리, 제도
를 일정하게 이식하였으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식과 문화적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
기 어렵다. 여러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났고, 제도 구축을 하기도 전에 군부정권의 강력한
통치 체제 하에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은 크게 흔들렸다.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다
가, 1991년을 기점으로 교육자치의 모습이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
고, 이후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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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운 외, 2016).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미군정기에 미국 교육자치제도를 모델로 하여
적용되었는데 정치적, 문화적, 제도적 토양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와 실제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구역에서는 교육위원
회를 두지 않기로 하면서 군 단위에만 교육자치단체로 교육구를 두었다. 이 당시 교육구
는 의결기관으로서 구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었다. 이 때 시교육위원
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으며, 시교육감은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대행하는 사무장이었다(송기창, 2015: 108). 이러한 모습은 직선제 교육감의 위상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초등교육은 교육구에서, 중등교육은 도에서 관할하
는 등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복잡하였다. 이 당시에는 문교부와 내무부
의 이원적 감독을 동시에 받는 등 중앙집권적인 시스템과 부조화를 이루었으며, 교육위
원회가 군에서는 의결기관이고, 시에서는 집행기관의 모습을 보이는 이중 구조가 나타났
다(양승미·최승원, 2017: 246).
여기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 논란도 나타났고(양승미·최승원, 2017), 내무 관료
를 중심으로 재정 낭비의 방지와 종합 행정을 위한 일반행정에의 통합론이 대두되었으
며,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제도는 폐지되었다. 1962
년에 교육위원회가 부활하였으나 내무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의결권이 주어진 상황이었으
며, 보조집행기관으로 교육국 및 교육과를 일반 지방교육행정청에 두었을 뿐이다. 1963
년 이후 광역 단위에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었으나 교육위원을 문교부 장
관이 임명하였다(고전·김이경, 2003: 40). 이처럼 박정희 정부 이후부터 1991년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졌을 뿐, 실
제로는 중앙에 의존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였다(박수정, 2014: 51).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이 법 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
로 밝히고 있다. 이 법에서는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
였다. 이후 교육감 선출 제도는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8조 1항에는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다. 초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이후 19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2)에 의해 교육위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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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과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간선 방식으로 전
환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료들이 지역위원 등으로 포진되었고,
과반수 득점을 얻지 못해서 2차 투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는 등 여러 부
작용이 나타났다(임석삼, 2011).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
민직선으로 선출하였다3).
그러나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제도를 한시적
으로 유지하였고 이후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4). 교육에 관한 전문성에 관한 자격 기준은
없어졌고, 대신 시도의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당 판단 등에 의해서 교육위원회
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운영된다.
송기창(2015:119)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2) 1997년 개정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
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
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 20일부터 10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한다.
④ 교육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③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
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일몰 조항이 들어가 있다.
제2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
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
자치법」 제50조에 따라 시·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이하 "2010년 지방선거"라 한다)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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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지방교육자치제도 변천 과정
구분

의결기관

’52~’61
교육구
교육위원회
특별시·시의회

교육위원
자격

지방의원
피선거권(6개월
거주, 만25세
이상)

’64~’90

’91~’97

’98~’06

’07~’10

’10~’14

시·도의회
미구성
[문교부장관]

시·도의회
(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시·도의회
(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시·도의회
(중요)/
시·도교육
위원회(기타)

시·도의회
(교육상임
위원회)

학식과 덕망,
학식과 덕망,
학식과 덕망,
시·도의원
시·도의원
시·도의원
교육의원,
피선거권,
피선거권,
피선거권,
시·도의원
비정당인,
비정당인
학식과 덕망,
비정당인 2년,
피선거권,
정수의 1/2
(’00.1 비정당인
교육·교육행정
정수의 1/2
비정당인 1년,
이상은
2년), 정수의
경력
이상은 교육· 교육·교육행정
교육·교육행정
1/2이상은
교육행정경력 경력 5년 이상
경력 15년
교육·교육행정
10년 이상
(’95년부터
경력 10년 이상
10년 이상)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
군수(당연직)

교육위원
선출

학교운영
시·군·자치구
학교운영위원
위원과
의 추천,
교원단체
전원으로
지방의회에서
시·도 의회
구성
선출한 5인,
(’00.1-운영
선출(정수의
위원전원으로
교육위원
특별시·시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1/2이상은
선거인단이
구성)의
교육감
선출한 9인,
교육·교육
교육위원
선출
특별시장·시장
행정 경력자)
선거인단 선출
(당연직)
교육구 교육감

집행기관

특별시·시교육감
위원회
(교육감)

시·도교육
위원회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14.6

’14.7

시·도의회

교육위원제 폐지

교육위원,
주민의
보통·평등·직
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교육위원제 폐지

교육감

교육감

교육감
자격

학식과 덕망, 학식과 덕망,
시·
시·도의원
시·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피선거권,
피선거권,
시·도지사
피선거권,
시·도지사
피선거권,
학식과 덕망,
비정당인,
비정당인
피선거권,
비정당인
교육·교육행정경력
비정당인 2년
피선거권
교육·교육행정
교육경력
(’00.1이후
비정당인 2년
1년
5년 이상
교육·교육
비정당인
경력
·교육전문직 비정당인 2년)
교육·교육전문직
교육·
전문직 경력
1년
경력 20년
교육·교육전
경력 5년 이상
교육행정
5년 이상
(1995년 이후 문직 경력 5년
경력 3년
이상
15년) 이상
이상

교육감
선출

교육위원회의 추천,
교육위원회의
도지사와 문교부
추천,
장관 경유(특별시
문교부장관
교육감은 문교부
제청, 대통령
장관만 경유),
임명
대통령 임명

교육위원회
선출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
(’00.1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
의 교육감 선거
인단에서 선출

주민의 보통
평등·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

* 출처: 송기창(20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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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표 Ⅱ-6>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를 요약할 수
있다.
<표 Ⅱ-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연도

3

내용

1952년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

1964년

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

2000년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직선제 전환

2010년

주민직선제 교육감제 도입

2014년

교육의원제 폐지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가. 지방자치 및 행정학에서의 역량의 개념 및 요소
역량의 개념은 심리학 분야에서 개인 수준의 역량을 언급하면서 시작되었으며(하미승·
권용수·전영상, 2007: 39), 1973년 McClelland가 미국무성 해외 초급 공보요원 선발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면서 “업무 성과와 관련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으
로 정의한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최무현·김영우, 2009: 35). 이어서 1993년 Spencer
& Spence도 “조직 또는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잠재적

또는 내적인 특성”으로, 1997년 Mirabile도 “우수 성과자와 보통 성과자를 구별해 주는
지식, 기술, 능력 및 기타 특성”으로 정의하면서,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역량의 개념이
정의되어 왔다(이승종·윤두섭, 2005).
이러한 역량의 개념은 학문 분야, 또는 연구자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차원의
역량까지 확장되면서, 개인, 조직, 환경적 차원에서의 역량으로 그 수준을 구분하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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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및 하위 요소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한상우·최길수, 2006; 김병국, 2012; 이재
성·임승빈, 2004; 소순창, 2006; 최봉기 외, 1993; 김병국·권오철, 1999). 그리고 우리나
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역량의 개념이 도입된 초기부터 조직 차원의 역량을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이승종·윤두섭, 2005). 이들 선행 연구들을 개인 차원에 초점을 둔
역량 개념과 조직 차원까지 확장하여 본 역량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Ⅱ
-7>과 같다.
<표 Ⅱ-7> 역량의 개념
구분

연구자
McClelland
(1973)
Klemp(1980)
Spencer 외
(1993)
Corbin(1993)
Parry(1996)

개인 차원에
초점을 둔
역량 개념

Mirabile(1997)
Doz(1997)
신종국(2001)

개인 및
조직 차원에
초점을 둔
역량 개념

역량의 개념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된 행동적 또는 심리적 특성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개인의 잠재적인 특성
조직 또는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잠재적 또는 내
적인 특성
특정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는 지식, 기능, 가치, 태
도로 개인이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
개인이 갖는 내적 특성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교적 장시간동안 지속되는 사고
및 행동양식
조직보다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고, 기술, 체제, 가치 등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조직
의 기본적 업무과정으로서 특정의 과제수행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산출하게 함으로
써,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것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주는 행동이나
특성

Spencer &
Spencer
(2001)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르는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하미승, 권용수,
전영상(2007)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 부분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
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능력의 집합체로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하거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개인의 특성

UNDP5)
(1998)
김병국,
권오철(1999)
이승종,
윤두섭(2005)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의 능력
지방정부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조직차원에서의 능력과 의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인적역량과 물적 역량을
포괄하는 것

* 하미승·권용수·전영상(2007: 39-40), 이승종· 윤두섭(2005: 7-8)의 내용 정리하여 표 재구성.

5)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유엔 개발 계획으로 유엔의 개발활동을 조정
하는 중앙기구로서, 전 세계 170여개 국가 및 영토에서 국가의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돕고 있다
(출처: www.un-rok.org, 검색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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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역량이 개인, 조직, 환경적 차원으로 그 수준이 논의되고 개념에 있어서도 개인
에서 조직의 차원까지 확장되어 오긴 하였으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역량 연구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개인 역량과 관련하여 직
급별, 직종별로 역량의 요소가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고위공무원의 역량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고위공무원의 역량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하미승·권용수·전영상, 2007),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서
도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서동희, 2018; 조선일, 2008).
한편, 지방정부의 역량과 관련한 국제 비교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
이 “지방정부혁신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Fiscal Austerity and Urban Innovation
Project: FAUI)인데, 이 연구는 198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총 38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량의 층위를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이재성,
2007). 이 연구에서는 신정치문화 지향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지수가 높을수록, 젊은 층과 부유한 계층이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
방정부의 혁신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종·윤두섭, 2005).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들의 교육 수준 등을 지
방정부의 역량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혁신 역량의 개념에
있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분석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는 혁
신의 요구자, 사회경제적 조건은 제약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직접적인 역량의 개
념 요소로 포괄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있다(이승종·윤두섭, 2005: 11-12).
<표 Ⅱ-8> 역량의 차원 및 하위 지표 구성
지표화 차원
연구자 및 기관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구조적 차원

Boyatzis(1962)

리더십, 지식, 노력,
정향성

학습조직, 제도, 부하관리,
네트워크

-

FAUI(1982)

정향성, 선호, 리더십

네트워크(시민)

지역경제, 정치구조

Bolton(1993)

리더십

전문성, 기술, 자원

인구규모, 도시규모, 서비스
수요

최봉기 외(1993)

지식, 지술, 능력,
가치/이념

기구설치, 적정인원,
적정기능, 재정력, 자치권

요구 투입과 대응

Sparrow(1996)

행동 양태

지식, 기술, 자원,
고객지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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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화 차원
연구자 및 기관

개인적 차원

이승종 외(1998)

정향성, 선호, 리더십

-

네트워크

김병국 외(1999)

직무능력, 직무노력

제도, 물리적 기반 정도

이념 기반, 행동 표출

조직적 차원

구조적 차원

이동기(2000)

의지, 보상, 분위기

모방, 기술

-

류지성 외(2001)

단체장 연력 및 학력

공무원 수, 재정력

인구규모

이재경(2002)

지식, 기술, 태도

-

-

박우성(2002)

정향성, 가치/이념

-

-

UNFPA(2003)

인센티브, 동기, 지식,
능력

비전과 미션, 체제 발전,
인적자원 개발, 자원의 유통

경제성장, 정치안정, 법규의
구조,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민사회의 성숙

최영출(2003)

지식, 기술

수(volume)

-

이종수(2004)

정책행위자의 영향력

-

선호, 재정력, 네트워크,
인구규모, 도시규모

* 출처: 이승종·윤두섭(2005: 18)

이렇듯 지방자치 역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념적으로는 개인, 조직, 구조적
차원으로 나누어 하위 지표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역량의 수준을 측정하거
나 역량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주로 개인의 인식이나 개인의 역량에 초점
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미승·권용수·전영상, 2007; 최무현·김영우, 200
9; 김판석, 2002; 홍준현, 2008; 서동희, 2018). 이는 역량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
법이 개인이 개인, 조직, 기관이 해당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의
존하고 있고, 역량의 개념이 처음부터 훈련 가능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이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 방안으로
선발 제도의 변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역량 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안
하고 있는데(하미승·권용수·전영상, 2007; 최무현·김영우, 2009; 김판석, 2002;
서동희, 2018), 이는 개인적 역량에 초점을 둔 접근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역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역량의 강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지방자치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그 개념을 정의할 때, ‘지방
정부의 목적 및 기능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조직, 환경적 차
원에서의 능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지방자치단체
에 국한한 개념으로, 이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
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지방자치 역량의 개념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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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병국(2012)은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주체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자치 요소를 지방 분권 수용 능력, 자치 수행 능
력, 주민 참여 능력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도 하였다(김병국, 2012: 67).
지방자치제도 발전
<자치 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

<자치 요소>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

구성요소(1차)

구성요소(2차)

행정분권

사무배분, 지도감독

자치입법권

자치 입법

의회자치권

의회 자치

갈등관리

중앙-지방 간 갈등, 분쟁 조정

기관역량

기관구성, 협력관계(내부, 지방 간)

운영역량

조직관리, 인사관리, 정보화

인적역량

단체장,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주민참여

행정참여

시민사회

사회자본, 시민교육

주민참정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지역공동체

지역 NGO, 주민자치위원회

[그림 Ⅱ-1] 지방자치관계론 및 구성요소
* 출처: 김병국(2012: 67)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도 기존 행정학 분야의 선행연구와 마
찬가지로 지방교육자치단체, 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치 역량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개인, 조직, 기관 차원
에서의 역량에만 국한하기보다, 이들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주체들, 국가,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학교,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등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들
의 영향이 지방교육자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보다 넓
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및 요소

그간 지방교육자치의 법·제도·정책,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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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의 초점인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및 수준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학술지 논문의 연구 경향을 텍스트 분

석한 연구에서도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논문 주제어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개념을 추
론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이나 성격, 원리에 관한 연구도 6.0%(총 133편 중 8
편)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박선주·박진영, 2011). 이에, 이 절에서는 지방교
육자치 역량에 관한 나민주 외(2015)의 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
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나민주 외(2015: 21)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지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
는데 필요한 지방의 역량”을 의미하며, 내부와 외부의 역량, 수준·직종·경력의 3차원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내부와 외부
의 역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역량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외부 역량은 지역
사회의 역량을 의미한다6)(나민주 외, 2015: 21). 또한 지방교육자치 역량은 수준·직종·
경력의 3차원에서 분류할 수 있으며, 역량 수준은 기관, 조직(부서/팀), 개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 및 부서 수준의 역량 및 역량 요소는 직급,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하나,
개인 수준의 역량 및 역량 요소는 직종, 직급,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나
민주 외, 2015: 2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패러다임이 교육현장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반해, 일반행정에서의 지방자치 역량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역량
을 조직 및 기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고,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내용은 개인적 역량에서
별도의 추가 항목으로 덧붙여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의 초점을 교육전
문직원과 행정직원의 개인적 역량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강화 방안에 국한하고 있다
는 점, 개인, 조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의 수준을 개인 대상 설문을 통한 인식
조사의 형태로 측정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6) 이에 대해, 나민주 외(2015: 21)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중심으로 보면, 지방교육 자치역량은 선출
직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장인 지도자의 역량, 지방교육자치를 운영하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관 역량,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역량으
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논의하였다.

31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표 Ⅱ-9> 개인·조직·기관 수준의 지방교육자치 역량 및 주요 대상
수준

역량군

역량

주요 대상

전문 지식 및 지적 자질
기초 공통

조직헌신도 및 책임감
윤리의식
문제해결능력

직무 수행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업무 능력 및 추진력
기획 관리 능력

개인

관리/관계 형성

의사소통 능력
조정 및 통합 능력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 능력

지방자치

주민지향성

기관장
(교육감, 교육장, 교장 등)
교육의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
교사
행정실 근무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능력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교육지원

학교조직 및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
교육현장 지원 능력
팀 조직화 역량

조직
(부서)

-

정책 추진 역량
제 규정에 대한 지식

부서/팀

갈등 조정 역량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조직 관리 역량
기관

-

인적자원관리 역량
성과관리 역량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정보화 관리 역량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
* 출처: 나민주 외(2015: 22~29)의 표를 종합하여 재구성함.

이상으로 살펴 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의 역량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논의할
때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이나 지방교육행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원리와 방
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사무 배분 및 권한 이양 작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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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학교자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시도교
육감협의회의 공식 문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라는 용
어보다는 ‘교육자치’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교육자치는 곧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율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비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
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교자치, 즉,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성
을 강조하는 까닭은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학생 개인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논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주체가 지방교육행정기관만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 단위학교의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 시민단체, 지방자치단
체, 지방의회 등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주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들이
실제 지방교육자치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을 논하는 연구에서도 미시적 관점에서는 지방정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조직, 기관 차원의 역량을 보고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이들 지방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주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목
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 및 사무 배분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
정기관 및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작되는 사업들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은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그 개념을
‘실제적인 업무 수행 상황에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지식, 능력, 태도’로 보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현재의 상황에서 도출되는 데
서 나아가 향후 추진해야 할 방향과 관련지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필요성/원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체) 각 지방의 교육 관련 주체,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의 교원 및 학생·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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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기획, 운영, 참여하는 교육자치를 통해
(성과/목적) 지방교육의 특색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4

선행 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선행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법률적 측면,
참여 주체의 역할 및 기능 측면, 교육과정 측면, 교육재정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선 과제와 인식 개선을 논의하는 연구
도 이루어졌다. 각 영역별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적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권한의 지
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통한 방안(황준성 외, 2014; 나민주 외, 2017), ‘국가교육회의(가
칭)’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우선적인 의제로 채택하는 방안(나민주 외, 2017) 등이 제
안되어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준성 외(2014)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우선 과제로서 ‘교육권한의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통한 일괄 이양 방안을 제안하
였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이와 같은 일괄법 제
정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법 제정이 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
인 제도적 장치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민주 외(2017)는 교육 분권 추진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권한의 지방이양 일괄법(가
칭)’ 제정을 통한 일괄 이양 방안과 ‘국가교육회의(가칭)’에서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우선
적인 의제로 채택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가지 방안 중 ‘국가교육회의(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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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경우에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회의에서 우선 이양 영역 및 기
능을 선정한 후 단계적인 이양 방향과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이후에는 대통령이 해당 부처에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
안하였다.
하봉운(2018)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소관 사무의 구분 과정에서 사무이양 추진을 위
한 향후 입법 방안 측면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현실적으로 우
리나라의 사무 이양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요사무에 한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일괄 배분 방식을 활용하는 절충식 방
안을 채택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
였다. 이와 함께 현행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개별 법령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련
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의 제·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국가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권한 중복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우선하여 일괄 배분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의 자주
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사무 이양을 위한 교육 분야 법률
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권한의 중첩과 같은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나. 주체의 역할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체인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역할 및 기능 측면에
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의 학교 현장에 대한 영향력 범위 재조정(나민주 외, 2015; 정성수·주동범, 2010), 교육
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나민주 외, 2015), 단위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교원 인
사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자율성 확보(김병주 외, 2010) 등이 제안되었다.
나민주 외(2015)는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조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의 하위 기관으로서 하향식 지시를 수
행하여 왔던 업무 양식에서 탈피하여 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효과적인 교육 현장 지원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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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장학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및 여유 기구의 설치를 허용하
고, 교육지원청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최
적의 지방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간 지방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적인 관
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관계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 질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의 기저에는 교육 정책 환경 변화 및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
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체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행정적 지원
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지원청의 법적 지위와 적합한 기능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성수·주동범(2010)은 단위학교 자율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집단 요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제도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영향력의 범위를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의 기관이 아닌 단위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조력하는 협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필요한 교육재정 지원,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과 수업 지원을 지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율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교사의 자율성
확대는 단위학교 자체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영역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셋째, 지방교육의 자율화를 위한 단위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집
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단위학교의 자치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도교육청
과 단위학교 간 연계보다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 간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
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본청은 관할 학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들과의 보다 실질적인 교
류와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 장학 활동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째, 단위
학교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며 획일화된 통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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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세희 외(2014)는 교육지원청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서 교육지원청의 기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특정 교육지
원청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별적 제안과 더불어 전체 교육지원청의 개선을 위한 일반적
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
분장의 체계화가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교육행정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구조 개편을 실시할 때 변화하는 행정 환경,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요청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교육행정 서
비스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능의 확대에 따라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일부 업무를 이관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교육지원
청 본래의 기능을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병주 외(2010)는 단위학교의 자율화 수준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의 자율화 정착을 위
한 우선 과제를 교원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출
한 단위학교 자율화 관련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 및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영역은 여타의 영역에 비하여 학교 자율화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은 반면, 인적 자원 활용을 위한 인사 영역의 자율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 교직원 인사의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의
교육 목표 설정, 중점 시책 등의 결정에서도 학교의 자율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진행 과정에서 권한의 이양, 지침의
폐지보다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의 관계 설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과 운영과 높은 관련
성을 지니는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은 자율화가 낮은 반
면, 교과운영과 다소 관련성이 낮은 학습 부교재 선정, 교과 교육 연구 활동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 학교 현장의 실제적 자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넷째, 인사·연수 및 장학 영역은 여타의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자율성이 가장
낮았고 그 중에서도 교사 전보 유예제도, 교사 초빙제가 더욱 낮은 자율화 수준을 보였
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학교장에 의한 자율화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자율화로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인식하는 행·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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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율화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예산회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학교회계의 자율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손동빈 외(2018)는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단위학교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자치의 정착을 위한 구제척인 방법으로 학교자치 인
식 제고, 추진 동력 확보, 교사와 관리자의 특화된 집중 연수 등을 통한 실행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급별, 국공·사립별 차별화된 정책 추진
으로 학교자치의 상향 평준화를 이룸과 동시에, 교원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교육 주체로
서의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주체 간 상호 신뢰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여 미래 지향적 교육 행정 문화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 학교 및 지역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자치가 궁극적으로 학교자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가 학교 자율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자율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의 개발 및 다양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조호제, 2018; 신
혜진, 2018).
조호제(2018)는 지방교육자치, 즉, 학교 자율화의 영역에서 교육적 측면이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행정적
인 측면에 매몰되어 다루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수업의 개별화와 다양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지역사회
와 연계된 방과 후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강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개발부터, 기준 개발 등에 참여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총론 기준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의 구체화를 통하여 지역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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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와 내용은 학교장의 교육과정 이해 정도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교장의 교육과정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과
정에서 시도교육청이 일부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학교 교육의 주체
인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학교에서 학생 자치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신혜진(2018)은 교육과정 자율화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기존의 중앙
집권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던 국가 주도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교육과
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의 교육과정의 이상적인
모습은 국가 수준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교육과정의 기준을 제안하고, 지역 수준에서 지
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특화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단위학교는 구체적인 수
업 내용을 구상하고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권한 및 평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교육재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국가 수준과 지
역 수준에서의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에서는 교육 격차를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배분(신혜진, 2018), 지방교육재
정 배분 기준의 개선(나민주 외, 2017) 등을 제안하였다. 지역 수준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에서는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보장(엄문영, 2017) 및 효
과적 운영 전략 수립(신혜진, 2018) 등을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혜진(2018)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재정 측면에서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 차원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에 주안점을 두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
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지역 중심 지자체 경비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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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회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다각적으로 참여하며
교육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책무성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나민주 외(2017)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국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
배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행 총액으로 배분되고 있는 보통교부금이 시
도교육청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은 시도교육청
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자율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지
나치게 세분화된 항목을 기준으로 수요액을 산출하고 있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산출 기준
자체가 지출에 대한 지침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
은 복잡한 기준의 재정 수요액의 측정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금 배분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육교부금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때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모든 절차에서 투
명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재정 부담
및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확보하려는 구
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교부금 운영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엄문영(2017)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
에 속하는 영역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사무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보다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육부, 교육감 및 국가교육위원회 간 의사소통과 협의가 충
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 전반적 측면에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영역별 개선 방안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측
면에서의 우선 과제를 제안한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확대, 주민의 적극적 참여(김성열·김흥주, 2015),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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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무성 강화(권세훈, 2018)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성열·김흥주(2015)는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
교육제도 운영에서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실행의 중요성을 제안하였
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이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탈피하여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
을 활성화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제의 지방분권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교육에
대한 통제권의 핵심인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교육감의 조직 자율권, 정원 운영 자율성 및 재정 운영 자율
성이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감직선제 폐지안은 신중
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등을 향후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향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확대하여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방향의 밑바탕에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세훈(2018)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칫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고 교육
으로 운영된다면 지방교육자치는 오히려 역평등과 교육 기회의 상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교
육자치제도가 지역 이기주의, 상위권 대학 입학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들이 책무
성을 지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단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
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각각의 주체
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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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및 사무 배분,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비롯
하여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 작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로드맵과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
교육자치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어려움,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1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7)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교육자치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공포되었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은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의 시간 동안 국내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로드맵에서 제시한 계획
과 전략에 따라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실현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 절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러한 교육자치정
책로드맵이 담고 있는 추진 개요와 추진 배경, 추진 체계 및 전략, 계획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가.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추진 배경
현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
7)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내용을 발
췌·정리·수정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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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7년 8월에 공동으로 발족시킨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이하 교자협)’라 할 수 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대

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조정
하는 교육 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이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b).
교자협은 교육부훈령을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
치되었는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공동의장을 담당하고 총 16인 내외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교자협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전문적 기능 수행을 위
한 분야별 자문단을 협의회에 둘 수 있다. 교자협의 설립 목적과 기능, 구성의 세부 내용
은 다음의 교육부훈령 제285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장관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자치 정책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자치 정책 수립·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
③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
2. 위촉 위원: 학계·교육계·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교자협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개최된 제2회 교자협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이

하 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한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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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은 추진 개요와 일정, 전략 등을 포함한 중장기의 단계적 계획을

주요 골조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의 목표에 대해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
고 학교 민주주의(학교자치)를 달성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민주주의(학교자
치)는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
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a). 그러나 교육자치의 개념이나 상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드맵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는데,
의견 수렴 방식으로 교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운영하였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a).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교원이 학교 민주주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의 본질인 교
육·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론
회에서는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결정과 재정·운영 자율성의 확대,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
정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의 경감 등을 건의하였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a). 로드맵에서는 이러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교육자치와 관련된 당시 현

황과 개선 방향을 <표 Ⅲ-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Ⅲ-1> 로드맵 수립 당시의 교육자치 현황과 개선 방향
구 분

주요 영역

내용

권한 배분

• 법령상 권한 관계의 모호성
• 전반적 정책 추진 및 운영 과정을 교육부가 주도하여 시·도의 역할과 기능 중복

현황
학교 민주주의

• 학교의 자율적 운영,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대한 권한의 제약
• 유연하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확산에 한계
• 중앙-지방의 권한 중복 개선 및 학교의 자발적 교육활동 활성화

개선 방향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동으로 학교 민주주의
실현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2)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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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 관계의 모호
성과 중복 업무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학교의 민주성과 자율적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 해소를 위한 ‘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를 주요한 두 가지의 교육자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추진 체계 및 전략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서는 추진 체계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등한 협
력적 관계에서 실무 단계부터 최종 의사결정 과정까지 협치의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
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사무를 배분하여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지방교육자치의 기조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중
앙정부에서의 수직적-개별적 추진 방식이 아닌, 보다 수평적-협력적 방식을 바탕으로 추
진 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로드맵에서는 추진하는 과업들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자치정책협
의회 실무위원회’의 내부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
한다는 내용도 추진 체계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제적 지침의 발굴, 권한 배분을 위한 정비 과제를 선정하는
등 보다 실제적인 과업을 담당한다. 해당 특별위원회 과업의 결과물은 실무위원회로 보
고되고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의 협의 안건으로의 선
정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서는 비전과 전략(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제시된 비전은 “내 아이의 삶과 가까워지는 교육자치”이며, 표어로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의 주
요 방안으로 2단계의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치정책로
드맵에서 담고 있는 큰 틀에서의 주요 내용을 [그림 Ⅲ-1]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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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비전과 전략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4)

이처럼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전략, 즉, 교육자치 방안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
는데, 1단계 방안은 ‘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이며, 2단계 방안은 ‘법령 정비’로 규정되
었다. 먼저 1단계 방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표 Ⅲ-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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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1단계 방안(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보충성과 현장성)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에 대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존중
• (소통과 협력)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등한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를

기본 방향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
• (법령 근거)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즉시 폐지 등 우선 조치하고,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 개정 등 권한 배분
• (국가 책임 적정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육정책 영역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수행

• 학교의 운영-교육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지침, 사업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함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우선 과제 정비
주요 내용

- (교육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 (시도교육청) 학교의 자발적 운영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규제적 지침을 폐지
하고, 단위 학교로 권한을 재 배분함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5)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위와 같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우선 정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추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83개의 우선 정비 과제가 선정되어 로드맵의
안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과제는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영역에서의 36개
과제, 학교 운영의 자율성 영역에서의 35개 과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영역에서의 12개
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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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1단계 권한 배분 우선 과제 정비(안)
영역

주체

우선 정비 과제 및 제도 개선
【지침】16개 과제 교육부에서 우선 폐지
‣ 진로체험, 탐색활동 매뉴얼
‣ 자유학기제 학생 평가 매뉴얼
【계획·사업】10개 과제 교육부에서 우선 폐지

교육부
(36개 과제)

‣ 통일교육주간, 상담주간, 꿈끼 탐색주간
‣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업

학교 교육과정 및
【제도 개선】6개 과제 제도 개선

교육활동의 자율성

‣ 범교과학습주제 등 창체활동 규제요소 정비
‣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 각종 계기교육 지침 폐지, 각 교과 활용
시도교육청

‣ 통제 중심 장학, 실적 중심의 컨설팅 폐지
‣ 체험학습 절차 간소화 및 체험처 발굴 지원
【지침】15개 과제 교육부에서 우선 폐지
‣ 학교회계 운영 방안,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계획·사업】13개 과제 교육부에서 우선 폐지

교육부

‣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
‣ 교과교실제 관련 계획

(35개 과제)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도 개선】3개 과제 제도 개선
‣ 학교자치 내실화(학운위, 학생·학부모회)
‣ 정보공시제도 간소화 및 학교부담 완화
‣ 학교평가를 단위학교 자체평가로 전환
시도교육청

‣ 법적 근거 없는 각종 위원회 폐지
‣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사업 선택제 확산
【지침·계획】4개 과제 교육부에서 우선 폐지
‣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12개 과제)
시도교육청

교육부

자율성

‣ 교육청 교육연수원 평가 및 컨설팅
【제도 개선】8개 과제 제도 개선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지정취소 동의권 폐지
‣ 교육청 소속 교육장 등 징계권 시도 이양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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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우선정비과제 방안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의 규제적 지침과 법령, 사업, 행사, 계획 등을 폐지하거나 선택 권한을 교육청
과 학교로 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단계인 법령 정비 방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Ⅲ-4> 2단계 방안(법령정비)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구분

내용
• (보충성, 현지성)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기본 방향

• (학교 구성원의 교육권과 학습권)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 (대등한 협력적 관계) 국가-지방 간 관계 재설정
• 교육부-시도교육청의 공동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 방식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령 개정 방안(안) 마련 (’18.6)
- 개별법령 중심의 권한이양(positive 방식), 일괄 이양(negative 방식)

주요 내용

• 지방이양 일괄법 등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 교육권한 지방이양 일괄법의 장점과 단점
- 지방자치관련 법령 개정의 장점과 단점
-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단계적 이양의 장점과 단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한 사안별 이양의 장점과 단점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7) 내용 표 재구성

이러한 법령 정비 전략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정
부에서 담당해야 할 국가 교육사무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지방 교육사무가 무엇인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권한과 역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사무-권한의 모호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규제
하는 근거 법령들을 정비함으로써,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로드맵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절차와 일정을 [그림 Ⅲ-2]와 같
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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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추진 절차와 일정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9)

이러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르면, 2019년도까지는 규제적 지침 정비와 사업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1단계 교육자치 방안과 2단계 방안이 모두 완료되어 로드맵에서 목표
로 설정한 교육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었거나 완성 단계에 있어야 하며, 로드맵의 범위 또
한 2019년도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로드맵을 통한 여러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현재의 교육자치는 목표로 했던 완성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로드맵에서는 제시된 과제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2019년도 이후의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 추진 현황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은 대부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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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치정책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단계의 전략과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2개의 교육자치 전략(방안)
중 1단계 교육자치 방안, 즉, 1차 우선정비과제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
며, 2단계 교육자치 방안인 법령 정비와 관련된 추진 현황은 다음 절의 지방교육자치 관
련 법령 및 조례 제·재정 현황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먼저 1차 우선정비과제
중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활동의 자율성 영역의 정비 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1 (’19.04.01 기준)
자치 영역

구분

1.【지침】
교육부
우선 폐지
(16개 과제)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32개 과제
2.【계획·사업】
교육부
우선 폐지
(10개 과제)

3.【제도 개선】
(6개 과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우선정비과제 및 제도개선
자율형 공립고 평가지표 표준안
자유학기제 학생 평가 매뉴얼
특수교육 교육과정 길라잡이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매뉴얼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등운영매뉴얼
수능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방안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지역연계 학교 예술교육 길라잡이
꿈키움 멘토링 매뉴얼
학부모용 학업중단 예방 길라잡이
신학기 상담주간 운영 계획
2학기 상담주간 운영 계획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심사 매뉴얼
진로체험 매뉴얼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길라잡이
통일교육주간 운영 계획
꿈끼 탐색주간 운영계획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 사업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지원 사업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 사업
교사동아리·연구회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독도 바로알리기 대회
좋은 수업 나눔학교 사업
취업선도 특성화고 사업
범교과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원평가제도 개선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 6)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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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자율성 영역에 있어서 총 32개의 과제 중 제도 개선의
4개 과제를 제외한 28개의 과제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과제 중 ‘범교과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 확
대’, ‘교원평가제도 개선’의 3개 과제는 중장기 정비 과제로 추진 중이고,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 과제 1개는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표 Ⅲ-6>은 1차 우선정비과제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 영역의 추진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Ⅲ-6>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2 (’19.04.01 기준)
자치 영역

구분

우선정비과제 및 제도개선
①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매뉴얼
③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취학 이행·독려 지침
④ 미취학 등 관리대응 매뉴얼
⑤ 교복구매 운영 요령
1.【지침】
⑥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⑦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
⑧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우선 폐지
⑨ 방과후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운영 매뉴얼
⑩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15개 과제) ⑪ 초등돌봄교실 안전 길라잡이
⑫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안내서
⑬ 학교회계 운영 방안
⑭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⑮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
①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교원대상 나라사랑교육 계획

② 행복한 학교 관리자 연수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 운영의
③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 연수계획
자율성
2.【계획·사업】 ④ 교과교실제 선진형 도입학교 수요조사 계획
⑤ 교과교실제 실태 점검 계획
⑥ 교과교실제 추진계획(점진적)
31개 과제
교육부
⑦ 하반기 교과교실제 실태 점검 계획
우선 폐지
⑧ 교과교실제 운영 우수학교 선정 계획
⑨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길라잡이 개정 계획
(13개 과제) ⑩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계획
⑪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학운위원 교육계획
⑫ 이러닝 코리아 개최 계획(’19)
⑬ 첨단미래학교 사업
①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개선
- 연구학교 규모 적정화 및 상설연구학교 활성화
- 연구대회 공정성, 효율성 및 활용성 점검·개선
3.【제도 개선】 ② 정보공시제도의 학교부담 완화 및 간소화
- 공시항목 및 차수 축소 등 공시업무 간소화
- 학교 업무부담 완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3개 과제)
③ 학교자치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확대
- 학부모회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추진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 7)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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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의 자율성 영역에 있어서 총 31개의 과제 중 제도 개선의 2개 과제를 제외한
29개의 과제가 정비 완료되었으며,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 개선’ 과제 중 ‘연구대회 공정

성, 효율성 및 활용성 점검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정보공시제도의 학교부담 완화 및
간소화’ 과제는 현재 이행중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Ⅲ-7>은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시도교육청 자율성 영역의 정비 과제 추진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Ⅲ-7> 1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3 (’19.04.01 기준)
자치 영역

구분

1.【지침·계획】
교육부
우선 폐지
(4개 과제)

우선정비과제 및 제도개선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방향

완료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방안

완료

③ 동절기 학원 안전 등에 관한 합동점검 계획

완료

④ 교육청 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완료

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등 권한 배분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
② 지방교육공무원 징계권 이양
- 교육청 소속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 시도 이양


시도교육청
자율성

③ 교과교실 제도의 이양
- 시도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점진적 이양

12개 과제
2.【제도 개선】
(8개 과제)

중장기

완료
중장기

④ 시도교육청 기구·정원 자율화
- 실국 설치기준 범주화, 정원 승인 직급 조정(4→3급) 등

완료

⑤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 자체평가 도입, 우수사례 공유·지원에 중점

완료

⑥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제도 개선
- 재정·분석 일원화, 분석 지표 축소 개편, 절차 간소화

완료

⑦ 국가시책사업 제도 개선
- 학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 폐지, 학교 컨설팅 최소화 등
사업 정비 및 위탁사업 개선 등 제도 개선

완료

⑧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완료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 8)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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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영역에 있어서 총 12개의 과제 중 10개의

과제가 정비완료되었으며, 제도 개선 과제 중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지정 등의 권한
배분’, ‘교과교실 제도의 이양’의 2개 과제는 현재 중장기 정비 과제로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9년도 6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서 보고한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83개 우선정비과제 중 시도교육청 과제를 제외
한 교육부 우선정비과제는 75개이며, 이중에서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67개 과제이고,
2019년도에 완료가 예정된 과제가 2개, 중장기 이행과제는 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행을 추진 중인 8개 과제는 약 72.1%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이러한 1차 우선정비과제 중에서도 중장기로 정리된 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표 Ⅲ-8>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과제 추진 현황 (’19.04.01 기준)
과제명

정비 주요 내용

추진현황 / 향후 계획
￮ 범교과 학습 요구 법령·지침 조사(’18.8.)
￮ 범교과 학습 주제-교과 교육과정 연계도
개발·보급(’18.12)

범교과 학습 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 학교 교육과정 ￮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19.2.)
편성·운영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과학습 연계 자료
연구·개발(~’19.12.)
￮ 규제적 요소 정비를 위한 유관부처(기관)
대상 협의 추진(~’19.12.)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과정 대강화 구현을 위한 초·중등학교
및 의견수렴(’18)
교육과정 개편
￮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19)
※ 교육과정 분량 감축 및 난도 적정화,
￮ 교육과정 대강화 구현을 위한 초중등 교육
선택과목 개설 절차 간소화 등 추진
과정 개편(’20)

교원평가제도 개선

￮
￮
￮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시도·전문가 의견수렴(’18)
정책 연구(’19.4.~9.)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19.12.)
개선안에 따른 제도 정비(’2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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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정비 주요 내용

추진현황 / 향후 계획

연구대회 개선

￮ 부실운영 연구대회 2년간 인정 취소(전국
교과교육연구대회, ’18.8.)
연구대회 합목적적 운영
￮ 연구대회별 불공정 행위 관리 방안 마련
※ 연구대회 건전화, 적정화 및 제재 기
(’19)
준 구체화
￮ 시도 및 부서 의견 수렴(’19.6.)
￮ 개선안 마련(~’20)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정 등 권한배분

자사고 등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교육부 ￮ ’20년 고교체제 개편방안 수립시 종합하여
동의권 폐지
검토·처리

교과교실 제도 이양

￮ 교과교실제 선정·운영 관련 계획(5건) 폐지
(’18)
￮ ‘교과교실제 운영 개선’(시도교육청 자율
운영)으로 과제명이 수정되면 ‘완료’ 처리될
수 있음

교과교실제 점진적 이양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 9)의 표 재구성

위 중장기과제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75개 우선정비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기실 학교
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제적 체감이 비교적 높을 수 있는 정비과제들은 대부분 중장
기 과제로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즉, 75개 중 67개의 과제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완료
된 과제와 밀접한 업무의 담당자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이거나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이상,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 중에서 지방교
육자치의 추진 정도에 대해 그 속도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8년 12월의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총 40개의 2차 우선정비과제
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과제 정비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2차 우선정비과제는 지침, 계
획, 사업 등의 폐지 또는 개선, 법령정비 영역으로 구분되며, 과제 목록과 추진 현황은
<표 Ⅲ-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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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2차 우선정비과제 추진 현황 (’19.04.01 기준)
구분

순

과제명

이행

경과

1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19

완료

2

영어수업 혁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19

완료

3

좋은 수업 사례 공유

’19

완료

4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

’19

완료

5

지역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9

완료

지침,

6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19

완료

계획,

7

학교 내 안전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19

이행중

사업

8

과학중점학교 운영

’22

중장기

등의 폐지

9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지원 계획

’19

완료

10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19

완료

11

보건교육(성교육) 시수 및 수업 방법 제시

’19

이행중

12

전국 중고등학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0

중장기

13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19

완료

14

좋은 학교 박람회

’19

완료

1

교사동아리·연구회 예산 지원

’19

완료

2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19

완료

3

방학 영어캠프 및 영어 화상강의 지원

’19

완료

4

인성교육 중점학교

’19

완료

5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우수사례 공유)

’19

완료

6

악기뱅크(악기교육지원)

’19

이행중

7

지역연계 체육교육활성화

’19

이행중

지침,

8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19

이행중

계획,

9

예술중점학교

’19

이행중

사업

10

체육중점학교

’19

이행중

등의 개선

11

안전교육 관련 실적 제출 방식

’19

이행중

12

무한상상실

’19

이행중

13

수학체험센터

’20

중장기

14

수학나눔학교

’20

중장기

15

어깨동무학교

’19

완료

16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19

이행중

17

다문화중점학교

’19

완료

18

건강증진 거점학교

’20

중장기

1

주5일제 전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19

이행중

2

자유학기제 학기 지정

’21

중장기

3

자율학교 지정·운영

’20

중장기

4

자율학교 대상에 특수학교 추가

’19

이행중

법령개정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 18-21)의 표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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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차 우선정비과제는 올해 4월까지 교육부의 36개 과제 중 17개 과제를 이
행 완료하는 등 꾸준히 과제 정비를 추진 중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차 및 2차 우선정비과제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우선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또한 이와 함께 2019년도 하반기에 권한 배분에 대한 시도교육청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설명회와 교육자치 핵심역량 강화 연수를 계획 중이며, 현재 권한 이양 및 사무 배
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현장의 관련 인식과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위탁하여 추진 중이다.

2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

가.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인 1949년에 제정
된 ｢교육법｣8)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후 1961년 5·16 쿠데타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는 중단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교육법｣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
루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내용면에서 ｢교육법｣이 제정될
당시의 중요한 핵심 사안은 학제의 편성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안들이었다. 학제의
경우 2번의 변경을 거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6-3-3-4 학제가 1951년의 개정된
｢교육법｣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교육자치 제도는 정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침을 겪었다(송기창, 2015). 당시 내무부는 일원화된 지방 행정을 추구하였으므로 교
육감의 설치와 관련하여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일례로 1949년의 ｢교육법｣
에서는 교육내용, 교육용 교과서 및 교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1962년의 ｢교육법｣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
지되어 지방의 교육과 관련된 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의 장이 일임하여 수행하였다(정재균
외, 2017). 이후 1964년의 ｢교육법｣에서는 교육위원회 일원으로 교육감이 소속되었으
8) 교육법. 법률 제 86호 (1949.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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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교육위원회(교육감)의 주요 사무 영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이 주를 이
루었다. 1998년의 ｢교육법｣은 지방행정기관의 대표 기관으로 교육장 명칭을 도입하였으
며 주요 관장 사무의 영역은 국가위임사무, 소속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장귀덕·김왕준, 2015).
이후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9)이 제정되고 공포되기까지 지방교
육자치 제도는 폐지의 입장과 유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간을 지속하였다(고
전·김이경, 2003; 김용일, 2006).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 강
화’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내
용이 핵심이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비로소 통과하게 되었다. 2007
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3조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를 근거로 직선제의 의한 교육감을 선출하였다(김성천 외, 2018).
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는 현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그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
여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국민과의 약속으로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을 하겠다고 제시하였다(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집, 2017). 이와 같은
공약은 정부 출범과 함께 공개된 국정과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
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제1전략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
는 자치분권’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중 하나는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 강화’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2018년 3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전
체 조항 전문을 공개하였으며 지방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표 Ⅲ-10>과
같으며, 이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2018년 5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
성립되어 이후 폐기되었다(대한민국 청와대(2018), https://www1.president.go.kr/.
2019.09.15. 인출).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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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대통령) 발췌 내용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2019.09.20. 인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는 앞 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7년 8월 발족
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의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
육자치정책협의회’의 로드맵은 총 2단계로 1단계는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배
분하는 것이며, 2단계는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 법령 개정 방식은 <표 Ⅲ-11>과 같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a).

<표 Ⅲ-11>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방식
방 안

장 점

단 점

교육권한 지방이양 일괄법

• 지방자치 근본적 토대
• 체계적, 종합적 권한 배분

• 사회적 합의 도출 어려움
• 법안 통과 장기간 소요

지방자치관련 법령 개정

• 우선순위에 따른 개정 가능
• 실질적 교육 분권 체감

• 전체적으로 장기간 소요
• 법령 간 불일치 발생

• 법 개정에서 자유로움
• 정책의지에 따라 단기간 가능

• 실질적 권한 이양 불가
• 논의 범위의 제한

• 법개정과 별개로 분권 경험
• 사전 준비·대응 가능

• 법령 간 불일치 발생
• 논의 범위의 제한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단계적 이양
교육부 –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한 사안별 이양

* 출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7a: 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 규
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이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권한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부 개정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 주체별로 보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실국 기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고 자율 결정 정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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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18.2.26.10)),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개정, ’18.10.2.11)). 학교 교육 활동 지원 측면에서, 전학생 교육비 정산
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8.2.26.12)), 공시 업무 간소화
로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으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
정,’18.4.30.13)), 내부형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50%
까지 확대하였다(「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18.3.20.14)).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
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의무 범위를 학칙 제·개정, 학교 급식 등으로 확대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7.12.29.15)).
<표 Ⅲ-12> 교육자치 관련 법령 개정 현황(’17.5. 이후)
연번

1

내용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7.12.29.)
-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등

∙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 범위를 기준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칙 제·
개정, 학교급식 등으로 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
∙ (학생) 학생 대표 등이 학운위에 참석
하여 의견 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칙
제·개정 등으로 확대하여 구체화
시도 재량예산 증가
(’18년 기준 약 4,610억원)
※ (제도 개선 전)
- 보통교부금 47,695,613백만원
- 특교금 1,845,080백만원
(제도 개선 후)
- 보통교부금 48,156,883백만원
- 특교금 1,383,810백만원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17.12.30.)
- 특별교부금 비율 4%에서 3%로 축소

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18.2.26.)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
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개정

※ ’17. 5.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건의사항
수용

4-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8.2.27.)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실·국 수를 확대
하는 내용 등의 조직개편안 마련 ·시

10)
11)
12)
13)
14)
15)

전학생 교육비 정산 방법의 합리성 제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부령 제148호 (2018. 2. 26.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교육부령 제148호 (2018. 2. 26.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60호. (2018. 4. 30.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8703호, (2018 3.20. 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63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연번

4-2

5

내용

결과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을 범주화하여 지역 행정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구 수를 조정·운영

도교육청 2019년 조직개편 추진 중
(2실국→3실국 확대 등)

- 시도교육청의 자율결정 정원 범위를 확대(5급 이하 → 4급
이하)하여 정원 운용 자율성 증대

규정 개정 이후 시도 4급 정원 순증
(822명→833명, 16개 시도)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 (’18.3.20.)
-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이내에서 50%까지 확대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

※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1개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50% 비율 제
한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해당 1개교는 1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18.4.30.)
- ‘국가수준 직업기초능력평가’ 항목 공시 제외

공시 업무 간소화로 학교 업무 부담 경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항목 제외를 위한 법률개정, 공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지속 추진 중

7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8.10.2.)
- 교육부에서 평가하던 시도교육청의 자체평가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 예고 (’18.10.10.)
-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인 장학관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교육공무원 징계위원
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개선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근거 마련

(입법 추진 중)
교육감의 자치인사권 확대

※ 교육장과 시도교육청의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권한을 임
용권자인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취지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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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 중
- 교사 초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으로 이양
-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수 있도록 개정 중

초빙
초빙
권한

교육감의 자치인사권 확대
’19.10월 공포 시행 예정

정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9.09.05.)
-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정은 지역의 여건과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권한 이양

현재 입법 예고 단계
(’19.7.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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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내용

결과

11

⦁「교육기본법」제15조에 근거한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논의
- 「교육기본법」제15조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원단체 조직
및 교원이 교육 진흥과 문화 창달에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 법적
근거 마련 중
-교원 단체 조직 관련 정책연구 추진
(7월~10월)

12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논의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운영 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사업 운영의 점검과 성과관리 등을 교육감 권한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이 사업 운영과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고려하여 상담에
관한 정책기획을 수립하고 교육청 자율에 맞는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점검 및 성과관리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조항 삭제

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업무 경감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19.9.1.~9.20.),
발령 추진(’19.9.30.)

1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논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①항제7호는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 학교규칙
으로 기재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입법 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19.8.30.~10.10.)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19.9.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 주5일제 전면 실시 및 제한
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논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자율학교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

-

법제처 심사 중(’19. 8)

* 출처: 제3회, 4회, 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자료집 재구성(이재송, 2019: 288-290에서 재인용)

아울러 현재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다. ｢유·초·
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는 교육자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체계와 근
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특별법의 목적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 이념, 사무 배분 원칙 및 추진 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의 책임 하에 지방교육의 발전
을 도모하고 주민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
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지정하고 교육부의 기능은 핵심적인 국
가사무를 관장하는 기능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초·중등교육
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이후 개별 법령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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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교육자치의 발전과 향후 방향 모색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전
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표 Ⅲ-13>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목적(안 제1조)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기본이념, 사무배분 원칙 및 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책임 하에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함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기준(안 제9조 및 제10조)
1)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하되, 보충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교육부장관의 사무로 함.
2) 사무를 배분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자기의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3) 교육부 장관은 국가수준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의무교육의 범위 및 대상 설정 등 21개의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국가수준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의무교육의 범위 및 대상 설정
국가차원의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종류ㆍ단계 및 학교급별 수업연한 설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 기준
국가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수립
교과용도서 발행에 관한 기준 수립
학교생활기록 및 학생건강기록의 범위 설정
국가 수준의 학생 건강ㆍ안전 보장 및 재난 대응
국가 수준의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수립
학력 인정 기준 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
국가 수준의 교육관련 통계 및 정보의 조사, 분석 및 공개
국가 수준의 국제적 교육협력 및 재외국민 교육 정책 수립ㆍ시행
국가 수준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
교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한 사무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기구설치 및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무
그 밖에 시·도교육감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로서 국가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사무

◦공동사무(안 제11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협의를 거쳐 공동사무로 처리할 수
있으며, 협의를 거친 사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공동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과 책임을 일방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거나 부과할 수 없음
* 출처: 이재송(2019;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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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자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13년 12월 유은혜 의원 외 22인은 의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16)｣을 통

하여 학교자치 법제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홍석노, 2019). 2018년 박
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 역시 각 지방
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 자치의 실현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시도별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단위학교의 자치를 법
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법적인 측면에서 시도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한 쟁점 중 하나는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3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그 시행이 유보된 이후, 동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에
판결에 따라 효력 정지되었다(이덕난, 2018).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자치 조례는 ｢광주
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이다(2019년 10월 기준). 상
기된 학교자치 조례 모두 대법원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결정으로 효력 정지되었다가
(2016년 광주18), 2017년 전라북도)19), 2019년 초 다시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학교자치

조례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6년 1월 박승원의
원이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을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발의하였으나 상임위 임기만
료를 이유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현재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홍석노, 2019).
<표 Ⅲ-14> 학교자치 조례 제정 현황
시·도

광주

16)
17)
18)
19)

조례제정
여부

제정

조례 명칭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일

비고

2019.1.1.

-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학부모
회·교사회·교직원회 등 자치기
구 설치 및 운영 명시함
- 학교자치회의, 학부모의 교육선
택권 존중 등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908822호 (2013. 12. 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015407호 (2018. 9. 1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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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제정
여부

전북

3

제정

조례 명칭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일

비고

2019.2.1

-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학부모
회·교사회·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명시함
-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
명시함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과 과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7년 12월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해당 로드맵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강화와 시도

교육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적 시도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 노력 등이 추
진되어 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도 지역별로 지방교육자치와 관
련된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기획·실행 영역 속에서 여러 고충이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시도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시도교육청 차
원의 어려움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즉,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 추진 현황과 관련 정책, 업무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참여자로 선정한
집담회 결과를 분석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식과 어려움, 고충, 문제점 등과 관련
된 특징 및 과제를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가. 조사 개요
1) 참여 대상

지방교육자치 관련 근무 경험이 있으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이나 그간의
흐름 등을 숙지하고 있는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7인을 구성하였다.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참여 대상은 교육부 지
방교육자치추진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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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의 참여자는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2인
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5인은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참여자들은 수도권(1인), 호남·제주권(2인), 경상권(2인)으로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
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표 Ⅲ-15> 집담회 참여 대상자 특성
연번

참여 대상

직위

소속

성별

1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남

2

B

장학사

시도교육청

남

3

C

장학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여

4

D

장학사

시도교육청

여

5

E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남

6

F

장학사

시도교육청

남

7

G

사무관

시도교육청

여

2) 자료 수집 및 분석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는 집담회에서 논의할 주요 주제인 권한 이양 및 사
무배분 추진 현황, 권한 이양 및 사무 배분 과정에서의 어려움, 시도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및 과제 등을 담은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 참여
하도록 하였다(<표 Ⅲ-16>). 집담회 참여자의 접근성이 높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집담회를 시작하기 전 연구의 목적 및 집담회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의 녹음 하에 녹음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주요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일부 참여자가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비교적 동등한 비중으로 이
야기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집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정보 등은 연구 노트
및 회의록에 작성하였다. 집담회가 끝난 뒤 바로 전사를 하였으며, 전사된 면담 자료를
읽으며 집담회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1차 기초 분석 및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연구진 협의회를 통하여 1차 기초 분석 및 코딩 작업으로 선정된 주요 내용을 재코딩하
여 2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진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와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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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6>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주요 내용

1. 교육부 및 시도에서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2.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추진 현황
- 관련 업무 추진 현황(진척 상황)
- 이와 관련한 시도별 관련 정책 기획 및 추진 노력
-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극복 노력
3.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사업 현황
-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 추진 과정
-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추진 예정 과제
-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4.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진과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의견

나. 결과 분석
1) 각기 다른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현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상과 방향’의 미정립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과 배경을 다음 사
례를 통해 일부 확인해볼 수 있다.
<1>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목표, 방향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가고 있진 않고, 그
려가는 중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지방교육자치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 시도교육감협
의회가 합치된 의견을 모아서 지방교육자치는 이래야 한다가 아니고. 저희도 연구진이나 그동안의 교
수님들이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전문성, 다양성, 지역 특수성을 살린다
하는 정도만 암묵적으로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 최종의 목표는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치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주체로서의 권
리, 권한을 구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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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미정립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목표,
방향이 완벽하게 정립된 상황이 아니며, 큰 틀에서의 목표와 가치를 설정하여 상과 방향
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합치된 의견을
모으는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학교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
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단계인데 시도교육
청이 적어도 교육자치에 대한 뭐 ‘방향이라던지 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야 이 관점에서 추진되어
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생각을 안 했잖아요. 정책적 결론을 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일단 전체적인 교육의 변화가 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어요...

(F, 장학사, 시도교육청)

<3> 저희가 교육자치를 하면서 권한 배분, 그리고 사무에 대해서 폐지하고 중복되고 하는 것들만 시도
에서 정리하는 것이 정말 교육자치인가. 저는 이게 교육자치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어쩌면
그게 학교를 지원하는 저희가 추진 체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학교에서도 교육자
치의 그런 측면의 접근을 하다보면 교원 업무 경감이라던지 그런 접근을 하다보면 교육자치가 외부에
서 무언가가 흘러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G, 사무관, 시도교육청)

<4> 학교를 귀찮게 하는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귀찮게 하는 사업, 사무만 뺀다는 것에 집중을
했거든요. 교육부도 교육자치의 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장에 작동하는 방식은 교
육부도 교육자치에 대한 일정한 ‘상’을 그리고 있지 않았고 1차에 형식적으로만 조직이나 인사나 재정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높여주겠다고 호기롭게 말은 했으나 실제로 추진된 건 사업만 없앴다. (생
략) 그냥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아주 그냥 그런 수준의 일들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만족스럽지도 않았
고. 자치라는 ‘상’도 없고 그 자치를 키울 수 있는 ‘상’도 없었다는 것. 이 부분이 로드맵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한계였지 않을까...

(D, 장학사, 시도교육청)

위 사례들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흐름은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 왔는데, 로드맵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중앙정부 소관 사무 중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업과 지침, 과제 등을 폐지하거나 시도로 이양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
향, 중심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시되지 못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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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만족도나 체감도가 높
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흐름에 따라 각자 관련
정책들을 추진, 실행해오고 있었다. 다음의 사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권한 배분, 사업 폐지, 사업 중복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저는 이제는 방향성을 조금 논의
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17개 시도를 보니까 하는 시도도 있고 이제는 아예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는
시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생략) 교육부장관도 우리 교육자치를 이야
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하고 다른 주민들과의 어떤 협력, 마을 교육공동체. 이게 바로 그냥 교육
자치인 것처럼. 교육자치 사례하면 교육부장관이 찾아가는 것은 지자체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하는 마
을공동체 운영. 그게 교육자치 혁신사례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게 교육자치인가...
(G, 사무관, 시도교육청)
<6>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지방교육자치의 최종 목표는 학교 민주주의가 되었던, 학교자
치라고 하던, 학교 자율 운영이라고 하던 간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게 최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업무들을 저희도 하고 있죠... (D, 장학사, 시도교육청)

이처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상과 방향이 규정되고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간, 교육청과 교육청 간 각기 다른 상과 방향을 그리는 상황 속에서 마
을교육공동체의 방향, 학교 민주주의나 학교 자율운영의 방향, 학교자치의 방향 등으로
초점의 차이가 있는 정책이 추진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기실 지방교육자치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과 인식, 이해관계 등이 복잡
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과 방향을 정립하고 명문화하여 제시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
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까지도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상과 방향이 명
확하지 않은 상채로 정책이 추진되어 오는 상황이며, 시도교육청과 현장에서는 그에 따
른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 사례와 같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 17개 시도가 다시 한 번 이제는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권한 배분이라던지 사무에 대한
이런 정리보다는 진짜 시도교육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교육자치에 대한 새로운 것을 그려야 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전환점, 전환 시기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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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흡하게 여겨지는 중앙정부의 추진·실행 의지

집담회에 참여한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부가 관련 업무들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지
방교육자치 확대 및 실현을 위한 추진 의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었다.
또한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 따라 결정된 사업과 지침, 관련 과제의 축소 또는 폐지 등
권한 및 사무 이양의 측면, 즉, 실행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먼저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8> 저희도 17년도에 교육권한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교육과정
이나 그런 큰 부분을 교육부가 건들면서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으면 했는데, 지금은 속도도 너무
느리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 권한 배분이든 업무 최적화이든 그런 타이틀
을 걸고 ‘자체적’으로 지금 업무를 덜어가면서 학교자치를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E,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9> 기본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아귀가 안 맞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보는 것이지요. 그 방향의 흐름에 시도교육청에서 넘겨줘도 될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서 직접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육부 내에서도 사실 교육자치에 관해서 중심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생략) 교육부도 사업을 펼칠 때 자치의 관점에서 사업을 안내하
거나 집행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따로 따로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관계없이 ‘그냥 각자’ 지금 하고 있다...

(F, 장학사, 시도교육청)

<10> 교육부 전체에서 교육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바뀌
지 않는 한. 저희가 지방 17개 교육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1도 못나가는 구조인 것이지요. 진짜 교육
부에서는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치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어서. 제가 그때 교육부 추진단 그 분한테 교육부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 안
하는지...

(G, 사무관, 시도교육청)

위 사례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인사나 재정, 교육과정 등과 같은 지방교육
자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의 추진 속도는 매우 느리고 교육부의 추진 의지도 상당히 부
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
교육자치의 관점을 중심에 두고 면밀히 연계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지방교육자치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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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사업에 대한 안내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도교육청들은 결국 교육부에 대한 큰 불만을 안고 한계를 느끼며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 관련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 교육부에서 법령 정비하는 것에 추진력을 가지고 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자사고
문제가 시끄러운데 거기도 지금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 폐지가 우선 정비 과제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계속 동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나 또 뭐 시도교육청 평가와 관련해서
도 일부 자체평가 하지만 자체평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자유를 준 듯 안 준 듯 그런
상태거든요...
(D, 장학사, 시도교육청)
<12> 권한이양 우선 정비 과제들, 예를 들어 교과교실제 점검 계획, 하반기 교과과정 실태 점검 계획
이런 것을 한 건 한 건으로 세어서 했는데, 그마저도 안돼요. 교육부에서는 몇 개만 확인을 했는데,
이거 그냥 완료됐다고. 다 완료, 완료 했더라고요. 그런데 교과 선진화 수요조사 계획 이것도 교육부는
완료래요. 담당 장학사는 이게 아니래요. 조사 한다면서요 하고 있고. 수능 이후 교육 내실화 방안
이것도 완료라는데, 이것도 또 공문 내려 보내서...
(E,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의 두 사례는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권한이양이 결정된 실행적 측
면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위 <11>사례의 전문가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에 관한 권한,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 확대 등은 기실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서 지역으로 권한이 이양되거나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확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권한을 여전히 강하게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12>사례와 같이 권한이양을 위한 우선 정비과제 측면에서도 교육부에서는 교육
청이나 학교로의 이양이나 폐지가 완료되었다 평가하지만, 지역에서는 실제적 효과나 체
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기조 하에서 교육부는 그들의 권한과 사무를 지역으로 이
양하는 과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교
육부의 추진-실행 의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결국 시도교육청들
은 각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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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공유 부족

집담회에 참여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의하면, 여러 시도교육청과 현장에서는 지방
교육자치가 무엇을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즉,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 또한 없었던 지역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즉,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현장 이해도 차이와 공론화 시행
여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자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현재 자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희야 정책부서에 있으니까 계속적인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우리 부서 말고 행정 직원들,
단위학교에 계시는 직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자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생략) 자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가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합리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자치를 하는지에 대해 정책기
획관에 속한 내 자신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자꾸 안을 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성을 알까...

(B, 장학사, 시도교육청)

<13>사례와 같이 현재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지방
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조차도 지방교육자치를
왜 해야 하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안고 있으며, 아
직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14> 교육자치나 학교자치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공유하
는 작업’을. 그 세 축에 골고루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략) 자치가 필요한가? 혁신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도 내부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교육감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갑자기 위에서 국정
과제로 떨어지니까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서부터 논의가 있어야...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15>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어떤 정책의 기획-연구 안에서 교육자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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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경 근거가 나오거나 추진 근거로 삼거나 어떤 동력으로 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업무 담당자
가 교육부와 관계하면서 그런 자료를 써 낼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기획관 안에 있으면서
도 뭐 교육자치가 강화되거나 분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없었어요...
(F, 장학사, 시도교육청)
<16>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자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리한 게 없고, 학
교자치가 뭐지? 학교자치를 위해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만 움직였던 것들이 많아서 반성을...

(G, 사무관, 시도교육청)

이처럼 집담회에 참여한 몇몇 시도의 관계자들은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필요성
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장에서 공유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한 공론화나 내부적 논의 과정
이 부족했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추진되어 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도 이와 관련된 지역 차원에서의 구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 관심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과업을 별개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추진 및 운영 방식의 양면성: ‘효율성’과 ‘강압성’

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교육자치 실현과 관련된 과제를 제
시하면서 이러한 노력들은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17개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맞추어 지방교육자치에 관심이 높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지방교육자치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도교육청의 구성원들은 지역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내부 방식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식이 마치 상의하향식의 형태처럼 진행되면서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또다른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에서 시도로 추진되는 방식에
대한 고충과 불만을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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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치라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키워드로 이용이 된다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민주화 쪽 발전방안 중 하나로 지방교육자치를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위에서
‘Top-down’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B, 장학사, 시도교육청)

이처럼 지방교육자치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중앙에서 지역으로 권한을 이
양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추진되다 보니 지방교육자치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은 지역에서는 상의하향식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처럼 인식하기도
하며,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 없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
나기도 한다.
한편, 다음 사례들과 같이 시도교육청 내부적으로도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으며, 이와 관련된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교육권력이 바뀌면 기존에 제시된 교육공무원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죠. 그러
다가 조금씩 불편하니까 반발들 하는 거에요. 저희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갑질’한다, 교육청
내에서 ‘갑질’을 한다. 별걸 다 한다. 이렇게 반발을...

(B, 장학사, 시도교육청)

<19> 일단 자치적인 측면에서 정책기획관이 강화된다는 말은 집행부서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뜻이지
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갑질’ 이야기도...

(F, 장학사, 시도교육청)

<20> 방법의 다양성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저기에서는 공론화하시는 거고. 기획관에서 틀
어질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한 힘을 주고 그런 인력요소를 주고 거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도 기획관실에서 잡는다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비판했던 사람들의 방식’이랑 동일하지 않나. 이것도 생각해봐야...
(E,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처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관심과 준비가 비교적 늦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자
치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해 과정이나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외부적으로 빠르
게 추진되다 보니,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고 이러한 추진 방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특정 부서나 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역도 있
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정책을 총괄, 기획, 연구하는 팀
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정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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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범위는 시도교육청의 주요 영역 대부
분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특정 정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방식은
타 부서들에게 일종의 ‘갑질’처럼 인식되거나 기존에 그들이 비판하던 탑다운(top-down)
의 형태처럼 비추어지면서,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교육청 내부의 인식 차이와
갈등처럼 긍정적이지 못한 현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측면은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음 사례들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변화되는
권한과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21> 교육자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도가 밥상은 차려졌지만 저희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G, 사무관, 시도교육청)

<22> 교육자치의 끝이, 마지막 목표가 학교교육자치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에 대한 것은 되지 않아서 교육자치
가 물 건너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F, 장학사, 시도교육청)

5) 교육청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분절적 운영

집담회 참여자들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의 일부 영역이 아닌 전반적인
주요 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노력과 사업
들은 일반적인 시도교육청의 여타 정책 사업과 유사하게 업무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중
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다음 사례를 통해 이러
한 현상을 일부 확인해볼 수 있다.

<23> 저희도 주무관님 한 분이 교육자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게 다 분절적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무슨 교육자치 연수, 지역자치 연수 같은 것을 하는데 사실은 혁신교육 연수인데 네이밍만 그렇게 바
꿔서 한다던지. 이제 학교자치가 뭐냐고 했을 때 담당자도 모른다는. ‘분절적’으로 과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의 구심축으로 연결해서 교육자치, 학교자치 하는 움직임은 없고...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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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업무는 담당자를 중심으
로 타 부서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로 운영은 여러 부정적
현상과 인식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 교육부를 만나면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장학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했는데
정책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늘 다르다 늘 이야기하세요...
(C, 장학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5> 교육청 안에서도 사실 이것은 교육자치와 함께 보는 측면에서 사업이 강화되어 이양되는 것이라
는 것에 대해서 같은 결로 이야기를 안 하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가 자치의 권한이 강화되
고 분권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어야 성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
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F, 장학사, 시도교육청)

<26> 교육자치를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하잖아요. 뭘 알아야 해요. 근데 사실은 인사과에서 엑셀로
누가 어떻게 하나 소트(sort)하는 작업만 했어요. 기능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만할 때쯤 나가야 하
고 본인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연구와 기획을 해야 하는데 그걸 기획관실만 담당하긴 힘들어요. (생
략) 개혁적인 성향을 누가 갖고 있다고 해도 ‘부서 이기주의’에서 싸워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엔
사람의 문제인데 그룹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고...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기실 지방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나 자율성, 거버넌스 등 전반적 측면에서의
쟁점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 및 역할, 영역과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시도교육청의 특정 부서나 담당자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기 보다는 시도교육청 자체, 그리고 조직, 문화, 인사, 재정, 제도 등 시도교육청의
핵심 영역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집담회 참여자들은 시도에서의 지방교육자치
추진이 통합적 논의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들에게 맡겨진 채, 별개 사업과 같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특징적 모습은 결국 <24>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
책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 외의 일반부서 간에는 인식과 의견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25>사례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를 중심에 두고 총체적으로 운영되기 보다
는, 각 사업들이 별개의 측면으로 구분되어 기능적으로 운영되면서 종합적인 검토나 분
석이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26>사례처럼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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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른 부서나 그룹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하는 노력
이 요구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들: ‘선택적 자치’

집담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를 바라보는 구성원들과 현장의 관점과 인
식, 동의 여부 등은 지방교육자치의 기조 하에서 타당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통해 정해
지기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를 통해 그들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달라
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구
성원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27> 교육부가 되었든 시도교육청이 되었든 다 ‘동상이몽’이고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에요.
‘선택적 자치’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면 귀찮으니까 너희들이 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직 공무원을 포기하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 얼마 전에 교총에
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0%가 반대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월급 덜 받을 것이다, 잘릴 것이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들은 ‘선택적 자치’를 원하는 것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은 유지해야 해, 귀찮은
건 너희들이 해야 하고. 우리는 자치는 해야겠는데...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위 사례의 집담회 참여자는 지방교육자치를 희망하고 추진하는 기조 하에서도 교원의
소속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현장 교원들
이 반대하는 현상을 예로 들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그들에게 유리한 측면
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각자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선택적 자치’와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다음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현
상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다.

<28> 학교자율경영체제 보장의 또 다른 한 축이 이제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하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정책을 정비하는 담당자들, 장학사님들이 이 사업 없애면 안된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학교장
에게 권한이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넘어가면 사업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잡고 해야
한다, 이거 없애면 우린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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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육자치, 교육분권에 대해 학교에서 물어봤던 큰 이야기 중 하나는 교원평가, 성과급제, 전문직
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시도교육청 평가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평가로부터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 인사나 예산, 평가부분 정책이 다양하게 논의
되기 시작하면서는 실제로 한계점들을 많이 보았죠.

(F, 장학사, 시도교육청)

<30> 선생님들이 자치를 어느 분야에서 이야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동의 수준이 다른데,
교육자치가 인사나 재정 분야에서의 자율권,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권도 줘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운신 폭이 없다는 것, 그렇게 접근하면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해
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는 권한과 권리를 배분해주겠다 했더니 위의 것을 우리가 막 가져오는구나
하는 부담으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앞서 나가는 분임에도 권한 배분하면 우리에게 다
오는데 지금도 일 많아 죽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

(E, 장학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 <29>사례를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 즉, 교원 업무 감소나 성과급제, 시도교육청 평가의 폐지와 같이 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해 왔던 영역에서의 개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반
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28>사례와 같이 자신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축소되는 측면에 있
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30>사례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과정과 수업, 재정 등의 영역을 비롯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에서의 개선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하여도 교사의 권리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은 명확하고 타당한 원칙이나 기준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
이나 불이익을 미치는지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심, 수용 여부가 달
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권한 확대와 함께 요구되는 책임과 역량에 대한 우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추진되면서 중앙의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고,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던 지침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감의 폭은 다르지만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권한과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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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권한 및 자율성 확대와 함께 요구되는
추진 의지와 책임,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역량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미흡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과 그에 따른 우려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철학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학교에 권한을 나눠주고 승진제도를 바꾸고
이런 개념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재량이 있었거나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임용고사 출제. 우리 권한이에요.
시도교육청 권한인데 담당자 만나거나 인사부서 만나면 그 귀찮은 걸 우리가 왜 하냐고 얘기해요. 뭔
가를 이렇게 줬을 때, 이건 우리 것이다, 뭔가를 바꿔보겠다, 학교에 나눠줘야지, 이런 고민까지 이어
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부 설득이 어려운 것이죠...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32> 저희들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 보장하고 수업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라고 그러면 공문이 학교
로 하나 내려갔을 때, 왜 이거 교무실에서 해야 하는지, 행정실에서 해야 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기획팀에서 명시를 안 해줘서 그런다.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말 자치의 기본과 정반
대의 수준입니다...

(B, 장학사, 시도교육청)

위 사례들을 통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행의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31>사례를
통해, 지금과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추진되기 이전부터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이었던 측
면조차도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국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2>사례의 집담회 참여자는 단위학교
에서의 업무 분담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
황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단위학교의 경우, 커지는 권한과 함께 너무 많은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3> ○○형 자율학교는 교장한테 권한이 다 있거든요. 교육과정, 인사, 재정, 교직원 수당 줄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하거든요. 교장들이 안 해요. 너무 많은 ‘책임’이 자기한테 따르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까지 밀려드는 이 상황에. (생략) 학교자치 하니
결국 교장들이 불만 있는 경우가 많죠. 권한은 다 주고 나는 책임만 지는 것인가. 권한도 책임도 나눠
야 하거든요. 아직 법적으로 같이 책임을 지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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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장이 책임지는 구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해요. 안
전사고, 외부인이 들어와서 사고가 난다하면 다 교장 책임이에요.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학교
개발은 어렵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다 좋은데 이런 구조에서 제도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제도는
여전히 1인 독박체제 구조인거에요...

(A, 연구위원, 시도교육청)

이처럼 현재의 학교 현장에서는 권한 확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마
치 학교장 혼자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한 편이
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권한 및 자율성의 활용, 지방교육자치의
실행과 참여 의지가 소극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조적 측면에
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원래의
취지대로 지방교육자치가 긍정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려우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또한 집담회 참여자들은 다음 사례들과 같이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
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자치 역량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개선 또한 필요함을 강조
하고 있었다.

<35> 교장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녹아들기는 되게 힘든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장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학교장들이 교육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1차적으로 리더십들, 교장과 교감들의 리더십 혁신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생략)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발성’을 제일 중요시하고 ‘문화’로서 정립이 되는 것이 저희
들도 일을 해 보니까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 것인가...
(G, 사무관, 시도교육청)
<36>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개정 과정이 들어오면서 편성의 권한들이 대폭적으로 자율성이 교사의
권한으로 넘겼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로 교사와 교장이 부딪히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학교의 문화’, 소위 말해서 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하
거든요...

(F, 장학사,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서는 ‘학교자치’에 대해서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
한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서 함께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여기서의 구성원은 교직
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학교교육의 주체라 규정하였다. 즉, 참여와 함께 결과에
대한 책임도 특정 주체가 아닌 모든 주체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도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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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책임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학교장에게만 쏠려있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구조적 문제, 문화적 문제, 역량적 문제 등에 의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선, 이
와 함께 학교에서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의 형성,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확대된 권한과 자율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시사점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주요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국내 지방
교육자치 추진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자치정책로드맵에서조차도 지방교육자
치의 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실 지방교육자
치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각 지역의 맥락과 지역 특수성에 따라 상과 방향, 내용을 달리
규정하는 모습도 분명 필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안정화되지
못한 추진 단계에서 중심적인 상과 필요성의 공유가 부재한 상태로 지역별로 달리 추진
되는 현상은 지역 간의 격차와 혼란, 내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의
공통적 상과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정립과 필요성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나아가서는 학교별로 세부적인 상과 목표 등을 그려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립은 중앙정부나 소수의 입안자가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도출하고 공
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이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하
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업무 담당자 집담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84

Ⅲ.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추진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지역에서 알아서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 확대와 실현의 속도를 높이고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한 채, 내려오는 권한과 자율성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객체
로서의 역할보다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주체적, 주도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과 요구를 강력하게 개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교육
청이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이끌어가는 보다 강력한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 속에
서 지방교육자치 추진의 흐름과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
역과 학교 현장의 실제적 요구와 고충을 면밀히 수렴, 분석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며 지
원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과제와 사무 측면에서의 접근과 함께 현장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도 필요하다.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전략 방안은 권한 배분과 관련
된 사무와 과제들을 선정하여 정비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등 업무의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의 추진이 사무와 과제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작용되고 실행되는 부분에 대
한 고려는 비교적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와 법적, 제도적 개선 중심의 접
근은 집담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
거나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지 않은 이상,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체감도나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업무에 따른 분절적 운영 현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업무와 제도
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고 운영되는 교육청과 학교 현
장에서의 실행적 측면까지 함께 조망하는 종합적 관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에
따른 분절적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권한과 영향력, 운
영 방안 등을 관련 부서나 기관들이 함께 모여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총체적 접근 방식과
관련 역량이 요구된다.
넷째,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 조성
이 필요하다. 집담회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 추진에 따라 권한과 자율성은 지속적
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커지는 권한에 따라 책임도 함께 커지며, 자발성을 발휘
85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하기 힘든 제도와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학교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치를 추진하는데 있어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는 않은지, 기존의 관행대로 일방적인
하향식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의 조직적·관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로 부여되는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해당 권한과 자율성이
실제로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협력-소통-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 모두가 권한과 책
임, 그에 따른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 개선의 방식은 외부의 관점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와 문화
개선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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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추진 방향 및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방향을 진단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성, 필요 역량과 그 이유 등을 조사한 결
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에 참여 경험이 있는 총 45
명을 델파이 조사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 협의회 및 전문가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델파이 조사 대상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 대상자에게 E-mail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후, 참여에 동의한 총 4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대상은 지방교육자치전
문가인 전·현직 교육부 관계자 3명, 전·현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 전·현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2명, 전·현직 학교 관리자 및 교사 6명, 학계 연구자 및 교수 8명,
시민사회단체 3명, 또한 교육자치와 관련된 의견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17개 시도교
육청 주요 부서 업무담당자 17명으로 구성하였다.

89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표 Ⅳ-1> 델파이 조사 대상 구성
구분

소속기관

지방교육자치
전문가
(전·현직관계자 및
연구자)

인원수(비율)
교육부

3(6.7%)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13.3%)

지방자치단체

2(4.4%)

학교

6(13.3%)

학계

8(17.8%)

시민사회단체

3(6.7%)

17개 시도교육청

17(37.8%)

업무담당자

교육자치, 지방교육
자치 관련 실무 및
연구 경력

최종학위

합계

45(100.0%)

1년 이상 - 5년 미만

11(24.4%)

5년 이상 - 10년 미만

8(17.8%)

10년 이상 - 15년 미만

4(8.9%)

15년 이상 - 20년 미만

6(13.3%)

20년 이상

16(35.6%)

합계

45(100.0%)

학사

9(20.0%)

석사

17(37.8%)

박사

19(42.2%)

합계

45(100.0%)

나. 조사 방법 및 항목
델파이 조사는 총 2차에 걸쳐 E-mail로 발송 및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방향, 성과와 과제, 필요로 하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형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4월 10일(수) ~ 4월 16(화),
4월 24일(수)~ 5월 10일(금)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총 45명이 모두

응답하였다. 또한 2차 델파이 조사는 지방교육자치의 과제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
하고 과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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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2019년 6월 19일(수) ~ 7월
26(금)에 실시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1차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응답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응답자들이
자유기술한 문항의 주요 주제나 핵심어를 뽑아내어 해당 주제별로 응답자 수를 정리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응답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으
므로 이들 의견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는 추진 과제별 중요도와 시
급성을 1~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최우선과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하
였다. 또한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
인지 역량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자유기술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이
유도 함께 정리하였다.
<표 Ⅳ-2> 델파이 조사 및 분석 항목
구분

조사 및 분석 항목
주요 이슈
지방교육자치 현황 진단

성과와 한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1차

필요성과 중요성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추진 방향
주체별 준비사항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와 필요 역량
제2차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필요 역량
학교자치의 핵심 요소

학교자치의 핵심 요소와 필요 역량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2

지방교육자치 현황에 관한 인식

가. 주요 이슈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 배분 및 역할 분
담(26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자치(13명),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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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7명), 교육감 선거제도 및 권한 개선(7명), 지방교육자치의 추
진 과정상의 고려사항(5명), 국가교육위원회 구성(4명), 마을교육공동체 운영(4명), 교육
재정의 확보 및 자율적 운영(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연번

1

주요 이슈
핵심 키워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권한 배분 및 역할
분담

응답자
세부 내용

•
•
•
•

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권한 배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대칭성
교육부의 중앙통제성과 지방교육의 자율성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개편

26명

13명
10명

2

학교자치

• 학교자치를 통한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구현
• 연대 및 협업하는 학교(교사) 문화 형성, 학부모 참여, 민주시민
양성
• 학교의 자기 책무성 설계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

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와 협력

7명

5

교육감 선거제도 및 권한
개선

• 인사, 선발, 학교 설립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 교육감에게로의 과도한 권한 집중 현상 우려
•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7명

6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과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속도와 성패
• 지역 간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치 실현의 한계

5명

7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4명

8

마을교육공동체

•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적 연대를 바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 마을결합형학교의 전환과 동시에 추진

4명

9

교육재정

• 교부금 비율 인상을 통한 교육재정의 확보
• 지방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재정 분리

3명

10

기타

• 고등교육 분야의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성 설정 필요
•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 필요(교육장과 시장, 군수 차원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리더십 필요, 교육장 선출직 전환 등에 관한 논의 필요)

*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 가지의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내용별로 응답자 수를 모두 계산한 것임.

기타 의견으로는 광역 수준에서의 교육자치가 아닌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필요하므
로 교육장과 시장, 군수 차원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고등교육
분야의 지방교육자치 관계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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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와 한계
1) 성과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의 권
한 배분이라는 응답(12명)이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의 교육제도 통제권이 분산되고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감 직선제(11명)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선출직 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
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개발 및 실행
이 가능해졌다는 의견(8명),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주민 참여가 활성
화되었다는 의견(8명)이 있었다. 또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 및 학교자율성과 민주주의 확
대에 따른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7명),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의 인식 개선과 활
동,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 협력 모형이 창출되어 활동이 이루어지
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는 의견(6명), 국민의 교육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의식 변화(5명), 국가 사업 선택제 확산(4명),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변화(3명),
교육자치 자율성 확보(3명), 지방교육강화추진단 설립(2명) 등의 순으로 지방교육자치제
도의 성과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지방교육자치의 성과
연번

주요 이슈

응답자 수

핵심 키워드

세부 내용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권한 배분

• 중앙정부의 교육제도 통제권 분산, 시도교육청 자율
성 증대
• 시도교육청의 학교와 지역으로의 시선 전환

12명

2

교육감 직선제

• 법적으로 보장된 선출직 교육감 제도
• 교육감 직선제 이후,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무상
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
이 추진

11명

3

지역의 특수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시도교육청 간 연계 및 협력 증대

8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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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주요 이슈

응답자 수

핵심 키워드

세부 내용

주민참여

-

8명

5

단위학교 자율성

• 학교 자율성 및 학교 민주주의 확대
•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 혁신학교, 학생 인권 조례 등 학교 혁신 관련 정책
추진

7명

6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주민의 참정권 및 교육통제권 확대
•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6명

7

국민(주민) 의식 변화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인식 변화
•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

5명

8

국가 사업 선택제 확산

• 국가 시책 사업의 선택적 운영
•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사업 폐지

4명

9

지방 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축소 및 시도교육
청 재량 예산, 학교 기본운영비 증가

3명

10

교육자치 자율성

•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
능한 교육자치 추진

3명

4

* 한 명의 응답자가 여러 가지의 내용을 기술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 내용별로 응답자 수를 모두 계산한 것임.

2) 한계 및 문제점

지방교육자치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 시도의회, 학교 등 주
체의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되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고교평준화, 무상교육, 무
상 급식 등 지방교육청의 선도적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선행
되지 못한 경우, 교육부 및 관련 제도로 인한 정책 사업 정비에 있어서의 한계 등이 있다
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거버넌스 체제의 지체, 지
자체 및 민간 간의 협력의 경험 부족,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 전근대적 문화 및
협업 부재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시도의회 차원에서는 시도의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 학교 차원에서는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학교 운영 권한과 학교 재량 사무에 대한 교원 인식 결여 등이 한계로 언급되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교육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및 주체
들의 자율성·역량 부족(12명),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 개선(6명), 학교자치의 실현을
위한 여건 미흡 및 문화 지체(5명), 자치 재정권의 부족(4명), 교육청의 관료주의 및 교육
주체들의 인식 부족 등 문화적 문제(4명), 교육감의 선거 제도 및 적정 권한의 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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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법령 개정상의 문제(3명),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과 같은 중재기구의 역할 및 위

상 문제(2명), 국가시책사업의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2명), 교원의 국가공무원 소속 문제
(2명) 등이 제시되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역 간 과잉 경쟁 및 교육 격차 발생, 학연, 지연, 혈연의 부정적인 문화 고착화 우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 중복,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치 운동의 모순 등이 문제
점으로 지적되었다.

3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과 과제

가. 추진 방향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질
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별 교육적 특성과 다양성 실현(23명)으로 보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자치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교육 다양화 등을 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등 헌법적 가치의
실현(15명)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한 교육의
자주성 실현(1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치적 중립성 실현(10명), 전문성 실현(10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에서의 민주주의 및 국민교육주권의 실현(12명)이라는 응
답과 학교자치 확대 및 내실화(7명)도 상당수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의견으로
는 지방교육 자율성 및 의사결정 권한 증대(3명),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3명), 시대적,
사회적 요구(2명), 교육감의 철학과 행정의지 구현(2명),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
으로 인한 관료화 및 정책 결정의 질 저하 문제(2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으로는 학교자치 보장 및 지원(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지방교육자치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방향을 학교자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5명), 중앙정부의 핵심 역할 위주의 수행(5
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4명),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추진(4명), 교육 및 지역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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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버넌스 구성(4명),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의견으로는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이 재정 자립, 예산 자율성 확대(2명),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 권한 배분(2명), 지식,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2명), 시도교육
청의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중심 역할 수행(2명), 국가수준의 교육방향 설정(2명) 등이어
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추진 방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각 주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는 특히 교육부의 역할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시도교육청, 교육지
원청, 지자체, 단위학교, 연구기관, 지방의회, 교원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는 주로 미래교육체제 구상, 교육정책 의제 발굴, 지방교육자치 로드맵 작성 등 전
반적인 국가 교육 및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설정해야 하며, 법률적 기반, 대입 제
도, 지원 체제, 정부-국회-교육청 관계 등의 제도 및 체제에 관한 개선을 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감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준
비하고, 지방교육자치 로드맵 작성, 교육비전 및 목표 재정립, 지방교육행정 정보
통계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
계 및 기능 재조정, 교육청과 지원청 개방, 시도지사 및 의회와의 인식 공유 등을
통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지원청은 그 역할을 학교 지원 센터로
재조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역별
선도 교직원 그룹을 조직하고, 학교와 마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역할을 준비
해야 할 것으로 언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철학을 공
유하고,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를 구성하며,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인
사정책과 결합하면서 기존의 선심성 행정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 비전을 재정립하고 현재보다 상위의 권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학교공동체 및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
면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
외에는 연구기관에서 교육 주체 역량 개선 연구, 교육자치 성과 분석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며, 교원단체의 정책 개발 주도 역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지역
간 경계 없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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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과제와 필요 역량
1) 추진 과제

지방교육자치 추진과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 지방교육자치의 과제(I-3번 문항),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자 할 때 고려하거나 유념해야 할 사항(I-4번 문항), 지방교육자
치 활성화 또는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주체들이 준비해야 할 점(I-5번 문항)과
관련하여 서술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간의 논의를 거쳐 정리하였다. 먼저
12개의 세부 과제를 추출하고, 이를 제도적, 문화적, 역할 및 업무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교육감·교육장 제
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 자치로
정리하였다. 역할 및 업무 측면에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일반자치와의 연
계 협력,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단위학교자치 활성화,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를 도출하였다. 각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Ⅳ-5>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영역

연번

1

추진 과제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주요 내용(1차 델파이조사 결과 요약)
- 교육부는 국가교육 방향, 격차 해소, 기초학력, 고등교육
등 최소한의 역할 수행
- 시도교육청은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준비 노력
- 교육감의 자격 개선 및 선거 비용 효율화

2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제도적

-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행사 지양, 필요한 권한 강화
- 기초단위 교육장 선출 및 교육장 리더십 개선

측면
3

4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 일괄 개정 및 특별법 마련
- 해당 내용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및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 조정
-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제한된 범위의 실질적 과세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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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연번

추진 과제

주요 내용(1차 델파이조사 결과 요약)
- 교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목적과 방향에 대한 정부, 시도교

5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육청, 학교구성원들의 협의 과정 필요
- 지역, 학교, 교실 단위 나아가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학생의 자율적 행동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보다 본질
적인 방향으로 교육 자치 추진

문화적

- 부서 간 협의 및 토론 문화 확산

측면
6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 서열화 풍토 등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 필요
- 공문을 통한 간섭 및 제도 개선
-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수준의 협치 필요

7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 정책 과정의 대중화
- 학교 현장의 필요 요구에 기반한 분권 필요
-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치 추진
- 교육자치정책로드맵 이후 교육자치 정책의 방향성 설정

8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및 구체적 추진 과제 발굴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중앙정부 대응력 강화
-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조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9

일반자치와의 연계 협력

-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의원제를 통한 의회의 견제력을
제고, 개선 노력 필요
- 지방의회의 권한 및 교육감 견제 기능 강화

역할 및

10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업무 측면

-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
- 전국의 학교와 기초 단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학교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교사 스스로 성장 욕구를

11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갖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자치 구조를 통한 민주주의 공간
으로 변화 필요
- 주민, 학부모 권한 참여 확대 및 교육자치 공동 관심과
고민 필요

12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 학부모 자치, 교육 자치에 있어 교육시민단체 전문성
향상 및 조직화 문제 해결 필요
- 교육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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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들 과제별로 중요
도와 시급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도 측면에서는 법령 및 조례 제·
개정(4.7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위학교자치 활성화(4.65),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4.65)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지방교육자치에 대
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4.58),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4.33),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4.30),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
성(4.28), 일반자치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4.23),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4.18), 교육지원청 지능 재정립(4.18),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3.93), 교육

감, 교육장 제도 개선(3.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시급성 측면에서는 단위학교자치 활성화(4.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4.3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4.28),
법령 및 조례 제·개정(4.15)이 그 다음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안
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4.18),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3.98),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3.88), 일반자치와의 연계 협력(3.70),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3.45),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3.40)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연번

추진 과제

중요도

시급성

1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4.65

4.28

2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3.70

3.40

3

법령 및 조례 제개정

4.70

4.25

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4.33

4.18

5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4.58

4.30

6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4.28

3.98

7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4.30

3.98

8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4.18

3.88

9

일반자치와의 연계 협력

4.23

3.70

10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4.18

3.88

11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4.65

4.33

12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3.93

3.45

4.31

3.97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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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정미경 외(2017: 111)의 과제 우선순위 틀을 적용하여, X축을 시
급성, Y축을 중요도로 설정하고 과제별 시급성과 중요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선을 그
어, 4사분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래프를 그려 분석한 결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급성과 중요도가 모두 높은

과제를 최우선 과제, 다른 과제에 비해 시급성과 중요도가 중간 정도인 과제를 중기 과
제, 시급성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를 장기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우선
과제는 1, 3, 5, 11번, 중기 과제는 4, 6, 7, 8, 9, 10번, 장기 과제는 2, 12번 과제가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례 제·개
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이다. 중기 과제는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일반
자치(자치제)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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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장기 과제는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교육감·교육장 제도 개선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두고 보면, 학교자치와 같은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부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 및 조례 제·개정과 권한 배분
작업,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각 과제의 측면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Ⅳ-2]과 같다.

최우선 과제(초기 과제)

업무

•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측면

제도적
측면

장기 과제

•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역할
및

중기 과제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 일반자치(자치제) 및

•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 법령 및 조례 제개정
•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문화적
측면

•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
•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그림 Ⅳ-2]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3) 필요 역량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도출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들 과제별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필요 역량을 조사하였
다. 본 조사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에 초점을 둔 이유는 현재 중앙정부의 권한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배분받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교
육자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 나갈 주체가 시도교육청, 즉, 지방교육행정기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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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앞서 분류한 최우선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의 순으로 각 과제
별 필요 역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우선 과제 1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필요 역량

학교 조직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능력

전문가들은 단위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학교조직 및 학교구성
원에 대한 이해(14명) 역량을 가장 많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11명), 조직헌신도 및 책임감(6명), 문제해결능력(5명),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4명)
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위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조
직 및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았는데, 과거에는 이를 공문에 의한
점검과 보고를 통해 학교를 이해하였다면, 앞으로는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
해를 심화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른 과제들에 비해 특징적인 것은 단위학교자치를 활
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헌신도 및 책임감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되었는데, 관료성과 통제성을 탈피한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 봉사적 자세와 가치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구성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과제 추진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
문이다.

최우선 과제 2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필요 역량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전문가들은 법령 및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
로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26명)과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24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 규정에 대한 지식(9명), 갈등
조정 능력(3명)과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3명), 정책 추진 역량(2명), 교육 현장 지원 능
력(2명), 전문지식 및 지적 자질(2명), 학교조직 및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2명)이 필요
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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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법령 및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
로 필요한 역량들이기 때문이다. 델파이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이들 역량이 필요한
까닭보다도 이 과제가 다른 과제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지방교육자치가
원칙적 선언이나 가치 지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및 조례 정비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우선 과제 3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필요 역량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
어야 할 역량으로는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24명)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정
책 추진 역량(7명),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6명),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6명), 교육현장 지원 능력(5명), 기획 관리 능력(5명), 전문지식 및 지적 자질(5명),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5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차원의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과 조직 차원의 ‘정책 추진 역량’이 강조되
었는데, 교육부로부터 이양 또는 위임받은 권한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집행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
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법이나 제도, 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 교육현장 지원
능력 등 전체적인 운영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우선 과제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필요 역량

조정 및 통합 능력, 갈등 조정 역량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
기관이 조정 및 통합 능력(16명)과 갈등 조정 역량(15명)을 가장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11명), 학교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이해(8
명), 교육현장 지원 능력(7명)의 순으로 해당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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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와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특히 조정 및 통합 능력이나 갈등 조정 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며, 각 주체들이 타당한 권한
을 가지면서도 협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자율과 자치를 위하여 상호 협력
하는 자세로 숙의, 성찰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교육주체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려는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기 과제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필요 역량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조직 관리 역량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는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18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
다. 다음으로는 조직 관리 역량(8명), 정책 추진 역량(7명),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6명),
성과 관리 역량(6명), 교육서비스 역량(5명)의 순으로 해당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노력에
앞서 교육부의 예산 교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본적으로는 유·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예산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되어 있는데다가,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높아 시도별 특
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예산 배분 및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지방교육자치라는 취지에 걸맞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으며, 과세권을 부여하더라도 지방별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보완적 의견도 있었다.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특별교부금 비율 조정이나 과세권 확보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지방의 특색을 반영하여 지역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사업 계획
을 세울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나 효과성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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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았다. 즉,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자율적
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지방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조직 관리 역량, 정책 추진 역량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기 과제 2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 자치
필요 역량

교육 현장 지원 능력, 학교조직 및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

전문가들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 자치를 추진하기 위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다른 역량보다 교육 현장 지원 능력(11명), 학교조직 및 학교구성원
에 대한 이해(11명)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능력(10명), 주민 지향성(9명),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8명),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6명), 교육서비스 역량(6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자치는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출발되어야 하므로, 현장의 환경, 현장의 의견,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원하
는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들은 소수의 교사 의견이나 일부 이익집단
의 의견을 듣는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협의회, 교육부, 교육청 업무담당자들과 공유하
고, 정책 대상자들이 정책 수립부터 피드백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과정
을 대중화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기 과제 3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필요 역량

의사소통능력, 조정 및 통합 능력

전문가들은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의
사소통능력(17명)을 가장 많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정
및 통합 능력(11명), 팀 조직화 역량(10명), 갈등 조정 역량(6명)도 상당수의 전문가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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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방교육자치 현황 파악을 위한 집담회 결과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자치 원리
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은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변화에 대한
느린 대응,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
등 기존의 수동적인 관료제의 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권한만 확대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데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도교
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부의 원활한 소통, 현장과의 소통 능력이 중요하며, 이들 교육청의
각 부서가 팀 조직화 역량을 제고하거나 장학사와 일반직이 팀을 이루어 학교별로 지원
하는 등의 조직 구성상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중기 과제 4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필요 역량

교육 현장 지원 능력, 교육 서비스 역량

전문가들은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
으로 다른 역량에 비해 특히 교육 현장 지원 능력(24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 서비스 역량(9명), 학교조직 및 학교 구성원에 대
한 이해(8명),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5명),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능력(3명), 인적자원 관리 역량(3명),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3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은 현재의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데,
2010년에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령상으로는 학

교를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도 시도교육청의 하위 기관으로서
단순 행정 전달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델파이 조사 대상자인
전문가들 중 다수는 이러한 현상이 자치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
하고, 그 명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하여 교육 현장 지원 기능이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
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학교의
업무 중 어떤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
을 해야 하는지, 교육청의 업무 수행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지역적인 특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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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반영한 특색 있는 설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추진 과정
에서 교육현장 지원 능력, 교육서비스 역량, 학교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이해 등 구성원
의 역할 변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은 서울에서 이미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두고 운영을 시작하는 등의 경험
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
는 입장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의 인력 구조를 점검하
고 이에 따른 인적 자원을 재배치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중기 과제 5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 역량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조정 및 통합 능력

전문가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으로는 정
책 기획 및 추진 역량(18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조정 및
통합 능력(9명), 전문 지식 및 지적 자질(8명)과 정책 추진 역량(8명), 의사소통 능력(5명),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4명)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될 때, 한시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가 상당 부분 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들이 교육정책 아젠다를 만들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역별 특수
성을 존중해야 할 것과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것들, 개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
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통합
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조정 및 통합하는 역량이 필요할 것
으로 보았다.

중기 과제 6

일반자치(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필요 역량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의사소통 능력

전문가들은 일반자치(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12명)을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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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의사소통 능력(9명), 주민지향성(8명), 지
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7명), 갈등 조정 역량(6명)의 순으로 필요하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이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역량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자치와의
연계와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심지어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전문가도 많으며, 실제로 시흥시의 경우에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이를 적
용하면서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우수한 정책을 기획,
추진하고자 하여도, 지방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각종 재정 운영 계
획, 교육계획에 의한 업무 추진, 조례 제정 등이 어려워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지방의회와의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 조정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
았다.

장기 과제 1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필요 역량

주민지향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민 지향
성(16명) 역량을 가장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역사
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12명)과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능력(9명), 의사소통능력(8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조직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5명) 역량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 속에 있는 학교가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기관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학교, 학교의 지역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교
육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소극적, 권위적인 행정을 하는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주민들 스스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 모일 수 있는
구조, 함께 의논해야 하는 내용, 함께 결정한 내용에 대한 집행 등 교육공동체 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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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협의체가 학교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요구
나 간섭을 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장기 과제 2

필요 역량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 능력, 학교 조직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8명)이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학교 조직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6명), 교육현장 지원 능력(6명),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6명)이 필요하다
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역사회 교육의 리더로서,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과 소통하고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량,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등을 갖추어
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교육장 임명 및 선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상
반된 의견이 나타났는데,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고 직선제나 공모제 등의 정책을 검토하
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교육감 직선제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교육장 직
선제는 좀더 전문적인 연구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타
났다. 더불어 임명 및 선출 제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배분이나 인사 관리 등
의 제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교육감과 교육장이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았다.

4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

학교자치는 앞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지향점이자, 최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학교자치에서 무엇이 핵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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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
할과 필요 역량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를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자치의 핵심 요소
전문가들은 학교자치의 핵심을 크게 학교 경영 방식의 자율화 및 민주화, 교육과정 운
영의 자율화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간 이루어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교자치가 교육 행정 및 학교 운영의 자치와 교육 내용의 자치를 포함하며(고전, 2008;
223)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경영 방식의 자율화 및 민주화와 관련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민주주
의 성숙, 발전의 구체적인 경험과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40명 중 34명).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각각 자치회를 구성하고,
학교 문제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
해,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자치회를 조례나 법령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들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각
주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학교교육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거버넌
스를 만들어가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학교교육의 핵심이 결국 학생 교육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학교 운
영의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
지하였다(40명 중 20명). 즉, 학교자치의 핵심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보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교자치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만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교육의 비전과 철학을 고민
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며 책임져나가야 하는 데 핵심이 있다
고 보았다.
소수 의견으로는 지방교육자치의 최종 목표가 학교자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
았는데, 그 이유로 학교가 순환근무제를 기초로 운영되는 것, 주민의 지역 간 이동이 많
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현행의 교육재정 확보 경로 등이 학교자치와는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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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학교의 자율성을 보
장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
으로는 학교자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
원을 하며, 전문성 확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들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하급기관이라고 보는 관행
이나 사고를 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교육청 자체 사업을 만들어 단위학
교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동원하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상당 부분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함으로써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예산, 조직, 인사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치권을 보
장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자치기구
를 법제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
회 등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되, 단순하게 입법 절차를 거치
는 과정을 넘어서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별 공청회 및 토론
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학교자치기구를 통한 학교
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히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치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하게 조성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초중등 사무 권한 이양은 그동안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최종 목표는 학교자치의 실현이 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외부의 적절한 지원과
내부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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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핵심 역량

학교자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핵심 역량은 기관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은 조직
및 인사 영역에서 학교의 다양한 서비스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 있는 전문
직을 선발하고 관련 인적 구성을 조정, 변경하는 역량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요구 사항과 관련한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량, 이를 토대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량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 법제화 등과 관련하여 법규, 조례 등
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및 제반 역량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교육지원청도 시도교육청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역량이 필요하되, 보다 학교와 밀착하
여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드와 제반 역량, 즉, 의사
소통능력, 갈등 조정 역량, 문제해결능력,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발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학교자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면, 지식적 측면보다는 기술과 태도적 측면에서의 역량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적 측면에서는 학교와 학교구성원에 대한 이해(7명)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문지식 및 지적 자질(1명),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1명)
등이 제시되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교육현장 지원 역량(10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위학교의 필
요와 요구를 들어주는 경청과 갈등 조정·통합 능력부터 학교의 현 상태나 성과, 문제를
진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량, 나아가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컨설팅 전문
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다수의 전문가가 강조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 능력(6명)과 자원 동원 능력(4명)이다. 현장과의 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학교와 함께
일해 본 지자체나 교육청이 학교의 담장이 높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법령 및 정책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학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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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자원 동원 능력의 측면에서 이미
교육청의 많은 자원이 교사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학교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하면, 어떤 자원을 동원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즉, 다양한 전문가의 역량
을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집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태도적 측면에서는 학교자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합의된 입장이나 그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의 학습과 성찰,
교육청 내에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학교 현장에 대한 공감 능력,
조직헌신도,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 의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 문화를 근본적으
로 혁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단순한 행정 지원이나 응대에 그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자율
적인 교육과정 구성·운영과 민주적인 절차의 학교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구
성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집결,
동원하는 등의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논의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현
황을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
을 무엇인지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는 지방별 교육적 특성과 학생 개인의 다양성 실현을 궁극적 목표
로 하며, 이에 학교자치, 단위학교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지향점으로 한다는 데에 공감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히 교육과 관련한 권한은 교육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시도에서 학교로 이양되면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구성원과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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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교육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거나
교육감 직선제를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지만, 법령 등의 제도 미비, 교육거버넌스 체제
의 지체, 협력 경험의 부족, 전근대적 문화 및 협업 부재 등의 한계도 드러난 것으로 나타
났다.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성과는 대부분 제도적인 측면이거나 특정 시도의 일부 사례
인 반면, 한계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나 경험, 문화적인 측면 등 과거부터 축적되
어 온 관습과 같이 내재적이면서도 장기간의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문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살펴 본 결과,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
례 제·개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이 중요하면서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함에 있어, 단위학교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과 민
주적 소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되, 특히 시도교육청은 제도적
개선과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지원
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넷째, 지방교육자치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과제별
로 차이가 있으나, 법령 및 재정과 관련한 일부 특수한 과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사회
나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교육자치 주체들과 소통
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역량, 이러한 역할 및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헌신과 책임감, 윤리의식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에 교육부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하위 기관으로서 단위학교를 지시,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그 기능과 조직을 재편해야
함을 뜻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들도 이를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 및 목적이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의 자율화와 민주적 운영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제고에 있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단순한 명칭의 변
경이 아닌, 팀이나 학교 지원 활동 중심의 조직 및 인적 구성, 일반자치단체와의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와 협업, 정책 과정의 대중화와 소통 등 보다 실제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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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가 각 시도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방향이나 추진 과제, 추진 속도를 정하고 그것이 정답이
라고 이끌어나가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선한 정책이라도 하더라도 위
에서 아래로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그것은 과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그 결과도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이 교육지
원청에,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를 돌이켜봐야 함을 뜻하
며,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보다도 그 과정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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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역량 분석

이 장에서는 실제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역량이 주요 영향을 발휘
하는지, 이러한 역량이 어떠한 요인을 통해 촉진되는지를 살펴 본 지방교육자치 사례와
관련자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사례는 지방교육자치 주체들이 공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 시흥시 사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과정에서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특정 사업을 기획, 추진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례이다. 전자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주
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나타나 있으며, 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그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사례로 볼 수 있다20).

1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면담 사례 선정의 기준으로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추천받
은 성공 사례 중 연구진 협의회에서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지방교육자치 주체들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사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기획, 추진
한 사례로 구분하여 해당 사례를 경험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시흥시 지방교육자치 사례와 세종시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면담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해
당 사례의 주요 관계자인 정책 추진자 5명과 정책 수혜자 6명의 총 11명의 면담을 실시
하였다.

20) 이들 사례는 시점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시흥시의 경우 2011년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운영해 오면서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기까지 8년 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세종시의 경우 세종교육청이
2017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2년 동안의 추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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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사례별 면담 대상자 특성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사례
정책
추진자
시흥
정책
수혜자
정책
추진자
세종

정책
수혜자

면담 대상
A 교장
B 교사
C 지자체 담당자
D 학생
E 학부모
F 교사
G 장학사
H 연구관
I 학생
J 학부모
K 교사

특성
교육청에서 업무 담당 경험
학교 고용휴직 후 시흥시청 근무 경험
공무원, 시흥 시청 근무
고등학생, 참여 경험
고등학생 학부모, 마을교육자치 참여
고등학교 교사, 업무 담당자
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육청 관련 연구 진행
고등학교 1학년, 참여 경험
고등학생 졸업생 학부모, 코디네이터 참여
고등학교 교사

성별
남
여
여
남
여
여
남
남
남
여
여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사업 추진 사례를 선정하여, 관련 주체들의 면담을 통해
각 사례의 추진 과정과 관련 주체들의 주요 역량과 촉진 요인,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면담 내용을 구성하였다(<표 Ⅴ-2> 참조). 면담은 구성된 질
문지를 토대로 반구조화 면담기법을 통해 그룹당 약 90분에서 120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면담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으며, 면담 완료 후
전사를 하였다.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면담에 참여하지 못한 서면 면담의 경우는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진 협의회
를 통해 면담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주제, 시사점 등을 함께 도출하고, 추후 자료 분석
결과 작성 단계에서 연구진과의 상호보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표 Ⅴ-2> 면담 질문지
영역

주제

추진 배경 및 과정

추진
요소

120

질문
해당 사례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추진, 진행되었습니까?

성공 요인

해당 사례가 성공하게 된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촉진 요인

해당 사례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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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주제

질문

주체

해당 사례를 진행하면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각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특히 어떤 것이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사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사업을 진
행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주요 역량

해당 사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또는 지식, 능력, 태도 등)
을 떠올려본다면, 누구의, 어떤 역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역량 촉진 요인

위의 역량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
한 역량이 잘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할

역량

한계점
한계점

극복 방안

타 사업 적용 방향

해당 사례의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기획,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및 개선 방향

해당 사례 및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 및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사항

2

지방교육자치 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나 더 말씀하
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사례

가. 현황과 경과
시흥의 지방교육자치 역사는 꽤 깊다. 일이년의 역사가 아니라 십 년 이상의 세월이
쌓여 있다.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 그 시간을 되짚어 보면 다
음과 같다.
시흥 지역은 지역 여건의 열악성 극복과 주민의 정주성 회복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서울의 변방이자 ‘시흥 공단’의 안 좋은 지역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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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육 문제로 인해, 안양, 광명 등으로 주민들이 이주해 가는 현상이 심해졌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정주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은 혁신교육지구 신청이었다. 물론 그 전에 장곡중학교
(2010.3 지정)와 하중초등학교(2011.3 지정)가 혁신학교로서 기초가 되었으며, 이 학교

의 핵심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다지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에 시작되어 혁신학교의 확산과 연결고리가 되었다. 혁신교육
지구는 교육청의 갈증과 시청의 요구가 연결되어 성사된 지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
학교의 폭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부터 나오는
교육 지원 경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혁신교육지구로부터
얻었다(시흥혁신교육지구소식지, 2019). 한편, 시흥시는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교육 여건과 대중교통 문제 중에서, 교육 여건은 노력 여하에 따라 긍정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교육지구 공모에 적극 매달렸다(시흥혁신교육지구소식지,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의 6개 중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다. 처음부터 시흥시가 선
정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학교가 신청하고 동참을 해야 하는데, 시흥 지역은 참여하겠다는 학교가 10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 학교 수를 더 확보하고 참여시키겠다.’라는 약속과 시흥시
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이 결부되어 시흥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고 그 출발을 할 수 있
었다(시흥혁신교육지구소식지, 2019). 혁신교육지구는 총 비용 60억 중에서 80%인 48억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20%인 12억 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사례가 시작된 거는 이런 거예요.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혁신 화두를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자체에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데 그 주로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지원을 한 거예요. (…중략…)
지자체가 조금만 더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업 운영이나 인력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다 한다면
학교혁신 사례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보여 질 것이라고 경기도 교육청 나름의 희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시흥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흥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게, 하나가 교육이고 하나가 교통이
에요. 그랬을 때 당시 시장이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시흥시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혁신교
육 사업을 받아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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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미약했지만 서서히 시흥교육의 저력은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학교들의 참여
태도였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학교들이 나타나고,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다. 혁신교육지구 1기에는 10개 학교를 간신히 모집하여 출발하였지만, 2기에서는
시흥시의 전 학교인 23개교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시흥혁신교육지구) 사업 둘째 해에 교육청을 찾아오는 교장이 있었다. A초등학교 교장은 혁신교육지
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강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혁신교육지구는 1기와 2기로 구분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가 1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2기이다. 1기의 기본 방향은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의 혁신’, 2기

의 기본 방향은 ‘학생과 학교, 주민과 지역이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이다. 1기를 거치고
2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였다. 1기는 ‘학교 혁신’에 집중하였다면, 2기는

바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교 내의 혁신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성
장과 학교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 것이다. 시흥혁신교육지구 2기
는 1기보다 20억 줄어들은 40억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80%인 32억을 지자체에서, 나머
지 20%인 8억을 도교육청에서 비용을 감당하였다.
시흥혁신교육지구가 계속 발전하며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
립(2015.5)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시흥시장의 ‘공교육지원센터’ 정책 공약이 시발이 되어
‘시흥ABC행복 학습센터’21)가 설치되었다(서용선 외, 2015).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지

자체의 부서 팀 소속으로 운영되며, 도 교육청의 행정인력 1명을 지원받고 있다. 주된
역할은 지역의 교육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흥시는 혁신교육지구를 넘어서서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

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지방교육자치센터’(2018.10)
로 진화시키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센터 모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이덕환,
2019b). 첫째, 민관학 협력을 통해 시흥교육력을 강화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 둘째, 교육플랫폼을 활성화하여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마을 교육자치 역량
21) 공식 명칭은 ‘시흥ABC행복 학습센터’이지만 일상적으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로 많이 불리기에, 본
원고에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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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 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 11월에 민관학 공동 기획단을
구성·발족시켜 나가고 있다.
시흥 지역에서는 학교 혁신을 넘어 지역교육의 혁신을 위해 마을교육자치회가 형성되
고 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과 학교가 협업하여 마을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과정과
방과후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 교사, 마을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마을 단위의 의결 기구이다.’(박현
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다음은 시흥시청의 교육청소년과 과장으로서 민관
학 공동기획단의 실무 담당자를 맡고 있는 이덕환 과장이 제시한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활동 원칙과 목적이다.
<표 Ⅴ-3> 시흥 지역의 민관학 공동기획단의 활동 원칙과 목적
활동 원칙
- 우리의 작업은 자치의 정신에 바탕을 둔다.
- 많은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논의의 장은 언제나 연다.
- 작업한 내용은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로 기록한다.
활동 목적
-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구를 만들 것이다.
활동 배경
- 시흥시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업을 넘어 행정과 학교, 민간의 협업까지 이루
어지고 있다.
- 시흥시는 주민 연대에 기반을 둔 도시형 마을사업을 실행했고,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 시흥시는 마을의 미래를 교육을 통해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왔다.
- 마을교육자치회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출처: 이덕환(2019b: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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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1) 지역의 교육 지식, 정보,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시흥교육지원센터와 원클릭

시스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시흥시와 교육청의 대표적인 협력 성과물이다. 행정적으로는
지자체 부서의 팀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흥행복교
육지원센터는 시흥의 문화와 생태를 체험하는 창의체험학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 축제와 마을교육 컨퍼런스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 센터에 대한 벤
치마킹이 연간 1000여명이 넘고 있다(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지자체의 각 부서에서 만든 교육프로그램
을 학교에 각각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형태였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협조 체제가 전혀 없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고
학교는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더 이상 일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공급처로 기능하지
않는다.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학교와 시청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학교에 적
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을 연결해주는 쌍방형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면담 대상자들은 ‘시흥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 자료집’을 보여주면서 변화된 모습을 설
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청의 각 부서, 즉,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건강
도시과 등에서 하던 3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사전 조율 작업을 거쳐 일목요연하게 학교
에 제공되고 있었다(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2019a: 8-9). 이는 시청 입장에서는 업무 조
율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작업이기는 하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서의 교
육 사업이 조정·정리되어 학교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행복교육센터라는 플랫폼 조직이 건립이 되는 과정이 아주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당초 목적이 지
금 최대치로 발휘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5년도 센터 개소시점으로 인해서 30개
팀의 교육과 관련 없다고 생각 됐던 업무 패턴들이 이젠 교육을 매개로 다 연결되는 형태로 업무의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후략…)

(C, 지자체 담당자)

원클릭시스템자료집 7쪽을 보시면 7쪽은 도교육청하고 시청이 MOU 체결했을 때 혁신교육지구 사
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혁신교육지구는 MOU 체결한 사업만 해요. 그런데 8쪽부터 9쪽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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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각 부서에서 원래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던 교육 사업이었어요. 이거를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이 팀이 플랫폼이 돼서 이 사업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다가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거를 같은 시스템 교육청을 통하여 공문으로 보내고 학교가 신청할 수
있게…

(B교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 타 지역의 방문자들이 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교육사업
원클릭 시스템’이다. 위의 시스템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집행, 평가까지 하
나의 시스템에 모두 처리되는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하면 되
고, 나머지 행정적 부담은 모두 원클릭 시스템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학교가 프로그램 운영에 모든 부담을 떠안는 ‘독박 시스템’
에서 사업의 건마다 개별 경쟁하는 ‘공모 시스템’을 넘어, 학교의 요구에 맞게 시청에서
프로그램 개설과 강사 채용 등을 모두 지원하고 매칭해 주는 ‘원클릭 시스템’으로의 진화
는 시흥 지역의 학교-교육청-시청의 협력 체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원클릭 시스템은) 시흥으로 벤치마킹을 오는 교육관계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다. 혁신교육
지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48개를 홈페이지 하나에 모아 학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학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자신들이 고른 프로그램이 10개든 40개든 클릭하면 나
머지는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2)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넘어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와 ‘마을교육자치회’ 발전

구상: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 생산을 위한 노력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는데, 왜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로
변경하려는 걸까? 그것은 이들의 대답 속에 답이 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좀 더
본격적인 지방교육 자치의 모델로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쪽 사업을 7,8년 하다보니까 혁신지구의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런 형태로 혁신교육 지구를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
육 지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모델로서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고.

(A, 교장)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초창기에는 시흥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할
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육 자원들을 종합하여 학교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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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즉, 지역의 주체들이 직접 주도
하여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그 규모와 역할이 혁신교육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성격이 강했
었는데, 그것을 넘어 돌봄, 방과후,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아우르고 지원하는 더 큰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이덕환, 2019a). 이들이 생각
하는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의 모델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모델에 따르면, 시흥교육
자치지원센터는 지역의 교육을 위해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면서, 교육에 대한 요구 분
석, 자원 연계, 인적·물적 자원 개발, 거버넌스 운영, 성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려
고 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평생학습과나 일자리총괄과나 등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까지 연결하여 지원
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교육 지원’ 사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 학교 교사와 협업을 하며 그들의 교육력까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나아가
시흥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는 돌봄, 방과후, 직업 교육 등 평생 교육
이 학교 교육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의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지방교육자치의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 될 것이다.”

(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그림 Ⅴ-1]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가칭) 운영 모델
* 출처: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2019b: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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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나면서 시흥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흥 지역은 혁
신교육지구 운영을 넘어 마을 단위의 의결기구인 마을교육자치회를 고민하고 있다. 마을
교육자치회는 마을과 학교가 협업하여 마을교육에 관련한 의사 결정을 마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마을교육자치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싸움박질”
하고 있다.
이 모델을 박사가 그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시청 공무원도 그리고……. 마을 활동
그려온 것 가지고 싸움박질하고....(핵심은) 마을교육 자치에요.

(B, 교사)

저는 시청과 교육청이 지금 현재는 직원 몇 명 와서 결합된 통합근무 형태인데 이런 공동출자 예산까
지 논의를 한 거거든요. 협업을 넘어서서 사실 지자체가 돈 쥐고 있으면 이게 수평적인 파트너냐, 교육
협력의 정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냐 그래서, 예산도 공동, 인사 권한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지자체
의 조직도 아닌, 교육청의 조직도 아닌 정말 이 지역 안에서 맞는 정책을 같이 논의하자는 구조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단계별로 지금 전국에 없는 형태의 어느 주도권의 영역이 아닌 독립기구로 만드는
과정. 기반이 마을교육자치회인데 그것도 역시 학교와 마을이 결합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기구거든요.
그것들이 지역의 동력이 돼서 기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형태로 같이 고민을 했다는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현재 마을교육자치회는 현재 6개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
럼 학교의 주체랑 마을의 주체가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18개
동이나 학교 단위로 확장되어서 마을의 교육 기반으로 움직이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거다.
(C, 지자체 담당자)

3) ‘민관학’의 협력으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시흥 지역에서는 민관학의 연결, 즉, 마을인 ‘민’, 시청·교육청·의회의 ‘관’, 학교의 ‘학’
이 상호 연결되어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다. 시흥에서는 사업이나 행사
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체 간 교육거버
넌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혁신교육 지구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교육 분과와 마을교육 분과가 현장에 자문위원
회를 해주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시청의 30개 팀하고 시흥의 12명 전체 장학사가 전체 협업회의를
해요. ....협업회의에서 장학사님들이랑 선생님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자유학기제나 이런 대표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문화 예술과 교과 간의 이해들을 부서들하고 끊임없이 협업회의 때 학습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년차 3년차 인사이동이 되어도, 으레 센터를 통해서 원클릭 시스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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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업들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안착되는 형태. 지자체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이나 교육과정이 아닌
것들도 전부 교육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들이 보이게 되죠.

(C, 지자체 담당자)

기존의 협업 체제를 넘어서 ‘민관학 공동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며 시흥 지역은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가고 있다. 민관학 공동기획단은 주민 자치의 정신으로 마을교육공동
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구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덕환, 2019b: 97). 민관학 공동기획단은 학교-마을-시
청-교육지원청-시의회의 실무자들 2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문단과 연구단, 시흥
혁신교육협의체 단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역할을 하고 있다. 민관학 공동기획단은 기획단
구성 이후 공식적으로 23번의 만남,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총 34번의 만남을 이뤄가
고 있다(2019.8.29. 현재). 이들은 계속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과 문화를 이
해하며, 시흥 지역의 교육자치 모델을 만들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A교장: 우리가 23번 만났죠? 처음에는 전부 다 생각이 달랐어요. 강조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달랐
어요. 근데 23번 만나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다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B교사: 23번은 공식적인 거고요.
C지자체 담당자: 34차예요.
연구자: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치면요?
B교사: 공식적인 것만 23번이지.
C지자체 담당자: 작년 11월 2일 기준으로 해서요. 첫 모임을 공식적으로 가졌어요.

시흥 지역에서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의 학교교육과 시청 주도의 평생교육의 이원화되
고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기초 단위에서 지자체와 지역교
육지원청이 온전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구조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이상 논의되어 온 ‘지방교육자치’에 대하여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분리론과 통합론의 논쟁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시흥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의식만이 아니라 실천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
면서 교육 거버넌스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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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 위쪽 시 사람들의 생각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이원화시키는 시스템 시대는 끝났다. 학교 완결
형 교육체제는 끝났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섬처럼 있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
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 지방교육자치 모델 속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7,8년의 경험이 그런 생각들을 키우게끔 만들어 줬죠.
(A, 교장)
모델 안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2페이지 정도가. 계속 한 250일 동안 논의해 가면서....
(C, 지자체 담당자)

이처럼 수많은 토론과 학습 포럼 등을 통해 형성된 교육 거버넌스는 그냥 말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탄생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다. 시흥 마을교육자
치를 완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로드맵을 완성하여 제시한 것이 그 대표적
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로드맵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권역별 교육자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민자치와 마을교육자치, 평생학습이 조화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미래의 시
흥교육자치센터는 시청과 교육청의 공동출자법인 형태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도록
구상되어 있다. 비록 한 장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 속에는 그 동안 만난 시간과 치열한
토론, 학습 등을 통해 형성된 시흥 지역의 교육 거버넌스가 녹아져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Ⅴ-2] 시흥 지역의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로드맵
* 출처: 중앙뉴스타임스(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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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추진: 시흥창의체험학교, 마을교육과정 등

시흥 지역은 앞에서 소개한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강사와 체험터 발굴, 정규 교육과정과 현장 학습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시흥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흥창의체
험학교의 운영 성과는 <표 Ⅴ-4>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5년에는 총 4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지만 2019년에는 81개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학
생 수도 2015년 1학기 10,042명에서 2019년 1학기에는 30,37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
였다(시흥시청 내부 자료, 2019)22).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학교의 호
응도 매우 높은 편이다(시흥시청 내부 자료, 2019).
<표 Ⅴ-4> 시흥창의체험학교의 연도별 운영 성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분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1학기
(3~7월)

2학기
(8~12월)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1학기
(4~7월)

2학기
(9~12월)

프로그램수

16개

26개

27개

30개

32개

38개

39개

48개

38개

43개

소요예산
합

계

운영 규모
참여
학생수

122,213천원

205,415천원

322,046천원

500,000천원

511,822천원

785 학급(21,733명)

1,109 학급(29,922명)

1,754학급(47,505명)

1,869학급(50,238명)

1,913학급(52,196명)

356학급

429학급

624학급

484학급

990학급

764학급

1,119학급

750학급

1,101학급

812학급

10,042명

11,691명

16,556명

13,366명

26,572명

20,933명

31,142명

19,096명

30,374명

21,822명

* 출처: 시흥시청 내부자료(2019)

다. 추진 과정상의 주요 역량과 요인
시흥의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살펴보면서 발견된 역량과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 중심의 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력: “결국 우리도 탑이었다”

시흥시는 관 중심의 행정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시민과
학교를 중심에 세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 시흥시는 혁신지구를 비롯하여 현재

22) 시흥시청 비공개 자료에 따른 출처를 생략하고자 하며, 이하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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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려는 추진 단계까지, 현장의 학교의 요구와 마을을 중
심에 두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서부터 지금의
마을교육자치까지 핵심에서 활동해 온 C는 자신(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과연 지시적이고
위계적이지 않았는지를 성찰하고 있었다. 그의 “결국 우리도 탑이었다.”라는 말에는 스스
로에 대한 성찰적 모습이 담겨 있다. 다양한 사업을 벌이면서 아래로부터 지원이라고 하
였지만, 혁신하는 사람들 역시 위에서 내려 보내는 구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
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도 탑이었다. 내가 만든 정책은 우리학교에 굉장히 멋지게 펼쳤는데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는 탑 다운의 느낌? 그래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율할 적에는 만든 것과 달리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고, 좋은 인력을 끌어와서 쓰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적으
로 그거는 정부의 입장이었죠...

(C, 지자체 담당자)

이러한 성찰적 모습을 하는 것은 개인 한 명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은 시청에게, 시청은 학교와 교육청에게 개방적이지 않고 지원을 해주지 않는 문
제로 상대방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시흥 지역의 관계자들은 자
신의 모습들이 상대의 기관에 좀 더 열려 있지 않고, 지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었다. 시청 실무자인 C는 시청의 행정이 권한을 내어줄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스스
로 반성하고 있으며, 학교 교장인 A는 학교가 마을과 시청에 개방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C지자체 담당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으로 느꼈던 거는 행정이 가장 권한을 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A교장: 학교도 거꾸로 마을을 향해 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C지자체 담당자: 마을은 언제든지 손 털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A교장: 그런 것들을 서로가 봤죠. 서로의 욕구와 관계를. 23번 만나면서.

시흥 지역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모습과 일하는 방식이 탑다운(top-down)인 것은 아닌
지,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인지를 생각하며 성찰하는 자세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결국 출발이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이 지닌 권한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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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며,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으면 수평적 파트너십도 형성되기 힘들다. 시흥 지역은
이처럼 관 중심의 행정에 대한 성찰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고 있었다.
2)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과 ‘학습’ 역량: “교집합 찾는 과정”

시흥시청과 교육청이 처음부터 공통된 일치점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시청에
서는 주민의 정주의식과 평생교육 측면에,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확대와 운영에 지역
의 자원을 지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는 계속되는 만남과 논의로 서로의
교집합을 찾는 과정을 통해, 방향의 공통점과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이해하
게 되었다.
사람이 중요하고 또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집합을 잡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협의체가
엄청 많잖아요. 난무하고 있는데 근거도 엄청 많은 협의체들이 너무 많은데...그냥 논의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진짜 하나의 공동의 업무로, 교사는 교사의 고유의 일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도의 협업
까지 가야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지. 좋은 말만 난무하는 회의는 오래 못 가죠. (C, 지자체 담당자)
“그 때나 지금이나 혁신교육지구의 화두는 단연 ‘협업’이다. 협업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협업만큼 생
산성 높은 일도 없다....시흥혁신교육지구 8년의 여가는 어쩌면 ‘협업’을 위한 지난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청과 교육청의 협업은 이제 민과 관의 거버넌스로 넓혀지고 있다.”
(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11월 12월에 예산 세우고 어쩌고 계획 세우는데 9월부터 이 작업을 해야만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려면 교육청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초등, 중등이 몇 학급이 있는지 알아
야 하고 그래서 이거를 부서끼리 뚝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몇 학
급인지, 예산은 얼마나 세워야 되는지,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해야 마을 사람들 교사로 양성
하고 예산 세우고 그다음 12월에 예산 통과하고 이런…

(B, 교사)

또 하나는 이게 세워지는 과정이 그냥 시청과 교육청의 독재적인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5,6,7,8월 과정에 끊임없이 현장으로부터의 요구들을 받는다는 거지. 그 요구가 수용되어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계획이 현장과 유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
는 거죠.

(A,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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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출발부터 약 8년 간의 과정은 ‘자신을 드러내는 “싸움박질”
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곧 서로 간의 교집합을 찾으며 협업을 해내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
고, 이 과정이 응축되어 시흥 지역의 민관학 협력단이 밀도 있게 운영되고 한국형 지방교
육자치를 이뤄내려는 시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C지자체 담당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B교사: 왜냐면 네가 별 볼일 없으면 나 너랑 갈등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왠지 네가 하는 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고집을 부리고 잡아당기고 그러죠.
C지자체 담당자: 싸움박질이 된 순간은 실행이 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전에 회의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전에의 회의 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부서들의 입장에서….
B교사: 아무 말 없이 오늘 무사히 회의를 끝났다고 박수치는 회의가 제일 위험한 회의거든요....하려고
하니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시흥 지역에서의 협업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다. 2015년부터 부시장이 주재하는 ‘교육
정책 플러스 학습 모임’(2015.8)을 통해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와 시흥교육지원청 혁신교
육지구운영팀이 함께 모여 지역의 교육적 요구와 문화에 대해 학습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른바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했다. 시흥의
교육목표에 대해 말해보자고 당시 최계동 부시장이 직접 제안했다. 학습 모임을 시작했다. 시청은 최
계동 당시 부시장도 참석하는 등 모임에 열성적이었다....이 때의 공부 모임이 시청과 교육청 협업의
주요 토대가 되었다고 시흥혁신교육지구 건설자(founder)들은 입을 모은다.”
(박현숙, 2019, 시흥혁신교육지구 소식지)

혁신교육지구를 넘어 지방교육자치 방향을 위해 지역교육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하고
모델 설계하며 포럼 과정을 이어가는 250여 일 간의 과정은 그 자체가 협업의 과정이자
학습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은 2018년 지역
아카이브 구축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과 포럼 동영상 등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었다. 민
관학 공동기획단의 공식적 기획 회의를 34차례 이어오면서 서로 간에 교집합을 찾는 과
정이 이어졌다. 다자간에 상이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불편함과 이해관계를 나누면서 때
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이해하면서, 지역에서의 합의점을 찾으며 시흥 지역의 정책 모델
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100여명의 현장 분야별 시흥교육협력단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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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하였고, 시흥 지역이 제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전문
가 자문단을 운영해 나갔다. 이처럼 협업과 학습 역량이 뒷받침되었기에 시흥 지역은 한
번의 성공으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진화해 올 수 있었다. 이러한 결실로 지
방교육자치로드맵도 작성하며 현실과 미래를 함께 내다보며 걸어갈 수 있었다.

전국 포럼 1차
(’19.4.8)

전국 포럼 2차
(’19.4.30)

전국 포럼 3차
(’19.5.30)

마을교육자치회,
너는 누구냐?

끝장토론,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시흥에서
시작합니다

(’18.11.2.~’19.
4.7)
15차례 연속
기획회의

⇨

(’19.4.9~4.29)
2차례
기획·자문회의

⇨

(’19.5.1~5.29)
9차례 기획회의

⇨

전국 포럼 4차
(’19.7.8)
쟁점토론,
지방교육자치,
미래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19.5.31~7.7)
6차례
기획·자문회의

전국 포럼 5차
(’19.8.8)

⇨

한국형
지방교육자치
(타지자체 연대)
(’19.7.9.~8.7)
2차례
기획·자문회의

[그림 Ⅴ-3] 시흥 지역의 포럼과 회의 과정
* 출처: 시흥시청 내부자료(2019)

B교사: 분리의 시대에서 융합의 시대로,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획일적인 것에서, 생태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계로 가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지역과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
는 혹은 조율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
C지자체 담당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B교사: 예, 그 시기를 겪고 있어요. 먼저 겪고 있어요.
C지자체 담당자: 이런 느낌을 2년 전 3년 전 처음 협업회의를 같이 했을 때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 변화되지 않는 부서들 간의 늘 해왔던 습성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교육과정의
이해로 균열이 생기는 과정들 저는 지금도 그러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변화에 힘
이 실리고 있구나 라고 체감이 와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단체장님이) 늘 강조 하셨던 게, “협업을 넘어서야 된다. 협의체를 넘어서야 된다. 물리적인 것에서
화학적인 결합으로 나아가야 된다.” 센터의 취지를 늘 그렇게 말씀 하셨고요. 그래서 정책+학습모임이
라는 게 15년부터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돼요. 무언가를 할 때 기획 단계부터 학습모임을 추진하는
형태인데요. 주체가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가 많이 없어졌어요. 외부 분들하고 같이 논의, 구성해가는 형태이죠.
(C, 지자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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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장의 인사·예산운영 혁신 의지와 정책 추진 역량: “학교의 리듬과 시청의 리듬”

맞추기
시흥 지역이 지역의 풀뿌리 단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낸 것만은 아니었다. 시흥
지역의 지자체장이 여러 제도적 난관과 현실적 문제들을 제거해 나가는 의지와 역량이
있었기에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가 지금에까지 올 수 있었다.
그게 오산과 시흥 첫 출발하고 있는 도시 6개 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성공 요인 이야기 하면 오너
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변방
의 도시로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의 정주의식 복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
해서 해결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이다....이미 그전 경험들을 다 이해하고 시장 되신 분이라서 이런 것들
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교체되거나 강
한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곳은 다 혁신교육이 힘들어 하는 측면이 있어서, 리더가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하나.

(A교장)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행복교육센터라는 플랫폼 조직이 건립이 되었죠. 과정이 아주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당초 목적이 지금 최대치로 발휘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5년도 센터 개소시점으로 인해서 30개 팀의 교육과 관련 없다고 생각됐던 업무 패턴들이 이젠
교육을 매개로 다 연결되는 형태로 업무의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C, 지자체 담당자)

특히, 행복교육센터가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 덕분에 건립될 수 있었던 것처
럼 시흥 지역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큰 힘을 발휘했다.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할 때 “학교의
리듬과 행정 리듬이 안 맞는” 상황이 계속 걸림돌이 되었다. 학교와 시청의 회계연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이 의회 통과가 어려웠기 때문에 번번이 막혔다.
하지만 시흥 시장은 의회를 설득하여 이를 해결해내고, 학교의 예산 일정 상황에 맞춰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내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시와 비교 안 될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저게 진행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지방자치가 의회가 도장 두드리기 전에 사업부터 먼저 해버리는 파격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A, 교장)
저는 2년 전의 전 단체장님의 판단이 기억이 나는데 계속해서 학교의 리듬과 행정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교육과정과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리듬들이 안 맞는데, 그 때 시장님이 언제까지 회계년도
의 법적인 한계때문에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내년에 고민을 할 거냐. 당겨서 계획하자고 해서 협업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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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부서들이 처음에 이 논의를 진행할 때는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년도 사업을 학교에 맞춰서 아무도 확정되지 않은 논의를 해야 하느냐 라고 했는데. 교육과정 매칭
율이 100%에서 133%로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 부서들의 학교 수요가 확 늘었죠. 그러다보니까 개별
부서들이 진행했던 것들을 이 시스템에 더 들어가게 되고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다양한 시장
사업들이 교육과정화되면서 부서들이 같이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맞춰진 거죠.
(C, 지자체 담당자)

지방교육자치는 한 순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으로 신뢰를 쌓
아 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의 인사
구조는 계속 사람들이 교체되고 순환되는 상황이었다. 시흥시청의 담당자는 1~2년 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5년씩 담당 업무를 해나가고 있기에, 교육 업무를 교육공무원들보다
더 해박하게 이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자긍심을 갖
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지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른 시장들이 공무원을 이 팀에 배치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 팀에서 배출하는 공무원
에게 굉장한 자긍심과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고. 시청직원 과장의 보직 이동이 2,3년 한 경우가 없
는데 지금은 5년 이 정도 되고. 그래서 이쪽 파트에 시청의 본래 업무가 아니라 가져온 업무인데 중점
적으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자긍심을 주고 지원해 주고 … (C, 지자체 담당자)

인사의 지속성은 시청 담당자만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담당 업무를 했던 A는 다시 지
역의 교장으로 와서 그 방향성과 지역에서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C는 혁신학교의
중추적 역할부터 지금은 시청과 학교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사의 지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었고, 이 부분은 현 제도의 문제를
돌파해내는 의지와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A교장: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대부분 다 국 단위의 발령을 받는데, “나는 국 단위가 아니라 실로
가겠다.” 그래서 시흥으로 왔죠.
B교사: 그리고 엄청나게 뒷백이 되어주고 있죠.
연구자: 대부분 학교가 순환 근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맥락을 모른 채 계속 뒤죽박죽되고 단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흥은 인사 측면에서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지네요.
B교사: 떠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연구자: 그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B교사: 10년.
C지자체담당자: (저는 이 업무가) 지금 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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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단하시다.
A교장: 그래서 제가 교육청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은 교육행정 공부하는데 왜 일반 행정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더 잘 알아.” 그랬어요.(웃음)

4) 교사와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교자치 지원 역량: “네트워크의 든든한 뿌리”

시흥 지역은 앞의 경과와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곡중학교 등 혁신학교가 첫 출발
점이 되었다. 이들 학교에 근무한 교사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습
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든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들의 역
할은 지금의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 방향을 향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장곡중학교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6명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 교사들이
지역에 네트워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도. 그래서 결국은 알게
모르게 계획서 작성할 때도 지역 네트워크들이 기반이 다 됐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계획서가 나올
수 없죠.

(B, 교사)

일단은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면 말 그대로 교사 네트워크에 대한 든든한 뿌리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죠. 시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의 기반 확보에 많은 고민을 했었고 평생학습 도시나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하는 부분들 주민자치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들에 시장사업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어요. 그게 4,5년 이상.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혁신교육 지구랑 완전히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이제 맞닥뜨리는 단계까지 왔다 생각이 들어요.

(C, 지자체 담당자)

교사들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근 시흥 지역은 각 마을의 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에서도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역 상황과 경과 등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
며 주체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교육프로그램과 지역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은 사람들의 연대가 수반되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흥 지역의 성공 요인
으로 지역의 네트워크를 꼽고 있다. 시흥 지역은 사람들과 지역의 네트워크로 함께 꿈꾸
며, 함께 마을교육자치 모델을 그리며 운영해 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마을교육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뿌리내린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하죠...그리고 그
의지와 네트워크가 학교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학교 교원과 어떻게 만나지고 있는가. 이 세 박자
가 잘 맞아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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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시흥마을교육 조감도
* 출처: 이덕환(2019a: 30).

시흥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학교의 자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지역의
교육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단위학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장곡중학교 등의 혁신학교 움직임과 그 자발성을 존중하고 지원
하는 것이 지역 교육 혁신에 큰 자원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학교별 특성과
학교별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학교별 지원을 고수하였다.
“시흥시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다른 도시와 달랐던 점은 ‘학교별 지원’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다
른 도시들은 사업별 지원을 한데 비해 시흥시는 학교의 총체적 변화를 위해서는 사업별이 아닌 학교
단위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시흥혁신교육지구소식지, 2019).

이처럼, 시흥 지역은 예산을 배분할 때도 사업별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배분
을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과정의 매칭율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데 영향
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냥 일방적으로 시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
이 아니라 학교의 요구와 필요성을 존중하고 수렴해가는 형태를 취했다. 단단한 교사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학교별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에서 다양한 지역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지방교육자치의 싹이 자라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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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기 전 원클릭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개별 부서마다 학교랑 문화사업의 매칭율을 조사했고요.
원클릭 시스템이 진행되는 당해 연도에 매칭된 거를 다시 뽑았더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3%의
학교 프로그램수가 더 올라갔다.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C, 지자체 담당자)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사업 담당자가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공모 방식으로 하면
학교에서 공모 에 응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서를 건건히 제출 했어야 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교장
선생님이 관심 가지면 선생님 일거리가 늘어나고, 교장 선생님이 관심 갖지 않으면 선생님도 응하지
않고. 그러면 특정학교에만 집중되는 방식이었는데 공모 방식에서 실제적으로 학교가 필요하는 사업을
시청이 기획해 주고 원클릭 시스템을 해주면 학교의 에너지가 그만큼 덜 들어가거든요.

3

(A, 교장)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사례

가. 현황과 경과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2019년 교육기관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
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서 다
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과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세종교육청이 구축한 시스템이다. 획일화된 문·이과 교육과정 체계를 바꾸
어 학생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면서 완성도 높은 고교평준화 체제를 구축하겠
다는 의도를 지닌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신설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캠퍼스형 고교를 설
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특정 학교에만 적용하는 개념으로 국한하지 않
고 세종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다양화·특색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해당 정책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담당 A장학사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궁극적 비
전과 목표로 삼았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한 것을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특목고나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고립된 방식을 넘어 학교 간 연계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교육
청 단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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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원래 세종시 교육청이 생기면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설계해요.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뭐였냐면
고등학교의 성격이 다른 체제가 뭉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주는…. 교육과정의 넓이를 넓히는 것인데
그게 기존의 일반계고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죠.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은 교육과정
정도로 따지면 자사고 특목고가 있는데 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캠퍼스 고등학교의 장점이
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먼 비전의 설계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현지 일반고
에게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런 설정에서 그렇다면 교육청이 주도해서 학교의 공
동적 학습에 기반 한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갖자. 그런 방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G, 장학사)

세종시교육청은 지리적 특성을 볼 때, 타시도에 비해서 학교 간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인근 국책 연구단지나 대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과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교육 인프
라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신설학교가 많은 편이고, 저경력 교사 비율이 높
은 편이고 학부모의 교육열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와 학교 간 경쟁 체계와 서열 체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지역 자체를 하나의 교육 캠퍼스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교육과정의 영역에 접목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세종교
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권역별로 학교를 묶고, 단위학교 정규교과에서 현실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 및
전문교과 등을 개설하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과 Ⅱ로 나누어 운영한다. Ⅰ은 정규
교과목을 중심으로, Ⅱ는 정규교과목이 아닌 과목을 반영하여 유연성을 더하였다. 타시
도교육청에서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강사 확보 및 강사비
지원 등을 단위학교에 맡기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주도하면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화를 지닌다. A장학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 일반고의 교육과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생각했다. 동시에 정규교육과정 영역과 진로 영역으로 나누어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국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규 교육과정 중에 주어진 학교교육
과정만 하는 데 그거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공동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것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 선호도가
높은 교양과목의 확대. 이런 것 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강사를 모집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
서 처음에는 공동교육과정Ⅰ은 지금 같은 목적에 맞는 과정 과목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주변의
모든 학교, 심지어 세종을 벗어난 교사 중에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거를 모집할 수 있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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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 어디에 있을까. 지역에서는 한국교원대, 공주대, 대학원, 사범대
대학원 그런 쪽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력들을 구하고 있는
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력을 모았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교육과정Ⅰ이라는 것은 학
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교과목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근데 교과목이 정규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한 거예요. 정규교육과정은 목표가 있고 수업내용 과정이 있고 평가가 있는 정형
화 된 틀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는 학생이 스스로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이 필요하고 스스로 탐구활동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의 발상이 캠
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인 거예요. 이거는 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학생이 열심히 들을 동
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라는 이름으로 설정으로 하고 반의 이름도 진로전공 탐구반이라고
부르자. 그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가 되는 거죠. Ⅱ의 장점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G,
장학사)

2015년에 세종시교육청은 일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해 4개 학교를 거점교로 지정하여
8개의 심화 및 전문교과를 운영하였으며, 인문사회집중, 수학집중, 과학집중, 어문사회자

연집중 모델을 개발하였다. 2016년 신설학교 조기 안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세
종형 진로집중과정 모델을 2개교 대상으로 적용하였고, 인근 학교 간 거점학교의 12과목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7년에 진로집중과정 운영 학교를 확대하면서, 통학권별 캠퍼스
형 공동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b). <표 Ⅴ-5>는 세종교육청
이 제시한 홍보 자료의 일부이다. 공동교육과정Ⅰ과 Ⅱ의 차이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정규교과와 일종의 방과후 과정으로 나누며, 자격증 소지유무에 따라 강사진 구성
에 차이를 보인다. 활동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표 Ⅴ-5>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 Ⅱ에 대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
다. 방과후 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소인수 및 심화, 전문, 실기 교과를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
정Ⅰ에는 현직 교사가 많이 참여하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에는 현직교사가 아닌 석
박사연구원, 대학교수, 마을교사 등이 참여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공동교육과정 Ⅱ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참여한다.
2018년 2학기를 기준으로 고등학생 대상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은 42명의 지도교

사가 40개 과목, 43개 반을 운영하였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는 고등학생 대상 총
88명(현직교사 11명 포함) 108개 반을 운영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9). 관련 교

과목을 보면, 고1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체육전공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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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고급수학Ⅱ, 공학기술, 화학실험, 교육학, 심리학, 경제, 물리실험, 고급수학
Ⅱ, 연기, 애니메이션컨텐츠 제작, 프로그래밍,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정치, 생명과학
실험 등 일반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열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는 국
제통상과 한국경제, 경제문제 심층탐구, 공업경제학, 4차산업혁명, 통계학, 건강한 관계
와 사랑의 심리학, 아나운서의 이론과 실제, 영상 트렌드와 제작 실습, 유아교사 체험 및
이해, 네일아트, 미술의 상상과 확장, 대중음악 작곡하기, 웹툰 연구, 작가의 세계 등 진
로와 연결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었다.

<표 Ⅴ-5>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8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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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데, 교육과정 안내와 수강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면서 단위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Ⅴ-5]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 출처: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 자료검색일: 2019.9.10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중학교 때부터 들었고, 고등학교에서도 듣고 있다는 C고등
학생은 1년 동안에 4강좌를 배웠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접하기 힘든 강좌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1년 동안 4강좌를 배웠습니다. “3DsMax로 하는 캐릭터 디자인, 프랑스 문화 접해보기, 프랑스
어I, 윤리적 딜레마 토론” (강좌명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을 지금까지 이수 완료했습니다. 우선 위
“3dsMax, 프랑스 문화 접해보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강좌들인데, 당시 제 진로가 인문
계열인지 이공 계열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제 적성, 흥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 관심이 있던
두 분야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 강좌들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꽤 심
층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이 매번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적성을 확실히 인문 계열로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강좌였습니다. … 또한 제 진로가 인문계열 중에서도 사회/과학, 경영/경제 계열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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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참여 학생 수와 강좌 수, 만족도로 그 성과를 1차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8c)에서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캠퍼스형 공동교
육과정Ⅰ에서는 총 25명의 지도교사가 20개 과목, 22개 반을 운영하였고, 총 280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이 가운데 206명이 수료하였는데, 수료율은 73.6%로 나타났다. 캠퍼
스형 공동교육과정Ⅱ는 88명의 강사가 106개 반을 운영했는데, 참여 학교는 14개교였
다. 총 1,472명이 수강하였고, 이수 학생은 1,309명으로 수료율은 70.6%였다. 중학교의
경우, 18개 학교에서 총 83명이 수강하였는데 75명이 이수하였다. 수료율은 90.3%로 나
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이 종강 이수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
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89%, 학부모 79%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대답했
다. 학생 92%, 학부모 84%가 진로·진학 설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학생 79%,
학부모 82%가 2학기 강좌 신청 의사를 나타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c).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운영 성과를 제시하였다. 고1과
고2의 재적 인원이 5,080명인데, 공동교육과정Ⅰ,Ⅱ에 참여한 학생은 1,919명으로서
37.8%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최종이수율은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Ⅰ은 73.9%, Ⅱ는
68%, 중학교 공동교육과정Ⅱ는 70.75%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고등학생 91.5%, 학부모는
80%, 중학생은 88%, 학부모는 89%로 나타났으며 지도강사 만족도는 92%로 나타났다.
G장학사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

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점을 성과로 말하였
다. 이러한 흐름이 강화되면 고교학점제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K교
사 역시 정규교과목으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과목과 강좌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말하였다. H연구관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
여 중학교로 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성과로 지적하였다.

근데 저희는 60여 개 과목을 한 번에 열어요. 그러면 14개 일반고 고등학교가 60개 이상의 것을 신청
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 이렇게 확대되고 학교의
학생들의 참여 인원이 전체 고등학교의 삼분의 일 정도를 차지해요. … 저희가 대입전형인 학생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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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전형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학생 성장을 담보하기도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3년째 됐는데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학생 참여 인원이 삼분의 일이 느는 거예요. 그
래서 넓이만큼은 부럽지 않게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모든 학교가 장소를 다 개방해요.
거점학교 14개 다. 거점학교 장소를 개방해서 또 그거에 지지를 해주기도 해서 모든 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행정당국이 같이 협력해서 된 공동체의 좋은 모델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
각해요.

(G, 장학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엄청 성공한 것이 뭐냐면 중학교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3학
년까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고등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미 경
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로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H, 연구관)
단위 학교에서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하여 진로 탐색과 준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하 ‘세
종 캠공’)이 꽤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 개설되기
어려운 다양한 주제의 공부와 경험을 세종 캠공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캠공이 진로탐색과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공통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다 제공해줄 수 없는 다양한 주제의 배움
과 경험을 가능케 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K, 교사_서면면담)

2018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2019년 현재에도 과목 수와 학생들의 참

여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는 반신반의하던 학부모들의 반응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Ⅰ학생은 양질의 강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지방의 여건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흥미있는 강좌를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진로 탐색에 유익하며 무엇보다 대입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였다. J졸업생 학부모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해
소할 수 있었고,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도 실
습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가미된 강좌가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지방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비교과 등 학생부종합전
형의 평가에 해당되는 많은 요소들이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수도권의 학교에 비해 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우고 싶은 학문이 있어도 교내에서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개인이 직접
찾아서 배우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하 캠공)은 이
러한 학생들이 여러 강좌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공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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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익한 수단인 동시에 지방 학생들의 대입 경쟁
률을 높여주는 의미를 지닐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확실히 대입에 도움
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즉 대입성과가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학생_서면면담)
아이의 한과목당 50여만 원이 되는 과외비를 지출하고 생활을 하기란 불가능 했습니다. 지독히 노력파
인 아이의 성적은 과외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가기에는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업에도 성실
했지만 진학상담에서 2등급 초반 대 성적을 보신 선생님들의 답은 ‘어렵다.’였습니다. 너무 간절했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진학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서 교육학 공동캠퍼스형 교육과정을 들을
것을 권유를 하였습니다. … 지금은 교대는 아니지만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하여 아동학전공을 하는
딸을 보면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이럴 때 쓰는 것이라는 감동이 되었고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학부모
님들에게 자신 있게 알리고 싶었고 교육코디에 참여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는 날이 갈수록 인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행정도시 특성상 서울 경기를 살다 이사를 오신
가정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울에서나 경험 할 수 있는 세련되고 선진적인 앉아서 수업을 듣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실습위주의 양방향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J, 졸업생 학부모_서면면담)

김진철(2018)은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적용이 갖는 교육적 의
미에 대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개인 맞춤형 진로관련 선택중심 교육과
정과 연계되며, 중학교 진로교육을 학교 간 협력모형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교육과정 다
양화와 특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사회로 배움의 공간과 인력풀을 확장했다는데 의미가 크
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세종교육청 소속 중학생 415명의 자료를 바탕으
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진로 계획성, 진로 자기 이해
및 진로성숙도 전체 점수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세종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교사
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서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였다. 이를 위해서 마을과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소수의 인력으로 기획과 홍보,
강사 발굴, 행정 지원까지 감당하고 있다 보니, 담당자들의 업무 부하가 상당한 상황이
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 시스템 정비와
인력 보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동시에 다양한 강사와 강좌가 운영되다 보니, 수업의
질과 학생부 기록의 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선택 영역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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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과 후에 추가로 강좌를 듣는 시스템으로 작동될 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 교사나 강좌를 맡은
교사들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향후 방과후수업을 학
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의 흡입 요인이 반감될
수 있다.

다. 추진 과정상의 주요 역량과 요인
세종시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나름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착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때, 업무 담당자와 조직 차원에서 발견된 특성과 역량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량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G장학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를 읽
었고, 이를 정책으로 포착했다고 말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는 사실 교
사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욱 있었다. 학부모는 사교육 경감 해소, 학생들은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강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일반고등학교가 기존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책적 배경과 필요 역시 존재했다. J졸업생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부합했다고 말한다.
학부모님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학생에게는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찾아 선택하고 직접 수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 생각됩니다.

(J, 학부모_서면면담)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읽어내면서 이를 정책으로 포착 및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의 필요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장의 필요를 읽었지만
정책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필요는 물
론 일반고를 살려야한다는 정책적 절박감을 결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장의 필요와 요
구를 읽을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 타이밍,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역량을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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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책을 하게 되면 “야, 우리 이거 해볼까?” 그러면 몇 개 시범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검증이
되면 하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 학생한테 직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거를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고 관리자 의견 구하고, “괜찮을까요?” 이게 아니라 학생 수요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그 당시 6,000명 중에 2,000명이 신청해
버린 거예요. 그게 저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볼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모델에서
바람직하겠다고 설정한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대상 수용자가 원하는 것의 지점을 정
확히 봤죠. 저는 거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 수요대상자인 주체들이죠. 거기가 원하는 것을 읽을
줄 아는 안목과 정책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게 국가 수준에서 공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어
서 그걸 만들어 던진 게 저는 진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 성공 요인은 여태까지 발상의
역발상이었다. 여태까지는 위에서 돈이 내려오고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 수행지의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으로 던졌고, 그게 팍 들어오면서 오히려 전체를 설득시키는 bottom-up의
방식을 증명시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G, 장학사)

2) 문제 해결력 및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 역량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보면 정책이 초기부터 순항했다고 보기 어렵다. 추진 과정에
서 여러 어려움과 오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정착할 수 있는 배경 중
현장에서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난제를 교육청이 안고 직접 해결했다는 데 있다. 일반적
으로 학교에 예산을 주고, 단위학교에서 강사를 발굴하고 관련 업무를 모두 떠안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강사 발굴과 수강 신청, 강사비 지급, 물품구매 등 행정 업무를
단위학교에 떠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를 하였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디
네이터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현장의 어려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을 교육청이 직접 강구했다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력으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원인을 찾고, 이를 현장에 떠넘기기보다는 교육청이 떠안
으면서 불만 요소를 잠재웠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주어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다.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마인드와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한 실질적 문제 해결 과정(실무능력)은 현장을 서서
히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게 2000명이 들어오기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저거
는 금방 무너질 거야. 저한테 1년 만에 무너질 거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 낸 거예요. 첫 번째, “타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해? 왜 우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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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돼? 우리 교실을 왜 그렇게 개방을 해야 돼?” 그렇게 시작했던. 초기 대부분 어디가든 그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때는 정말 필요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말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
그런 강사비 같은 것도 거부됐어요. 학교가 어떻게 했냐면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돼요. 결국은 강사비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지급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나와요. 이
걸 왜 우리에게 불편을 주냐. 이게 교육청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팅만 해 주시고, 저희
행정요원을 파견하겠습니다.” 해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요. 그니까 그분들이 방과 후 코디네이터처럼
행정 관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날만 나가서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이 저희가 학생 참여형을 지향하거든요. 저희가 한 강좌당 원하면 강사당 50만원씩 주고 교재
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구현은 뭐였냐면 행정직원이나 강사비나 계약 관련된
모든 것은 그래도 중앙추진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학교가 선생님들이 주말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 관리 요원을 파견하는 거예요.

(G, 장학사)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강사선생님들께서는 수업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나 잡무는 교
육청과 담당 장학사님께서 모두 하신다는 점입니다. 저희 코디도 정해진 역할만 소화를 하시기를 바라
는 수평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예시: 노트북 지원 수업용품 문구용품 품의를 모두 교육청
에서 하고 계십니다.

(J, 학부모_서면면담)

전체 판을 짜고 실행하는 교육청 담당자 분들의 상상력과 기획력, 실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진로 탐색을 해 나가는 학생들의 적극성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사들의
관심과 역량도 중요하고요. 교사들을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진로진학 지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는 교육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비판적 성찰 속에
서 발전하거나 수정될 수 있기에 현장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비판적 사고와 의견 제시가 중요하
다는 생각이 드네요.

(K, 교사)

3) 최적의 전문가 발굴 및 실천 경험의 축적

세종시교육청은 전문직원 선발 시험을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 선발을 하였
다. 인력풀을 늘려서 최적의 인적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경
우, G장학사는 서울에서 교사로서 근무하였지만 그를 발탁하였다. G장학사의 경우, 교육
청에 와서 전혀 해 보지 않은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이미 단위학교에서 구청과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인적자원을 발굴했고, 학교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몸소 느끼
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라든지 구축 전략에 대한 나름의 경험적 지식
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H연구관 역시 타 시도교육청에서 나타난 공동교육과정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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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합교육과정의 경험을 G장학사가 확대·발전시켰으며 그가 가졌던 거버넌스에 대한
관점이 정착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게 선경험인 거죠. 서울에 있었던 경험. 저는 거기서 뭘 경험했냐면 구청을 했어요. 구청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주면 8천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589명이 1학기, 2학기 했고
연구보고서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구청에서 했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딱 끝나고 난 다음 이분들은 설
명회를 두 번 해요. … 근데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선 지자체에서 정확히 맞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예산과 그런 기관이 행정을 해 주니까 저는 교사로서 행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역할
분담도 정확했고. 그러고 나서 유일한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교 할 수 있지 않을까.
… 근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거를 구축하냐고 꺼려했는데 이
걸 구축한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다 언제 구했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봤던 경험이 중요해
서 갔는데 처음에는 핑퐁을 해요. …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대나 □□대 가겠다고
그랬더니 총장 허가를 받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G, 장학사)

G장학사가 2017년에 ○○사립학교에 있었어요. 사립학교 때의 경험치를 가지고... 고등학교 장학사님
들이 고등학교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G장학사님이 나름대로 고등학교에 있었고 그 당시 서울에
서 개방 연합형 연계형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서울이 2012년부터 했죠.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교육과
정을 먼저 시작했죠. 여기는 신생이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2017년도에 A장학사가 딱 오
니까 이미 그 당시의 붐이 뭐냐면 2013년도 이후로부터 교육부에서 일반고 살리기 운동이에요. …
그러니까 이미 서울하고 경기는 수도권에서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붐이 일어나 있었고, 충청
권 이남 경기권 이남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요. 근데 G장학사님이 2012년부터 있었던 서울의
개방 연합형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경험을 했고 또 거버넌스 구축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았던 경험치가
여기 와서도 뜬 거예요.

(H, 연구관)

4)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력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정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교원에게만 의존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기울였
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개별학교를 넘어 학교와 학교 간 연계
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호혜의 정신을 발전시켰다. 고립된 학교의 모습이 아닌 지역생태
계의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봤고, 배움의 의미와 개념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지역자원 발
굴을 단위학교에 넘기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발굴 및 연결하여 학교를 직접적으
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평생교육 등은 분명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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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상호협조와 네트워크를 요구한다. 물론,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자체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라든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했다.
G장학사는 세종시나 충청 지역에서 성장한 인물은 아니다. 즉,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

본이 세종 지역에서 충분히 쌓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향
과 비전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발굴 및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 교육
청 스스로 플랫폼이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협력하려는 단위와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단지 혁신교육하고 생각보다 충청권의 대학 수가 많아요. 특히 대전도 많고요. 그니까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있는 교원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을 펼쳐보자. 이제
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저하고 두 분 장학사가 20여개 대학을
방문했고요. 공문 또한 국책연구단을 포함해서 30여 곳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신 명수
가 딱 100명이에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런 전공도 있네.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걸 모아서 저희가 최소한 전공성의 제한을 풀었어요. 대학생도 돼요. 그니깐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약간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대학생이니깐.

(G, 장학사)

우리는 세종에서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을교사에요. 100여 명이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마을교사
의 역량이 뛰어나고 정부 부처의 사모님들이 학력도 있고, 그들을 마을교사를 활용하는… 대학은 처음
에 상정을 안 했어요. 시간당 5만 원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학도
어려워지니까. 내가 아는 바로 상당한 고위직의 사모님들도 다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52개 연구 단지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 합치면 15개 정도가 있고. 수많은 거를 할 수 있어요. (H, 연구관)

5)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 연결 능력 및 문해력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한 정책 지
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교육자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캠퍼
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진로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되,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질 제고를 목적
으로 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지역교육과정, 진로교육,
수업 혁신, 생활기록부의 질 제고, 대입제도 등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제시한다.
각자의 정책을 분절된 방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각각의 정책을 연결하되 일관된 비전과
철학의 체계로 설명이 가능하다. 각 정책이 이제는 교육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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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정책의 연결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각 부서의 정책은 교육과정
연결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부서와 부서 간 수평적 연결을 넘어서 유초중고의
수직적 연결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역시 중요하다. 2015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미래교육, 교육자치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각자의
정책이 어떤 의미와 맥락을 지니는지 설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
정은 각 정책의 맥을 잡고 있는 정책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담당자 내지는 담당부
서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역량임을 시사한다.
저희가 지금 아쉬운 건 애들이 좀 더 나은 교육과정을 듣고자 하면 다 금요일 밤이나 저녁이나 토요일
와야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정규교육과정에는 불가능한 건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 시공간을 초월한 수업 가능성은 지금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쌍방향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들어
와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 스마트 교육으로 환경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함의가 나와야 되는 거죠. …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 필요 역량이 구성… 교육과정을 짤 수 있고,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내용
에 전체 하고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자가 수요자라고 하는
부모와 학생은 이러한 교육과정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진로 진학의
역량이 같이 결합될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육과정 역량+진로진학 역량에 그 역량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G, 장학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 이거는 인정해요. 캠퍼스형 고동교육과정이 관 주
도로 하지 말고 학교로 다 돌리자는데 내가 “이 교육자치는 학교에서 스스로 해야 하는 데 왜 관 주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과정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죠. 학교에 돌려주세요.”…
내가 학교를 7군데를 찍어서 한 번 갔어. 2016년도, 2017년도의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이해도는 거의 제로에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 G장학사가 2018년, 2019년에 와서 다
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교육감이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주목했냐면 입시 배정
잘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서열이 나타나 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하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
가는 기다려 보는 것이지. … 학습도시 세종. 그러니까 온 지역 전체가 교육과정으로 범벅되는 세종
이런 쪽으로 브랜드가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 교원의 이해력, 지방 행정 공무원의 교육
과정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학교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H, 연구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전국에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담당 장학사님의 애정과 열정이 없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선
택의 폭을 넓히도록 수업과목과 온라인 수업의 양적 확대를 하였고 질적 수업을 관리하고자 학생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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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강의평가와 모니터링으로 통계가 산출되었습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욕구를 파악
하고 장점을 통한 극대화와 단점의 보완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겠으며, 교육감님의 공교육의 책무성의
의지를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신다면, 지금은 장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
된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에 장소를 빌어 수업을 하지만, 차후 제대로 된 장소에서 맘
껏 수업하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금은 다소 귀찮게 생각하는 학교에도 설명
회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도록 적극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J, 졸업생 학부모_서면면담).
캠공이 고교학점제와 함께 작동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세종시 캠공은 방과
후나 주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
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교학점제와 연동한 ‘캠공의 정규 교육과정화’를 제안합
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범위가 캠공 과목까지로 넓어지는 것이지
요. 물론 필수 과목들을 두어 학교 수업들이 일정 시수 이상은 이뤄지게 하여 교원 수급과 유지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택과목 중에서 캠공을 포함한 학교 내외의 과목들을 선택 대상으로
열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더 커져야 하겠지
요. 캠공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평일 일과 중에 학생들이 캠공 수업을 들으러 갈 수
있다는 것(또는 온라인 수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하루를 자유롭게 열어두고 캠공이든 학
교 내 수업이든 선택과목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더 급진적으로 대학교 체제처럼 요일에 무관하게 학
생들이 시간표 짜서 캠공과 학교 수업을 섞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업 시수 및 담당 과목
수의 현실화,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서 해방되고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담임 제도의 변화와 진로진학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의 다수 배치, 권역별 진로진학센터 설치 및 활성
화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등 여러 제반 조건이 충분히 구비된 것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캠공과 더불어 정착된다면 우리 교육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4

(K, 교사)

시사점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 모델과 세종시교육청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향후 지
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첫 출발은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의 상위 기관’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관계’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는
서로의 쌍방향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다. 시흥시에서는 “결국 우리도 탑이었다.”라는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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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교육청과 학교 간에, 시흥시와 교육청 간에 상호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세종시교육청 역시 교육청이 학교를 일방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공급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찰 속에 학교 지원 태도를 유지하
였기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서로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성찰력이 바탕에 있었기에 지방
교육자치를 이뤄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단위학교와 교육청 간에 ‘개별적 실천’을 넘어 ‘협력적
실천’을 이뤄내야 한다. 연결과 협업, 네트워크의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끊임없는 대화와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원클릭 시스템에 대한 학교의 만족
도를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역시 학교와 학
교, 학교와 지역의 연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과 정책, 부서와 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한다. 결국, 교육생태계의 관점에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떻게 ‘협력적 실천’, 즉, 협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셋째, 사람과 사람의 소통 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흥시와 교육청의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
가 돈독해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역과 마을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결국 사람이
중심에 있고, 그들의 노력과 의지를 투입하고 상호 간에 신뢰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학교의 교사들, 교육청의 핵심 정책가, 지자체의 실무자, 마을의 활동가들
이 함께 업무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시흥 지역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즉, 핵심 인력을 발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당
업무와 활동에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혁신이 있었기에 일정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기존의 관행처럼 단기적 순환 근무로 인사제도를 운영하였다면 계속 도돌이표만
거듭될 뿐 앞으로 진화해내고 결실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예
산을 제시하여도, 네트워크의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전문직
원이든, 일반직원이든, 개방직이든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속적
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넷째, 현장을 잠재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예산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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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을 학교에 모두 맡기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왔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예산을
교당 몇 천만 원씩 배분하고 성과보고서를 받는 방식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
다. 이는 자칫 현장에서 형식주의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나
타나는 어려움과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력과
예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함께 구축할 때 정책과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 주체별 세밀한 정책의 요구와 필요를 읽고 대응해야 한다. 중앙
정부 단위의 획일화 내지는 표준화된 정책 추진은 정책의 세밀함을 저해하며, 지역별 특
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는 자칫 교육의 질적 편차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방향과 비전, 목표를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정책 기획 능력이 중요한데, 그 첫걸음은 현장
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 조망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과 설계 능력,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과정과
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교육청 각 부서의 정책은 결국 교육과정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
다. 현재의 교육과정에도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이 있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
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해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전과 목표를 재해석, 재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
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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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이 장에서는 Ⅴ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발견한 주요 역량 및 촉진 요인을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Ⅳ장에서 정리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되, 이 장에서 도출된 추진 원리와 방향을 고려
하여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을 축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의 역할과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 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자치와
분권의 길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면서 해소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와 분권은 제도적 이상을 넘어
공동체의 실현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 동시에, 관련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자치에 비해서 그 경험의 축적과 성숙은 다소 뒤져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도 학교와 교육
청 차원에서 주체들의 역동성을 담보한 다양한 실천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
명하다. 지방교육자치가 제도화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와 방향이 필요한가?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과 주요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방향을 추출하였다.

가. 핵심 원리
1)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모방에 길이 있지 않고 지역에 길이 있다”

모든 지역에는 성장과 발전의 잠재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지역의 고유성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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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타 지역 모방이 아닌 각 지역에 대한 탐색과 성찰, 분석과 학습을 통해서
고유성을 발굴하고, 발견해야 한다. 예컨대, 농촌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을 모방하는 방
식은 한계가 있다. 모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모방을 한다고 해도 그 성과를 자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농촌이 지닌 강점에 주목하면서 강남 지역에 없는 고유한 속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지역의 브랜드로 활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괄적 기준에 의한 사업과 예
산 분배에 그친다. 지방교육자치는 국가사무 내지는 국가위임사무보다는 자치사무의 비
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가위임사무라도 해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책과 사업을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다. 동시에, 자치사무의 경우, 기획의 공간
과 자율의 영역이 넓다. 이 영역에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상당한 역량을 구축해야 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 기존 사례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경로의존성과 관행의 심화 현상
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로는 현장과 괴리된 정책과 사업을 남발하다가 정책 실패로 귀결
될 수 있다.
해외 및 타 시도의 좋은 사례는 참조할 수 있지만 지역의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해법은 지역에 있다.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지
역 특유의 장점과 강점, 한계와 과제가 나타난다.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이 지닌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의 처해진 역사적,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지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법은 결국 지역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각 지역은 성장과
발전의 잠재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각 개별 지역이 지닌 고유성을 발견하고, 이를 정책적
으로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각 지역단위에서 숙성된다면 정책과 사업의 동형
화 내지는 모방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 전문성의 원리: “아무리 좋은 비전과 가치, 철학을 제시해도 전문성이 부족하면 구

호에 그치게 된다”
좋은 비전과 철학,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하려면 관련 분야의 전
문성이 축적되어야 한다. 어떤 전문성인가? 우선은 정책과 사업의 의미에 대한 내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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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일을 기능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주의 내지는 관료주의
를 넘어서야 한다. 이른바 혁신의 관점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는 실력 내지는 역량, 능력으로 부를 수도 있다. 문제의식은 충만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구성하는 기관을 교육청과 학교, 직속기관으로 본다면 철학을 정책과 실
천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의 축적 여부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자치에 관한
신뢰는 전문성의 축적 없이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성의 축적은 외부의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 과정을 통
해서 이루어진다. 동시에 특정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체득한 암묵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수하고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 각 기관과 조직이 학습조직 내지
는 학습공동체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전문가주의는 자칫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성은 폐쇄성
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방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열
린 행정으로 구현하는 전문성이어야 한다.
동시에,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가 필요하다. 특정 정책과 사업을 실현할 때, 그 일에 관
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최적의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 때의 전문성은
조직과 개인을 함께 포함한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관련 전문성이 취약하
면 오히려 현장에 보다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
을 갖춘 사람을 누가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배치하며,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순환근무제의 원리에 의해서 인적자원을 기
계적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개인으로 보면 인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나쁘지 않
겠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인력의 지속적 유출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인사배치에 관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3) 현장 지원의 원리: “변화의 걸림 요소가 있다면 힘 있는 조직이 나서서 해결하라”

상명하달식 명령과 지침은 더 이상 현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변화와 혁신을
담보하기 어렵다. 각 부서에서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고서를 취합하여 성

161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이른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문과 예
산을 뿌리고 취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진 정책도 현장에서 추진
할 때 난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난제를 현장에서 알아서 풀고 성과를 가져오라는 방식은
한계에 왔다.
기획부터 현장과 함께 구상해야 한다. 정책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
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책과 사업
을 만든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장의 문제의식을 다양한 경로로 확인
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문제점
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전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지원 행정이 필요하다고 각 지방행정기관들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지원
보다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조직의 욕구를 부인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자치는 군림과 통제
에서 소통과 지원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을 누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예산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몫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와 내부 평
가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의 걸림돌을 과감
하게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요구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도 각종 센터가 정책과 사업에 따라서 신설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
하고, 칸막이 행정이 작동하다 보니, 현장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경제 내지는 마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각종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간지원 조직의 성과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고,
지역마다 질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첫째, 기존의 경직된 관료행정 체계를 극복할
수 있고, 둘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셋째, 민·관·학 거버넌
스를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
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각 분야별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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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생태계의 원리: “생태계의 관점을 가질 때 칸막이 시스템은 무너진다”

인간의 삶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과 조직은 타인 내지는 타조직과
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존한다. 인간의 삶 역시 생태계의 일부분이며, 소속된
조직 역시 생태계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태계의 관점은 조직 이기주의를 탈피
하게 만든다. 생태계의 관점은 연결과 협업, 상생, 공공, 책임, 연대, 호혜의 가치를 고양
시킨다. 교육자치는 생태계의 원리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 단독기관의 폐쇄적 구조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내지는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생태계의
관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다. 지자체와 분리된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국가직에 소속되
어 있거나 순환근무 체제는 교사 내지는 학교가 지역과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과 지역이 있어야 학교와 교육청도 존재한다.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역과 마을을 구성하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절과 고립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별
단위의 이익을 추구했던 경향이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을 완결하는데 필요할 때 마을과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
엇을 하였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교와 교육청이 지역과 분리되는 과정
은 단위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만들어냈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러
한 구조는 학령 인구 내지는 지역 인구 감소라는 위기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역 내에서
지닌 특정인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체와 기관, 사람의 상
호 연결과 협력은 학령 인구 내지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
는 첫걸음이다. 생태계의 관점은 한 요소의 위기는 내가 속한 공간과 조직에 또다른 위기
를 연쇄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되며, 결국 상생을 위한 상호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5) 거버넌스의 원리: “함께 만나고, 토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자”

거버넌스는 분권과 자치를 구현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거버넌스 없이는 관료주의가 심
화될 수 있고, 단체장의 리더십만 남을 수 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형식적 의미를 극복한 정책과 행정, 의사결정, 문화의 각 요
소에 자리잡은 실질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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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국가를 대립 구도로 보던 시각은 최근 통합적 시각으로 변모하고 있다. 치
자와 피치자의 순환 구조를 민주주의의 원리로 본다면 선거 경쟁을 통해서 통치를 받던
시민이 통치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처럼 국가와 시민사회의 경계도 과거에 비해 약화되
면서 각 영역이 지닌 한계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과 견제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지역 공동체 내지는 생태계가 이념 차원의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삶의
실천 원리로 작동하게 만든다. 거버넌스는 제도의 성숙 정도, 시민의 참여 의지, 행정가
들의 리더십에 의해서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각 영역에서 주체적 의지를 가진 시민
들과 조직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지역에는 생활
형 의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활형 의제에는 많은 이들이 의견을 내며 참여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체제에서는 이러한 참여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문화적
으로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는 국가 단위 내지는 광역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
다. 삶의 영역에서 실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형성된다. 이러한 토
대가 형성될 때 중앙정부의 변화를 시민사회의 힘으로 견인할 수 있다. 양적 민주주의를
질적 민주주의로 전환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질적 심화와 영역별 확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나. 방향
제시한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함께 비전 세우기: “주어진 비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과 사업, 조직의 비전과 목표, 방향
의 설계이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나름 비전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집권적인 교육시스템에서는 주어진 비전을 오랫동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자치 역량은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에서는 문서상의 비전 내지는 조직의 장이 제시하
는 비전을 넘어서야 한다. 대체적으로 선거 과정을 거쳐서 공약이 각 기관의 과제로 전환
된다. 이 과정에서 수권세력이 제시하는 공약 내지는 슬로건, 과제가 일방적으로 던져질
수 있다. 함께 만들어가고, 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제와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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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거버넌스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
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인수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정파성을 넘어서야 하며,
각 주체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방식의 소수 전문가 중심
의 위원 참여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온라인 기반의 정책참여제를 적극 활용하면서,
제안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안 내용을 정책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만들어가는 비전은 형식적인 공문 게시만으로는 형성하기
어렵다. 평소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하고, 그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
지고,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비전과 방향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2) 주체 세우기: “대상화”를 넘어 “주체화”로

교직원, 학부모회, 학생회,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은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생산자여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분출하고,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주체들이 각 영역에서 나서야
한다. 이를 주체화의 과정으로 명명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치 공간에서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 주체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
서상의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혁신은 각 주체들의 자각을 바탕으로 학교
의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배우
는 최소한의 단위이다. 이러한 단위의 힘이 결집되어 교육청 개편의 힘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이 각 단위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일상화 내지
는 생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책 요구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것은 학부모와
학부모, 학생회와 학생회, 교원과 교원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로 이어진다. 그 힘은 교
육청과 지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러한 주체 세우기 과정을 위하여 주체별
학습에 대한 예산, 공간, 프로그램, 제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학교자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 그 힘의 축적과 확장 과정을 통해 교육
자치를 견인하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

3) 정책 재구성 및 자치사무의 질적 성숙: “경로의존성”에서 “정책 진화”로

교육자치의 역량은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편이다.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이를 정책과 사업으로, 일상의 과제로 풀어갈 때 그 역량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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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발생한다. 이러한 역량의 차이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
는데, 두드러지는 핵심 차이는 정책과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존하면서 관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반응이 좋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현
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전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드 전환이 느려질 때 각종
요구에 대해서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을 탓하게 된다.
우선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와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비전과 목표에 각 정책과 사업들이
어느 정도 부합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부족한 지점
과 한계 사항이 파악되면 이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정책 재구성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에서 유기적 통합
이 필요한 영역, 폐지 내지는 축소해야 할 영역, 강화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국가위임사무라고 해도 제도적 재량 범위와 자율 공간을 최대
한 활용해서 지역과 주체들의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특히, 자치사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는데, 현장의 필요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오히려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
라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자치사무에 대한 성
과 평가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숙을 꾀해야 할 영역과 사업이 무엇인가를
포착해야 한다.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다면 정책의 성숙 내지는 진화가 가능해진다.

4) 학교자치를 향한 지향: “교육청 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로

교육자치의 지향은 근본적으로 학교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교육자치를 이해하는
층위는 매우 다양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립 구도 속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감으로 가져오는
것도 단계적 관점에 불가피한 전략이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청
자치가 목적이 아니고 학교자치를 향해야 한다. 물론, 인사권, 재정권이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자치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자
치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학교자치를 절대적 가치로 보기 어렵고,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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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주체들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시에 교육정책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꽃
을 피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학교자치
는 정착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학교에 있고, 그 안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자치를 제도와 문화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고, 교육청의 권한 역시 단위학교로 넘겨야 한다. 다만, 학교별 편차 해소라든지 비전
과 목표에 맞는 일관성,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
서 감당해야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업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
할과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재설정이 필요하다.

5) 자치와 분권의 철학을 반영한 제도 개편: “불신에 의한 규제”에서 “신뢰에 의한 지원”으로

주체와 기관에 대한 신뢰 없이 자치와 분권은 작동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은 각종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침과 규제, 감사가 강화되
었다. 이 과정은 불신을 전제한 행정과 사업, 정책으로 이어진다. 현장에서는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할 경험을 지니지 못한 채 다시 상급기관의 지침과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상급
기관은 지침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마땅한 근거가 없을 때는 다시 지침을 만든다. “지침
공화국”은 현장의 판단과 논의 구조를 차단하게 만든다.
지침과 규제라고 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치와 분권을 촉진하는 규제도 있고,
저해하는 규제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책은 자치와 분권의 철학을 충분
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1차적으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 상
급기관이 세세하게 판단하던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학교로 넘겨야 한다. 하
지만 자치와 분권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체들의 견제와 균형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어
야 한다. 자치 역량을 구성원들이 얼마나 축적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동시에 각종
현안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 의사결정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로 이어진다.
일정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축적의 과정과 별개로 교육행정의 철학을 신뢰
에 두고, 각종 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당장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의 명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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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학교자치 내지는 교육자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내지는 수
정해야 한다. 대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신속성, 융통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6)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지원받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학교는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급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학
교를 중핵 조직으로 봐야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경우, 이름만 지원청으로 바뀌었을 뿐, 현장에서는 지원을 체감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청(본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나 권한이 거의 없고, 각종 공문과 예산을 단위학교와 본청 사
이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교육지원청의 모습으로는 마을교육공동
체를 제대로 실현하기도 어렵다.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각종 센터가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영세한 상황이다. 교육청은 정책을 수립하
고, 지원청은 명실상부한 학교교육지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하게 넘겨야 하고, 기초지자체와 대
등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녀야 한다. 본청의 인력을 줄이더라도 지원청의
인력은 늘려야 한다. 대신 단위학교에서 감당하는 업무 중 지원청에서 감당하는 것이 바
람직한 업무를 지원청으로 이양하면서, 학교와 지역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지원청이 실질
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을 학교 내지는 교육지원센터로 전환
하되, 그것이 어렵다면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관료적인 방식에서 탈피한 유연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7)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 연계하기: “분절”에서 “연결”과
“통합”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은 칸막이 분야, 행정, 체제, 제도가 심한 편이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을 바라봐야 하는데, 각각 연계가 안 되고 있
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과 학교의 유기적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
청의 협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과 초중등교육이 손잡아야 한다. 미래교육의 핵심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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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는 배움의 공간과 시간, 주체의 확대이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마을
과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들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지역사회
학습장을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학습장의 개념을 발전시키면
각 영역별 유기적 연결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을 단위로 각 기관과
주체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살리는 인재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8) 교육과정으로 수렴하는 정책 세우기: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으로

모든 정책은 이제 교육과정으로 수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정책들을 교육과정과
별개로 수립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연계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 교
원의 소진 현상을 초래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의
교육과정을 업데이트시켜서 학생들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는 지방교육자치
의 핵심 과업 중 하나이다. 지방교육자치는 학교와 지역의 교육과정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여야 한다.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육과정은 지방
교육자치에서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9) 지역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하기: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성”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의 관점에서 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
야 하겠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정주의식, 지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을교사, 마
을장학사, 마을 주무관 등의 관점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전문성이 탁월해도 지역에 애정
이 없다면 1-2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마을과 지역의 속성이 강한 업무
영역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특정 업무를 오랫동안 맡을 수 있는 업무 환경
과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별도의 트랙을 각 직렬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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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앞서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본 연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개별적
인 역량을 추출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교육
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Ⅳ장에서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를 중
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만,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과 관련해서는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나,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므로 별도
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Ⅴ장의 지방교육자치 사례에서 발견한 역량 및
촉진 요인을 바탕으로 본 장의 1절에서 도출한 원리를 고려하여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
고, 사례에서 역량으로 발견되어 추진 원리로 도출하였으나 델파이 조사에서 추진 과제
로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책 방안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세부 실천 방법, 즉,
추진 내용 및 방법에 관해 논의할 때에는 Ⅳ장에서 도출된 추진 과제별 필요 역량을 고려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그림 Ⅵ-1]로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Ⅳ장에서의 최우
선 과제들이 Ⅵ장에서의 거버넌스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리로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홀
로 역량을 강화한다고 교육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과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로의 상의하달식 추진이 아니라
현장 지원 중심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인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 지역 생태계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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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Ⅳ장)

추진 원리
(Ⅵ장 1절)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Ⅵ장 2절)
⇒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기획 및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제도
혁신

(의사소통능력, 조정 및 통합 능력)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전문성의 원리

⇒ 교육장 공모제 추진 및 보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 기관 설립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학운
위 심의의결 기구화

(학교조직·구성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능력)

자율학교 제도 검토 및 보완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조항의 재정비

(교육법·제도·정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자치법
규 제정 및 운영 역량)

⇒

현장 지원의
원리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

(교육 현장 지원 능력)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등 중간 지원
조직 만들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혁신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
향식 교육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교육 현장 지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

지역 생태계의
원리

⇒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민관학 협의체 등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주민 지향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
무 수행 능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조정 및 통합 능력, 갈등 조정 역량)

일반자치와의 연계 협력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

거버넌스의
원리

⇒

지방교육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집단 간의
교류 연수 강화
민관학 협의체 등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그림 Ⅵ-1]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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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정책 제안 1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비전과 방향은 국가 수준에서 정하고, 이후 세부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만들
어갈 수 있는 권한 대폭 부여
• 지역교육과정에 관한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단위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흐름 조성
• 지역교육과정위원회, 지역 특색 교과목 개설, 지역 단원 개발, 지역사회 학습장 등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1)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도형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편의 역사
를 보면, 교육과정 분권화를 6차 교육과정에서 주도하였으며 점차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주어진 교육과정을 일부 재구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에 관한
담론은 교육과정 영역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비전과
방향을 당연히 제시해야겠지만, 지역과 학교마다 특색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지역교육
과정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교육과정은 자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봐야 한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이 내려
오면 시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수준이 아닌 지역 단위 교
육과정의 공간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대강화와 슬림화를 추진하면서, 상세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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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관한 내용과 방향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만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때, 지역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 분야 이외에 학부
모, 지역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면, 광역 단위별로 교육과정의 세부 방향 및
내용을 담아낸 교육과정 체계 및 문서를 개발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감 인정교과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특색을 담아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
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역사, 경제, 정치, 문화, 언어 등

을 알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지역 이해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교과목을 개발하는 방식을 넘어서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지역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고시 외 교과목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한다. 나아
가, 단위학교에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내지는 전국 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흐름을 조성한다.
그 외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필수교과목과 이수학점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역사회학습장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교육장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흐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전국
공통 시험제도가 표준 정답을 찾아내는 형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교육과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논
술·서술식 평가, 과정평가, 성취평가, 절대평가 등 평가 정책 및 방향의 변화가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2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

•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 제도 도입
(예: 임용고사 지역임용트랙제, 마을교사, 마을장학사, 마을사무관제 등)

•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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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성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유학을 떠나다
고 해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을 가꾸는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인 인력 순환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마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교원 지방직 전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이다. 교육자치가 발
전 및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 배분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면, 교원의
지방직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 제도 도입
각 분야별로 지역임용트랙제를 적용하여 비선호 내지는 기피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충원 구조를 구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원하는 인력끼리
별도로 경쟁하는 지역임용트랙을 확산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임용고사, 장학사, 주무관 및 사무관의 승진 및 전보 과정에서 비선호 지역을 중심으
로 지역임용트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
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내지는 구성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특정 학교
내지는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마을교사제를 적용함으로써 학교의 지
속가능성을 강화한다. 교장공모제는 운영하고 있으나 교감공모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교감
을 원하는 학교에서 교감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
해서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단체나 체험처를 아는 데 도움을 주고 있
다.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연수 내지는 프
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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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지방직 전환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교육격차의 심화라든지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한 교
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
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한 지방적 전환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국가직에 따른 이익도 있지만 교원 증원이라든지 성과급제
폐지 등의 요구는 국가직에 속한 이상 기획재정부나 인사처, 행정자치부의 영향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감과 학교장, 학교공동체에 인사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및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현행과 같은
경직된 인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별 특성을
살리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경과 조치를 바
탕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전
문직원의 경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상황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전문성의 원리

정책 제안 1

기획·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 제도 혁신

• 연공서열, 시험 중심, 동일 직렬 내 근평 등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역량
중심의 선발 및 승진 체제 구축

1) 필요성

교육자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교육청 또는 학교 업무 담당자의 기획 역량이 커질
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경로의존식 기획 내지는 관행
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현장과 학생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기관별, 급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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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향후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인재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연공서열, 시험 중심의 선발 및 승진, 동일 직렬 간 평가체제에서 탈피하여 기획과 스
토리, 직렬을 넘는 상호다면평가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인이 속한 기관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면접과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해본 경험과 스토리
를 지닌 인사가 중용될 수 있는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때, 학원 등을
통해서 암기하여 승진하는 방식의 시험 출제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실천 경험 및 사례
발표, 심층 면접, 토의 및 토론, 문제해결력 중심의 기획력 등을 살피는 평가 및 선발
철학으로 전환하고, 모든 직렬의 승진을 위한 평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한 장학사, 장학관, 사무관 시험 제도를 기획, 협업 등의 역량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야 한다. 근무평정 과정에서 타부서, 타기관 등과 협업 내지는 공동 기획한 사례 등을
면접이나 실적에서 확인하고, 다양한 직종, 직위, 분야 등을 넘나드는 다면평가 도입을
통한 협업 유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더불어, 교원, 일반직, 전문직 상호 다면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평
판검사를 해당 구성원이 속한 기관에서 직렬과 상관없이 진행함으로써 칸막이 문화에 변
화를 줄 수 있다.

정책 제안 2

교육장 공모제 추진 및 보완

•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관련 인식 확대
• 유연성·자율성 발휘를 위한 교육장의 권한 및 재량 범위 확대
• 단기적 성과·실적주의를 지양하는 상황맥락적·총체적 교육장 점검 체제 마련
• 지역·학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민주적 선발 절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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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보다는 시도교육청에서 내
려오는 정책이나 사업, 행정업무 등을 집행하고 학교에서 해당 업무들을 제대로 운영하
고 실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해왔다. 즉,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역
할보다는 상위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책 사업이나 행
정업무를 집행하는 기능이 업무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위학교를 지도·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와 같이 시도교
육청을 지원하는 데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발
생하는 어려움과 고충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노력
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강조되면서 이러한 교육지원
청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논의와 변화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책임자인 교육장의 역할과 역량 또한 변화가 요구된다. 본 연
구 결과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의 역할과 역량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
육장의 임용 방식을 공모제 형태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장 공모제는 지역
과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교육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기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정책
사업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경력과 역량을 갖춘 교육장을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향후 교육지원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기능의
변화와 개선 방향을 고려했을 때 이에 적합한 교육장 임용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
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다. 교육장 공모제의 추진은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 변화 방향에 적합한 방식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유의미
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장공모제는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제도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 확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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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인식
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교육장 공모제가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
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며, 교육장은 이러한 방향에 적합하게 교육지원청이
개선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리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교육장의 역할에 보다 적합한 대상자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로 교육장 공모제가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장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명확한 철학과 기준을 가지면서도 지
역과 학교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요구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권한과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
으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점검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확대된 권한의 개인
적 유용이나 방만 운영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 방식은 단기적 성과나 실적을 요구하거나 일률적
기준을 통해 이루어지는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지역과 학교를 위한
실제적 노력을 점검하는 총체적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공모제의 취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교구성원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공모교
육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많은 지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수의 구성원으로 선거인단을 운영하고, 관심이 있는 지역과
학교 구성원들이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개
적인 선발 절차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안 3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시도교육청 간 공동대응 및 공동사무 처리에 대한 중심 역할 수행
•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협의 창구의 기능
•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배분하는 노력의 지속
• 지역 간 교육격차의 예방 및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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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추진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
의 기조 하에서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과 사무가 지역으로 이양되거나 배분됨에
따라, 개별 교육청의 역할과 권한, 역량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사무나 전체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교육부와 중앙정부가 보유-행사해오던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권한과 사무가 시
도교육청들로 배분되면서 지역에서 고려해야 할 교육정책의 영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도교육청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의 범위 또한 함께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자치가 강조되고 확대되어 추진될수록 교육 거버넌스 차원
에서의 전반적인 균형과 조정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이로 인해 전체 시도교육청들을 대
표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첫째, 시도교육청 간의 상호 교류와 연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중심적 역할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즉, 시도교육청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교육현안과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시도교육청간의 의견 조율 및 협의
를 기획하고 주도해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대안과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전체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국
가교육회의, 국회 등과 때로는 연계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거나 대응하는 등 지역과
중앙정부 간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협
력과 교류, 대응의 역할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들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배분하는 노력을 지속해 가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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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저
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 지방교육자치의 안정적 추진과 발전을 위
한 정책 기획,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전반적 과정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 지방교육자치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역할들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에서 담당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주
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
역 간 교육격차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교육의 발
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지역별 현황 및 요구조사, 지역구성원들의
자치역량 강화 등 전체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아젠다 개발 및 정책기획 등의 역
할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실효성 높은 역
할 수행을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내부의 조직 강화와 인력과 재정의 확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4

시도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 시도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또는 기존 연구소
재구조화

1) 필요성

행정 분야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관
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원’ 등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치되어 통합
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현재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형태의
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시도의 특색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개별 시도 차원에서 각 지방의 교육목표나 정책 등에 관한 별도의 연구
를 수행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도 연구원 및 연구소
들이 유사한 연구를 제각기 수행하고 있어 그 내용이 통합되지 못하고 인력 및 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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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시도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 연구 기관 설립
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민희(2019)도 조직 분석 및 진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운용 성과 평가 등의 제도적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지방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의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
지방교육행정연구원’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김민희, 2019; 51).

2) 추진 내용 및 방법

시도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 기관은 다양한 형태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지방행
정연구원과 같은 독자적인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기존의 시도연구원 및 연구소
를 재구조화하는 방안, 시도교육감협의회 내 공동연구소 형태로 만드는 방안, 한국교육
개발원 내에 지방교육자치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방안 중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 연구기관에서는 각 시도의 지방교육자치
의 추진 방향과 정책 사업에 대한 공유와 공동의 논의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 지방교
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과 추진 과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야 한다. 또한 기존에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나
교육부 지정 정책 중점연구소인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교
육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현장 지원의 원리

정책 제안 1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학운위 심의의결 기구화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
• 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적 투표 절차 도입
• 일반 학부모 의견 의무적 반영
• 학교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전문성 함양 방안 모색
• 지역단위, 전국단위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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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어떠한 제도와 절차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의미 있는 현안이 되었다. 특히 단위학
교에서의 민주적인 자율 운영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학부모회라고 볼 수 있다. 현
재 학운위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나, 보다 내실 있는 학교 현장의 자치를 위해서는 학운위가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회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인천,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의 조례에 의하여
법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이덕난, 2018). 이와 같이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승격하여
학부모회의 활동의 범위와 운영 방식을 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
사, 학부모가 각자의 역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치를 주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학
생회와 교사회 역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현재 학운위는 학교자치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위원 구성에 있어 선출이라
는 절차성만 확보하고 있을 뿐, 대표성, 대의기구 역할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
선출 과정이 담임 추천에 의한 학교 내 학부모 위원 수만큼의 추천, 무투표 당선 관례
등으로 이루어져,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그간 이루어진 학운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자치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운위의 위원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교사 대표는 교사
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회에서, 학생 대표는 학생회에서 선출하고 각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적 기구가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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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운위와 학부모회의 관계를 정립하고, 학운위 소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부모회의 위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학
운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는 학부모회 위원도 있고, 두 모임 사이에서의 권한이 현격하
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학운위의 학부모 대표를 학부모
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관계나 위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운위 구성에 있어 무투표 당선 비율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민주적 투표 절차를 도입하
고, 소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일반 학부모 의견 반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 위원회 외의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학생, 교사, 학부모, 학운위 위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학
교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전문성 함양 방안도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자치 활동이 단위학교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전국 단위 학부모 네트워크 등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정책 제안 2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조항의 재정비

• 유지해야 할 규제, 수정해야 할 규제, 없애야 할 규제로 구분하여, 각종 규정을
필요성, 실효성, 현장적합성, 미래지향성, 자치부합성 등의 준거에 의해 평가하여 정비

1) 필요성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결국 법령을 통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자치 활성화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규제 자체는 “악”으로 보고,
탈규제는 “선”으로 이원화해서 보기는 어렵다.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김혁동·김진희·황유진(2018: 69)23)의 연구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주
관 944개의 규제를 실효성, 자율성, 목적 정당성, 사후규제 여부 등 4가지 준거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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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한 결과, 폐지규제는 527건(56%), 수정권고 122건(13%), 존치해야 할 규제는 296
건(31%)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교육청 차원의 규제만 살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나, 교육부의 규제까지 포함한다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종 규제를 현장의 시각에서 다
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시행령,
총리령, 부령, 훈령, 규칙, 규정, 지침 등은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
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반드시 강화해야 할 규제, 유지해야 할 규제, 수정해
야 할 규제, 없애야 할 규제로 구분하여 각종 규정을 필요성, 실효성, 현장적합성, 미래지
향성, 자치부합성 등의 시각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정비해야 한다. 예컨대, 수행평가만으
로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으로 정하기보다는 교사
와 학교 공동체 차원의 판단에 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평가의 지향점에
대해서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특정 사항이 발생하면 ○○교육 내지는 ○○연수
의무화를 강제화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오히려 학교교육과정을
침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영역으로 포함시키거나, 선택 내지는 권고 사항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책 제안 3

자율학교 제도 검토 및 보완

• 자율학교의 자율 영역과 자율 범위 확대
- 단위학교 자율 구성 시수 50%까지 증가
- 기존 교육과정 감소시,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지역 및 학교 특색 교육과정이나

교과,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보장
- 담임제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산학겸임교사 적극 활용 및 관련 근거 마련

23) 김혁동·김진희·황유진(2018).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규제적 지침 정비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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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교원, 수업, 교육과정, 학년
제, 수업연한 등에서 일반학교와 차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율학
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과정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수를 20% 증감하여 적용
하거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일반학교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 즉, 자
율학교의 지정 절차가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혁신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들이 자율학교
지정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과감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자율학교가 지닌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자율학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사례를 충분히 공유하거나 만들어감으로써 대안학교나 각종학교 차원에서 진행
하고 있다는 다양한 실험을 공교육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단위학교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수를 현행 20%에서 50%까지 증가하고, 기존
교육과정을 감소하였을 때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지역 내지는 학교에서 특색 교육과정
이나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의 대폭 조정, 교과목 개설권, 자유발행제, 교육부의 평가
지침, 온라인 강좌 적용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 내지는 각종 학교 수준의 과
감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자율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별도의 교과목을 개설하
고, 이에 대한 교원 추가 소요 발생 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자율학교의 실험이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담임제도 역시 다양한 실천을 필요로 하는데, 전교사 담임제, 연속 담임제, 무학
년 담임제, 진로연계 담임제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에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학겸임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교양
교과, 선택교과(진로선택교과, 전문교과), 지역 관련 교과, 체험 및 실습 관련 교과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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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4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등 중간 지원 조직 만들기

•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역의 구심체 만들기

1) 필요성

오랫동안 지배해 온 중앙집중식 교육 체제를 벗어나서 지방교육자치 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여러 거쳐야 하는 난관들이 많다. 기존에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행·재정 요구를 하
는 통로만 있으면 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
치를 구성하는 구성체들의 단단한 연결고리와 서로를 이어주는 중간조직이 절실하다. 하
지만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를 잇고, 지역의 민관학을 이어주는 중간 고리들이 약한 상태
이다. 중간 조직이 약하면 결국 각자 단체별, 조직별로 열심히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향
하는 추동력과 단결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지방교육자치의 지속적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지방교육자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지자체-의회를 연결하
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핵심 비전을 형성하고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중간
조직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만한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등
중간조직의 설립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등장한 시흥 지역에서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가 초기부터 지금
까지 교육혁신지구와 지자체의 교육 업무를 조정하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중간 조직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시흥 지역에서 지방교육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며, 타 지역의 방문자들에게도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역할에서 한층 더 발전적으로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시흥교육자치지원센터(안)’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이뤄질 시흥 지역의 지방교육자치 모델을 만들고, 그 상과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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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시흥 지역의 사례처럼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지원
센터와 같은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교육
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의회가 협력하여 지방교육자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 지역의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가 하나둘 설립되고,
이후 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한국의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해나가는 핵심이 된다
면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이 전국적으로 생성되고 신장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책 제안 5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 부여
•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감축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 우선 배정 및 조직 구성 개편

1) 필요성
2010년 교육부에서 지역교육청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명칭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

면서,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또한 지방교육자
치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흥시와 같은 민관학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해당 지역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 지원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지역 및 단위학교의 교육을 지원하
기보다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단위학교에 전달하고 그 집행을 점검하는 통
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시도교육청의 하급 행정기관
이어서 정책의 집행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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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와 일하는 방식, 권한 배분, 인
력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을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에 의거하여 기구 설치기준까지 제한되어 있는 조직
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육지원
청 기구 설치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 단위의 정책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로 이행하도록 하거나 점검하는 사업도 축소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동시에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시
도교육청의 인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을 교육지원청으로 충원하거나 또는 학교 현
장과의 협업 및 교류를 위해 파견교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업무 및 조직 구성 차원에서는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지원 업무를 우선
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학교 지원 업무를 수행할 팀 또는 조직을 구성하
고, 해당 업무의 기본 계획 수립시에는 학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사, 학
부모, 학생 등의 학교구성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오재길 외, 2015). 물론 이러한 모
델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기구 설치나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혁신시범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전남, 광주, 경남, 제주 등에
서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도별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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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6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혁신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규모 및 국가시행사업 비중 축소
•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의 재정 운영 자율성 부여
- 교육지원청의 포괄지원비 확대
-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및 목적사업비 축소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재정 기획-집행-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연수 실시

1) 필요성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세입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부 현장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세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델파이조사에서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를 고려할 때,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대한 재
정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 운용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교육부에서는 현재 내국세 20.46%의 3%로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2%로 축소하
고,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비중을 축소하여 국가 차원의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아
지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제기된 의견으로, 교육청의 재정 운영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교육현안사업 규모는 현행 30%보다 그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역 간 교육 환경
측면에서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역으로 더욱 중요해진 역할이 균형과 조정 역할이며, 특히 재정 배분 측면에서 교육
부의 균형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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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재정 운용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
지원청에 대해서는 포괄지원비를 확대하여 교육장의 단위학교 지원 권한을 강화하고, 단
위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확대하고 목적사업비를 축소하여 학교의 업
무 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산식을 개정하여 학교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조직 및 구성원의
재정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장 및 학교관
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재정 운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도 함께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 지역 생태계의 원리
정책 제안 1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공론화의 장 확대 추진
• 의사결정 과정으로의 주민 참여 유도 및 의사 반영 결과에 대한 환류 절차 마련
•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 대상의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1) 필요성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는 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들의 실제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바탕
으로 그들이 속한 지역과 학교의 교육현안 및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 처리하고 대응해나
갈 수 있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루거나 결정해야 할 교육현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지역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조율과 협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교 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의사나 요구 사항이 지방교육정책의
기획이나 집행, 실행, 평가, 즉, 전반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이 지방교육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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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즉, 교육감이나 시도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
는 것 외에는 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정책과정이나 운영과정에 직접적으로 반
영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 결국 지역주민과 학교구성원들이 지방교육자치의 주체로
서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치와 의사결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운영 과정 속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상향
식으로 중앙정부까지 연결되어 장기적인 국가교육비전을 만들고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
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과 학교구성원들
의 직접적 참여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권리, 여건,
환경,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교육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확대·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이 부재한 채, 다수가 참여하여 교육정책이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추진되는 것
은 오히려 여러 부정적인 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교육의 특성상 개인적 의견
이나 사적 이익에 따라 갈등이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의 주요 안건을 공론화하여 지역주민과 학교구성원들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나 독단적인 편견 등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 이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협의의 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
민들이 인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 관련 의견과 요구들이 수렴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의 뜻이 모아지고 정선되어 보다
실효성 높고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과 학교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의견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환류 절차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적 참여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고 가지고 있
는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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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발적이고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되는 것을 경험할 때이다. 즉,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제안된 안건들이 적극적으로 반영
되고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 수렴 구조가 마련되고 주민들이 낸
의견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안내와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학교구성원들의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
되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즉,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관련
된 의견 개진을 넘어 지역 공동의 주요한 문제들을 공공의 관점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교육을 위해 가장 긍정적인 방향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와 함께 교육의 주요 주체인 학생들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강
화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을 비롯한 주체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
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2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 학부모 교육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학부모이자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학부모 생애주기에 따른 학부모 교육의 지속성 확보 노력
• 학교 현장과 자녀 양육의 경험을 지닌 학부모 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
• 학부모평생학습계좌제 등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1) 필요성

민선교육감 이후 혁신학교 등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교육 현장과 사회 변화
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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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모 교육 기회의 확산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바람직한 교육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의 속도에 비하여 학부모 교육의 형태와 내실은 그 속도가 매우
더딜 뿐더러 여전히 미비한 부분이 많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가 낮아지고 단절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식 기반의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부모 역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지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력을
갖추어야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부모 교육은 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혹은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연
수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학부모
가 학교 현장에 연수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연수 등 다소 다른 형태를 꾀하고 있는 연수
들도 형식적,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라는 관
점에서, 학부모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위임하는 자이자 한 지역사회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향후 학
부모 교육은 자녀와 동행하며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해갈 수 있도
록 제반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학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장기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관 주도의 관료적인 교육 전달 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취학 단계마다 학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 단계별로 심리 정서, 문화 예술, 보건 복지, 또
래 관계, 학습, 진로 진학, 지역사회 이해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
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학부모의 역량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학부모 교육 전문가 양성’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세용(2011)은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기초과정과 리더과정으로 분류하고, 리더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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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 자녀 학습 및 진로 지도 등 기본적인 학부모 교육 외에 지역사회
의 이해와 참여, 지역 학습 자원의 이해와 활용,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 시민교육의 내용
을 포함하여 제안한 바 있다(오재길 외, 2016: 162-163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수 프로
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의 연수 강사가 되고 마을교육 강
사가 되는 순환적 구조를 이룬다면, 학부모 교육이 자연스럽게 평생교육, 평생학습과 연
계될 수 있다.
더불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 평생학습계
좌제’를 지자체의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오재길 외, 2016: 161), 학부
모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
모의 날은 법적으로 공가를 허용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의 참여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연수, 동주민센터 개설 연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평생학
습관과 함께 하는 학부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

마. 거버넌스의 원리

정책 제안 1

민관학 협의체 등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 조직 내, 조직 간 학습 모임 및 협업 체제 구축
• 민관학 소통 구조 확립
•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협업 체제 구축
•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주민과 학교의 마을교육 협력체 운영

1) 필요성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얘기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협업
체제’이다. 지방교육자치 사례로 연구한 시흥과 세종 지역에서 상호 간의 협업 체제 구축
은 필수적이다.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힘든 것이 협업 체제 구축이라고 면담 대상자
들은 얘기하였다. 말은 간단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협업 체제 구축이다. 중앙집중
화된 교육에서는 일방적인 지시와 전달만 있어도 운영이 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화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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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는 일방적 지시와 전달로만 이뤄지는 교육은 상상하기 힘들다. 중앙 부처인 교육
부로부터 행정과 재정의 분리와 권한 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한 권한과 재정
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의 교육력을 끌어올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
점이다. 그 출발점은 교육청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단위 세포와도 같은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면서 각각 주체화된 구성원들이 서
로 협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지역의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만남’이
다. 서로 관점과 문화가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상호 간에 만남을
통해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주민과 학교의
마을교육 협력체, 교육청-지자체-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행재정의 한계점과 장애를 뛰어
넘으려는 협업 지원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시흥시청은 지역의 교육 지원 체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부서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는
학습 모임을 당시 부시장이 주재 하에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그것을 발전시켜
민관학 협의체를 최근 2년간 30회 이상 운영하였다. 이는 ‘협의’이면서 동시에 ‘학습’이
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는 기반이 되어 왔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각 조직의 핵심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교육자
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구성되어 운영되면, 이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협업 체제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러한 협업 체제는 상호 간의 소통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협의체와 같은
지방교육자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실천의 결과물들을 축적해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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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2

지방교육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집단 간의 교류 연수 강화

• 기관별, 주체별 별도의 연수가 아닌 기관 간, 주체 간 공동연수 추구
(예) 지자체-교육청 공동 연수
• 교육청-지자체 간 교류와 동료 의식 강화
•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연수를 통한 개인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1) 필요성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이 지
방교육자치 추진 의지와 동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지방교육자치역량이 강화되기는 어
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 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2) 추진 내용 및 방법

지방교육자치가 우리 교육을 위해 왜 필요한지를 인식하고 기존의 중앙집중식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연수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
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개인별 연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 연수를 통해
집단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집합적 연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의 구성원들이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갈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교사들만을 위한 연수가 아니라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들이 같이 연수를 받으며 서로의 조직 문화와 특성을 이해해 나가는 연수 체제를
갖는 것이다. 기관별, 주체별 별도의 연수가 아닌 기관 간, 주체 간 공동연수 방식을 추구
해내가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교육청 공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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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사-학생-시민단체-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 공동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류가 가능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해 동료 의식이
싹틀 수 있다. 이러한 연수 체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추진 주체들 스스로 자신이 탑
(top)이 아니라는 반성과 성찰이 이뤄지고, 동시에 학교-지자체-교육청-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연수 대상 간에 교류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주체들이 연수를 직접 기획, 참여하
는 방식의 연수 방법 변화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
고 기존의 전달 연수가 아닌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연수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수를 통한 개인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논의하
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 협업 체계, 유연한 팀 체제 조직 및 공간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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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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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

요약 및 결론

요약

최근 지방교육자치가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핵심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중앙의 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뜻하는 학교자치도 강조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의 선진국도 이미 중
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에 위임하고 있어, 전세계
적으로 기술 혁신 시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분권적 교육 패러다임으
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도에 자율성과 재량권이 부여되면
서, 이러한 권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인지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역량 강
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교육부의 권한 이양 및 사무 배분의
직접적인 대상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육자치
는 지방교육행정기관만이 독자적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 관계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초점을 두되,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관계와 연결의 통합적인 측면에 보다 주목하
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 연구의 초점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 등
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필요성/원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체) 각 지방의 교육 관련 주체,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의 교원 및 학생·학부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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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 기획, 운영, 참여하여
(성과/목적) 지방교육의 특색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다양한 학생 교육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능력, 태도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교육자치 역량에 대한 관점 하에, 그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과 방향, 실제 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 분석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담당자 집담회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정상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교육자치정책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
2차 우선정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선정비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9), 1차 정비과제 중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 차원

에서 실제적 체감이 비교적 높을 수 있는 정비 과제들은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이 시
도교육청과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권한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일부 개정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도 조례와 관련
해서는 전북과 광주에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와 운영을 명시한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를 실
시한 결과, 시도별로 다른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문제, 중앙정부의 추진 및 실행 의
지의 부족,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 부족, 추진 및 운영 방식의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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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육청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분절적 운영,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으로 인한
선택적 자치, 권한 확대와 함께 요구되는 책임과 역량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한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교육자
치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이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제와 사무 측면에서의 접근과 함께 현장의 실행적, 맥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도 필요하다. 넷째, 확대되는 권한과 자율성의 긍정적 활용과 안착
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문헌 분석과 업무담당자 집담회 등을 통해 지방교육자치 추진 현황과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요 이슈,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역할 및
업무 측면, 제도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총12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들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2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의 시급
성과 중요도, 필요 역량을 조사하였다.
1)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 및 과제, 필요 역량

델파이 조사 결과,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은 학교자치 보장 및 지원(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5명), 중앙정부의 핵심 역
할 위주의 수행(5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4명),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추진(4명),
교육 및 지역 주체의 거버넌스 구성(4명),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3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면,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이 학교자치
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핵심 역할 위주로 수행하되, 교육을
둘러싼 주체들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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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는 1차 델파이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1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시급성과 중요도를 조사하여 최우선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로
유형화하고, 각 과제별 필요 역량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Ⅶ-1]과 같으
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우선 과제로는 앞서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방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학교자치, 현
재 진행 중인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그리
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 과제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과제별로 다소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학교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이해, 교육법·제도·정
책에 대한 지식 및 활용, 자치법규 제정 및 운영 역량,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조정
및 통합 능력, 갈등 조정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기 과제로는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기관 및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
화하고, 일반자치와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자치 원리에 입각
한 의견 수렴 및 업무 문화 조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교육 현장
지원 능력,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활용, 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장기 과제는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교육감·교육장 제도 개선으로 나타
났다. 이들 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 지향성,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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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필요 역량은 10명 이상 또는 1순위로 응답한 결과만을 정리한 것임.

[그림 Ⅶ-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과제와 필요 역량

2)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과 필요 역량
2차 델파이조사 결과,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위
한 행정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
은 학교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자치와 관련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전문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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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 각종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조직 및 인사 영역에서 단위학교의 업무 지원을 최우선
적으로 배치하고, 단위학교의 다양한 서비스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선발하
고 조직 구성을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은 학교와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단위학교의 필요
와 요구를 들어주는 경청과 갈등 조정 능력,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기본적으로
학교자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합의된 입장이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교육청 스
스로 민주적 의사결정 및 업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도덕적 사명감과 헌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다. 지방교육자치 사례를 통해 본 주요 역량
이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떠한 역량이 어떻게 촉진되고 작동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교육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 사업을 기획, 추진한 시흥 지역의 사례와 현재 교육부 권한 이양의 주요
대상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한 세종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사례를 살펴보았다. 전자의 사례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나타난 사례이고, 후자의 사례는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 교육과정을 디
자인하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조사 및 면담 결과, 시흥시 사례에서는 관 중심의 행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시청
과 교육청의 ‘협업’과 ‘학습’ 역량, 단체장의 인사·예산 운영 혁신 의지와 정책 추진 역량,
교사와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학교자치 지원 역량 등이 발견되었다. 세종시 사례에서
는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량, 문제 해결력 및 현장을 지원할 수 있
는 실무 역량, 최적의 전문가 발굴 및 실천 경험의 축적,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력, 교육
과정 중심의 정책 연결 능력 및 문해력 등의 역량이 발휘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사례는 지방교육자치가 관과 관, 관과 민 사이의 위계와 분절에 대한 반성과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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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출발하며, 이들 간에 ‘개별적 실천’을 넘어 ‘협력적 실천’을 이뤄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의 소통 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인사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
고,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현장의 잠재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역량, 학교와
지역, 주체별 세밀한 정책의 요구와 필요를 읽고 대응하는 역량,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
과 설계 능력,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라.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앞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와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근
거로 이 연구의 목적인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지방교육자치 추진 원리와 방향

지방교육자치가 제도화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 작동하기 위한 원리와 방향을 고민한
결과, 5가지의 핵심 원리와 9가지의 방향이 도출되었다. 핵심 원리는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현장 지원의 원리, 지역 생태계의 원리, 거버넌스의 원리이다. 지역
별 고유성의 원리는 해외 및 타시도의 사례는 참조는 할 수 있어도 지역의 맥락과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역이 지닌 고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성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의 원리는 정책과 사업의 의미에
대한 내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를 통해 최적의 전문가가 관
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현장 지원의 원리는 기획부터 현장과 함께
구상하고, 현장의 요구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등의 서비스 조직을 구
축하며,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각 분야별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생태계의 원리
는 그동안 분절과 고립된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개별 단위로 움직였던 것과 달리,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역과 마을을 구성하는 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 연계하고 상생을 위한 상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거버넌스
의 원리는 지방교육자치 주체들이 함께 만나고 토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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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실천 원리로서 작동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제시한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기존의 정책과 대비하여 향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주어진 비전”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으로”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체들이 함께 비전을 세우는 방향을 추진한다. 둘째,
“대상화”를 넘어 “주체화”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경로의존성”에서 “정책 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하고 자치사무의 질적 성
숙을 꾀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가져오는 “교육청 자치”를 넘어, 단위학
교의 주체들이 교육과정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자치”를 추구하
여야 한다. 다섯째, 자치와 분권의 철학을 반영하여 “불신에 의한 규제”에서 “신뢰에 의
한 지원”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여섯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그동
안 하급 기관으로서 인식되었던 학교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곱째, “분절”에서
“연결”과 “통합”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졌던 유·초·중등교육, 평생

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을 연계하여야 한다. 여덟째, 그동안 각종 정책들이 교육과정
과 별개로 수립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존의 개별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심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관점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지역
의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애정, 정주의식, 지속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
성”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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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1>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와 방향

원리

방향

1

지역별 고유성의 원리

“모방에 길이 있지 않고 지역에 길이 있다”

2

전문성의 원리

“아무리 좋은 비전과 가치, 철학을 제시해도 전문성이 부족
하면 구호에 그치게 된다”

3

현장 지원의 원리

“변화의 걸림 요소가 있다면 힘 있는 조직이 나서서 해결하라”

4

지역 생태계의 원리

“생태계의 관점을 가질 때 칸막이 시스템은 무너진다”

5

거버넌스의 원리

“함께 만나고, 토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지자”

1

함께 비전 세우기

“주어진 비전”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으로”

2

주체 세우기

“대상화”를 넘어

“주체화”로

3

정책 재구성 및 자치사무의 질적
성숙

“경로의존성”에서

“정책 진화”로

4

학교자치를 향한 지향

“교육청 자치”를 넘어

“학교자치”로

5

자치와 분권의 철학을 반영한
제도 개편

“불신에 의한 규제”에서

“신뢰에 의한 지원”으로

6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하기

“지원받는 조직”에서

“지원하는 조직”으로

7

유초중등교육,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 연계하기

“분절”에서

“연결”과 “통합”으로

8

교육과정으로 수렴하는 정책
세우기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으로

9

지역 중심으로 인사제도 개편하기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성” 중심으로

2)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이상의 지방교육자치 원리와 방향을 검토하여,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교육자치의 추진 원리를 중심으로, 각 정책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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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Ⅶ-2>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원리

정책 방안

세부 내용
•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 대폭 부여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별
고유성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기획 및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 제도 혁신

• 지역교육과정에 관한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단위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흐름 조성
• 지역교육과정위원회, 지역 특색 교과목 개설, 지역 단원 개발,
지역사회 학습장 등 관련 정책 개발 및 활성화
• 지역 인재 중심의 인사 제도 도입(임용고사 지역임용트랙,
마을교사, 마을장학사, 마을사무관제 등)
•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역량 중심의 선발 및 승진체제 구축
• 교육지원청과 교육장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관련

교육장 공모제 추진 및 보완

점검 체제 마련
• 지역·학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개적·민주적
선발 절차 확대
• 시도교육청 간 공동대응 및 공동사무 처리에 대한 중심 역할 수행

전문성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 기관
설립 및 운영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및 학운위 심의의결 기구화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조항의 재정비
현장

•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 및 협의 창구의 기능
•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배분하는 노력의
지속
• 지역 간 교육격차의 예방 및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시도 공동의 지방교육자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또는
기존 연구소 재구조화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
• 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적 투표 절차 도입
• 일반 학부모 의견 의무적 반영
• 유지해야 할 규제, 수정해야 할 규제, 없애야 할 규제로 구분하여,
각종 규정을 필요성, 실효성, 현장적합성, 미래지향성,
자치부합성 등의 준거에 의해 평가하여 정비

지원

자율학교 제도 검토 및 보완

210

인식 확대
• 유연성·자율성 발휘를 위한 교육장의 권한 및 재량범위 확대
• 단기적 성과·실적주의를 지양하는 상황맥락적·총체적 교육장

• 자율학교의 자율 영역과 자율 범위 확대
- 단위학교 자율 구성 시수 50%까지 증가
-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지역 및 학교 특색 교육과정이나
교과, 프로그램 운영 자율성 보장
- 담임제도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산학겸임교사 적극 활용 및
관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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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정책 방안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등
중간 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 지방교육자치지원센터 설립
•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지역의 구심체 만들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이양과 인력 조정 및 충원

부여
• 시도교육청의 정책 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감축 인력을 교육
지원청으로 재배치
•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업무 우선 배정 및 조직 구성 개편
•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규모 및 국가시행사업 비중 축소
• 시도교육청의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의 재정 운영 자율성

지방교육재정에서의 혁신

부여
•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재정 기획-집행-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연수 실시
•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공론화의 장 확대 추진
• 의사결정과정으로의 주민참여 유도 및 의사반영결과에 대한 환류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역
생태계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민관학 협의체 등 협업 체제
구축과 소통 구조 확립

절차 마련
• 지역주민과 학교구성원 대상의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학부모 교육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학부모이자 시민
으로서의 역량 강화
• 학부모 생애주기에 따른 학부모 교육의 지속성 확보
• 학교 현장과 자녀 양육의 경험을 지닌 학부모 교육전문가 양성
및 활성화
• 조직 내, 조직 간 학습 모임 및 협업 체제 구축
• 민관학 소통 구조 확립
•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협업체제 구축

거버

•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주민과 학교의 마을교육 협력체
운영

넌스

• 기관별, 주체별 별도의 연수가 아닌 기관 간, 주체 간 공동연수
지방교육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집단 간의 교류 연수 강화

추구
• 교육청-지자체 간 교류와 동료 의식 강화
•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의 연수를 통한 개인의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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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동안의 지방교육자치 관련 연구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분리
독립,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의 권한 배분 조정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 배분 조정 측면과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연결과 통합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량
에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가 주체들의 공동의 참여를 전제로 하다는 점으로 고려하여 이
들이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협업하는지, 교육청이 주도하
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의 인적 자원과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관심을 갖
고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은 학교자치, 즉, 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 주체
들의 연계와 협력, 참여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자
치로드맵이나 법령 및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더라도,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작업과
단위학교 및 공동체 구성원의 권한 강화,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자치로드맵의 이행 현황을 보면, 실제 단위학교나 시도교육청 차
원에서 실질적 체감이 높을 만한 정비과제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며 그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업무담당자 집담회에서도 중앙정부의 추진,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각기 다른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지방교육자치 추진 및 운영
방식에서의 갈등, 교육청 정책부서와 집행 부서의 분절적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등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와 함께 교육을 둘러
싼 주체들, 지방교육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등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조직·인사·재정 등 제도적인 여건의 개선과 사회문화적인 변화 등의 정책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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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2] 주체별 관련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후속 연
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 중 지방교
육행정기관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
로 기획, 추진한 사례와 해당 지역의 주체들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교육자
치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살펴보았으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양상을 모두 담지 못하였
다. 이들 사례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장,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참
여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지방의회 등의 주체들의 참여 양
상은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지방교육자치 주체들의 역량이 무
엇이고 이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회의 경우, 교자협 활동의 성과로 지방교육자치 관련 일괄법이 제정, 시행되면 기존에
법률 또는 명령으로 규율해 온 여러 가지 문제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의 상황과 추진 방향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으므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상을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역량 강화

213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현재 교육부나 시도교육감협의
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나 비판
적 시각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미래의 교육 방향과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
자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달리 설정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역량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교육자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미래의 교육 방향을 토대로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을 재정립한 후, 이에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보유 수준을 측정하지 못하였는데, 향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지표
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방교육자치 역량 보유 수준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하
거나,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 역량의 수준이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활용
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가 추진되면서 시도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그러한 격차는 정부에서 각 지역의 지방교육자치 수준을 측정하고 그 편차를 비
교하고 드러내거나 제재하는 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접근은 지방교육자치
의 추진 방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도출한 지방교육자치 추진 과제와 관련하여, 최우선과제로 선정
된 과제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최우선 과제로는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그간 법령 및 조례 제·개
정,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나 실제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 반면,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나 지방교육자치에 대
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은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는 다른 과제에 비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
제이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은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이들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특히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율학교나 혁신학교 등은 그간의 경험
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 일반 학교나 교사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자치를 경험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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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또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학교자치가 추진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이나 가치에 대한 공감, 인식
개선과 동기 부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연구가 법이나 제도, 나아가 인사나 조직 구성의 측면에
서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이제는 지방교육자치의 본래적 의미에 맞게 지방교육생태계의
차원에서 이들 생태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작동해야 할 지, 그 실천 방안에 대한 모색
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장에서 많은 개별 사례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주체들이 존재하는 반면,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영
향이나 경험을 겪은 주체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
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교적 지방교육자치를 잘 추진한 사례들을
통해 주요 역량과 촉진 요인을 살펴보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사
회적 합의나 인식 개선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
치가 한 순간의 유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교육 다양화를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
도록, 학생 개인과 학교, 지역 사회의 특색을 고려한, 삶에 기반한 교육을 지속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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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romot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ractices, directions, and agenda regard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o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local educational autonomy cannot be realized by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lone,
and thus should be based on the collaboration and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from the policy planning stage. Therefore, this study was not only limited
to find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aimed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t the national level, raising social awareness, and preparing
various conditions that encourag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actors around
local education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chools, school members, and
communities.
This study theoretically explores the concept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225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and capacity and analyzes the current practic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perts' views on the dire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core
capacities and facilitating factors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case
stud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way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ere suggested. For this purpos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Focus Group Discussion (FGD), expert Delphi surveys, case studies, interviews,
and expert consultations were used. On the other hand, si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practic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experts' opinions on
directions and agenda, and actual case studies, it has limitations that it could not
establish a more future-oriented vis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derive
the necessary capacity-building measures.
The major findings of each chapter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II, the concept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capacity are
theoretically explored through reviewing the concepts, principles, and histor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s well as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on the
concepts of local autonomy and capac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conceptualized as
“knowledge, capacities, and attitudes based on educational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that

local

educational

actors

including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school teachers, students, parents,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ommunities, residents and civic organizations, can plan,
implement, and participate in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o promot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educational autonomy, that is, school autonomy”. As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a system and capacities are owned and exercised by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whose capacities are discussed
when discussing specific capacities. However, in the aforementioned concept,
capacities were comprehensively discussed, based on the view that the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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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the education of each region can demonstrate their competencies
more effectively when they participate together.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described as to realize the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of schools, that is, the realization of school autonomy, to pursue
the diversity of local education and student education.
In Chapter III,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practic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 main contents and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educational
autonomy policy roadmap and the enactments and amendment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education autonomy were analyzed. Moreover,
consultations with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ere carried
out to analyze the difficul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future task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or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POEs). First, at the current stage where local educational autonomy has yet to
be stabilized, it is crucial to establish the fundamental vision, directions, and
necess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econd, si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s willingness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insufficient, it is
significant for the MPOEs to expand and play a more independent and leading
role in order to accelerate the expansion and realiza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achieve more meaningful outcomes. Third, along with the
approach from the tasks and administrative aspects presented in the current
roadmap, there is a need for a holistic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takes into
account the practical and contextual aspects of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chools, where local educational autonomy is realized and
implemented. Fourth, despite the expansion of authority and autonomy, the
persisting

institutions

and

cultures

which

hinder

voluntary

participation

necessitate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and cultural foundation that
ensure positive utilization and settlement of expanding authority and autonomy.
In chapter IV, dire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ere explore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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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sults of the expert Delphi surveys. The experts Delphi surveys with
academia and field exper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derive the directions,
agenda, and desired capaciti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the first
Delphi survey, a total of 12 agenda were derived i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major issues,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top priorities as well as
medium and long-term agenda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each agenda, and required capacities for each agenda were
synthesi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p priorities were to 1) invigorate
school autonomy, 2) enact and revise laws and ordinances, 3) transfer authority
and distribute work between the MOE and the MPOEs, and 4) reach social
consensus and improve awareness concern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In
order to address these priorities, the capacities required for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slightly differed from agenda to agenda, but mainly
centered around understanding of the school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knowledge and application of education laws, systems, and policies, capacities to
establish and enact self-governing laws and regulations, capacities in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Medium-term agenda include 1) redefining the function of the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2)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3) cooperating with local autonomy and local councils,
4) securing and expanding autonom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s, 5) establishing
a bottom-up educational autonomy which embraces opinions of schools, and 6)
creating a work cult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autonomy. To achieve these
agenda,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have the capacities to
support schools, plan and implement policies, link and utiliz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local communities, secure and manage resources, and
communicate. Furthermore, it was analyzed that the long-term agenda were to
1) strengthen residents' involvement and autonomy in the educa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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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2)

improve

the

systems

regarding

metropolitan,

provincial,

district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Experts believed that in order to realize these
agenda,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have the capacities to
underst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preferences as well as work skills.
In Chapter V, considering that capacity is the ability to produce results in real
life situations, the core capacities and facilitating factors identifi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programs were examined through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Two cases were analyzed: one is
of Siheung City where local educational actors have jointly established
governance to plan and implement a program. The other is a case of a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main target of the government's
transfer of authority and principal actor in local educational autonomy, playing
a leading rol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Sejong City's campus-type joint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capacities and facilitating facto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as follows: 1) reflections and
reconsiderations on government-centered administration, 2) “collaboration” and
“learning” capacities of the city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3) the
leaders' willingness to innovate human resources and budget management and
capacity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4) the capacity to build local and
teachers' networks and support school autonomy were identified as the main
capacities and facilitating factors in the case of Siheung City.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ejong City, 1) the capacity to translate the needs of schools into
policies, 2) problem-solving and practical capacities to support schools, 3)
collaboration with experts and accumulation of practical experiences, 4)
identifica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resources, and 5) curriculum-oriented policy
linkage and literacy were ident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s and interview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initial step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begins with reflections on the hierarchy and segmentation with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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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achieve
“collaborative actions” beyond “individual action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between school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Third, innovations must take place to identify and sustain human resources with
communication skills and capacities to overcome obstacles. Fourth, the capacity
to support schools to maximize their potentials is required. Fifth, it is vital to
identify and address nuanced policy demands and needs of schools, regions, and
actors. Sixth, literacy and capaciti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curriculum
are required.
In Chapter VI, aforementioned results were synthesized into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deriving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promoting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suggest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Considering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beyond the institutionalization to application in everyday
practices, five core principles and nine directions were drawn. As the core
principles, principles of uniqueness of each region, professionalism, school
support, local ecosystem, and governance were proposed. Based on these
principles, the future direc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ere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policies. First, actors in local educational autonomy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making vision together” beyond the “given
vision”. Second, it is crucial to create environments that enable educational
actors to participate as “policy actors” beyond being “policy targets”. Third, the
policy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direction of “policy evolution” beyond “path
dependenc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autonomy. Fourth, beyond the
“office of education autonomy”, which transfers authority from MOE to MPOEs,
it is essential to pursue “school autonomy” in which school actors can
democratically and autonomously make decisions about curriculum. Fifth, the
system should reflect the philosophy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be
reformed in the direction of “support by trust” from “regulation by dis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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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MPOEs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should

shift

their

organizational directions to becoming “supporting organizations for schools”
rather than perceiving schools as lower level “organizations that receive support”
and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schools. Seventh, the direction should move
from “segmentation” to “consolidation” and “integration”, linking K-12, lifelong
education, higher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beyond their divisions.
Eighth, overcoming the tendency for policies to be disconnected from the
curriculum, the direction should be shifted from the perspective of existing
individual projects or “programs” to link with the school “curriculum”. Lastly, the
human resources system should be reformed from the “supplier” centered to the
“locality” centered, incorporating the perspectives of affections, settlement, and
sustainability from communities and regions.
Finally,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based on the above principle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First,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queness of each region,
this study propose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curriculum
and innovation of human resources system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human resources. Secon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improve the open recruitment system for district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trengthen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and establish a joint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ird, under the principle of school support,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were proposed: legislation of student councils, teacher
associations, and parent associations;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ons and
decisions by school steering committees; revision of provisions that undermine
school autonomy; review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school system;
establishment of a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such a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upport center; transfer of authority from MPOEs to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nd rearrangement and recruitment human resources; and innovation
in local education finance. Fourth,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oc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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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ital to strengthen the grassroots democracy and establish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training in connection with lifelong education programs. Lastly,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governance, proposed policy measures include
establishing a communication structure and collaborative system such as a
public, private, and academic consultative body, and strengthening exchanges
and training among groups to improve awarenes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 Key words: Local educational autonomy, educational autonomy, school
autonomy, local educational autonom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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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 필요성, 방향, 성과와 과제

1.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슈가
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교육부와 교육청 권한배분 및 이양/ 학교자치/ 마을
교육공동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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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현재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과제

문제점
(한계점)

개선 방향

4. 앞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가정할 때, 고려하거나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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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 현재 지방교육자치 관련 기관이나 주체
들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수준과 역량을 어느 정도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과 한계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6.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또는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주체들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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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문지 외에 지방교육자치(학교자치 포함)와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 쪽에 <개인 배경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으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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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배경 정보

다음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부 (

)

②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
③ 초·중·고교 (

)

④ 대학 또는 연구소 (

1. 소속기관

⑤ 정부부처 (

⑥ 기타

실무 및 연구 경력

)

)

( 내 용 기 입 )

① 1년 이상 ~ 5년 미만

2.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 관련

)

(

)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

)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

)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

)

⑤ 20년 이상

)

(

※ 교육자치 실무 경력: 자율 및 혁신학교 근무, 학교자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시민단체
활동 등 포함
※ 지방교육자치 실무 경력: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 관련
업무 수행 등 포함

3. 최종학위

① 학사 (

)

② 석사 (

)

③ 박사 (

)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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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델파이 조사지(2차)

2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19년도 기본 연구 사업으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수합된 지방교육자치의 과제와 관련하여, 각 과제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갖
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해 주신 조사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정보
는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

※ 본 조사는 전자우편(e-mail)으로 실시됩니다. 본원의 규정상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을 주셔야 사례비가 지급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시더라도 아래 기한 내에 귀한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응답방법: 보내드린 조사지에 응답하신 후 저장한 파일을 전자우편(e-mail)로 송부
► 수신자: 이슬아(seula8733@kedi.re.kr)
► 2차 조사 기한: 2019년 6월 19일(수) 17:00시 까지

※ 이번 조사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한은정(043-5309-545, ejhan@kedi.re.kr)
► 연구원: 이슬아(043-5309-388, seula8733@kedi.re.kr)

※ 조사는 Ⅰ부와 Ⅱ부로 나뉩니다. Ⅰ부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 추출된 지방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필요 역량 및 그 이유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도
적 측면, 문화적 측면, 역할 및 업무 측면의 3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별첨. 1부 응답 요령 안내 참고)
Ⅱ부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교자치의 핵심 개념 및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조사
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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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의 과제와 필요 역량
1. 제도적 측면
과제 1.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초중등 사무의 조기 이양 등 교육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 교육부는 미래 변화에 따른 국가교육 방향, 격차 해소, 기초학력, 고등교육 등 최소한의 역할 수행
- 시도교육청은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준비 노력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제 2. 교육감, 교육장 제도 개선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교육감의 자격 개선(예) 10년 이상으로 변경, 교사 입후보 보장 등) 및 선거 비용 효율화
-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 행사는 지양하되, 필요한 권한은 강화
- 기초단위 교육장 선출 및 교육장 리더십 개선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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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법령 및 조례 제·개정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 일괄 개정 및 특별법 마련
- 법령 및 조례를 제·개정하되, 해당 내용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제 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자율성 확대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및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 조정
-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제한된 범위의 실질적 과세권 부여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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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적 측면
과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 및 인식 개선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교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방교육자치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 과정 필요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진영 논리,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강조하는 정책 담론, 기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
에서 벗어나도록 노력
-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학교, 교실 단위 나아가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학생의 자율적 행동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보다 본질적인 방향으로 교육 자치 추진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제 2. 자치 원리에 입각한 업무 문화 조성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부서 간 협의 및 토론 문화 확산
-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 서열화 풍토 등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 필요
- 공문을 통한 간섭 및 제도 개선
-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수준의 협치 필요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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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3.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상향식 교육 자치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정책 과정의 대중화
- 학교 현장의 필요 요구에 기반 한 분권 필요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에서 교사들의 현장 활동을 듣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치 추진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3. 역할 및 업무 측면
과제 1.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 강화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교육자치정책로드맵 이후 교육자치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구체적 추진 과제 발굴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중앙정부 대응력 강화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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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일반자치(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 협력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교육지원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조응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교육위원회 혹은 교육의원제를 통한 의회의 견제력을 제고, 개선 노력 필요
- 지방의회의 권한 및 교육감 견제 기능 강화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제 3. 교육지원청 기능 재정립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교육지원청을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환
- 전국의 학교와 기초 단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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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부 록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과제 4. 단위학교 학교자치 활성화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학교 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교사 스스로 성장 욕구를 갖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필요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자치 구조를 통한 민주주의 공간으로 변화 필요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그렇게 생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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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주민 참여 및 교육공동체 자치 강화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주민, 학부모 권한 참여 확대 및 교육자치 공동 관심과 고민 필요
- 학부모 자치, 교육 자치에 있어 교육시민단체 전문성 향상 및 조직화 문제 해결 필요
- 교육공동체 및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과 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각 항목에 v표로 체크해 주세요)
중요도
전혀
중요치 않다 보통이다
중요치 않다

시급성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 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기]
에서 2가지 정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필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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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한 이유

부 록

. 학교자치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의 과제 및 역량
1. 지방교육자치의 목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
견이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학교자치’에서 무엇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1번에서 기술하신 방향의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2번에서 기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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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록: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질문지

IRB No. 2019-19-05T-NR

유효기간: 2019. 07. 15. ~ 2019. 09. 30.

지방교육자치 업무 담당자 집담회 질문지

1. 교육부 및 시도에서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상과 방향
2. 권한 배분 및 사무 이양 추진 현황
- 관련 업무 추진 현황(진척 상황)
- 이와 관련한 시도별 관련 정책 기획 및 추진 노력
-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극복 노력
3. 시도에서 자발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사업 현황
-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 추진 과정
-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
- 추진 예정 과제
- 향후 관련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4.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진과제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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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면담 질문지

4

면담 질문지[주요 사례 관련 주체 면담: 학생 외 집단용]
영역

주제

추진 배경 및 과정
추진
요소

해당 사례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추진, 진행되었
습니까?

성공 요인

해당 사례가 성공하게 된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촉진 요인

해당 사례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주체

해당 사례를 진행하면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각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특히 어떤 것이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사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필요 역량

해당 사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또는 지
식, 능력, 태도 등)을 떠올려본다면, 누구의, 어떤 역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필요 역량
작동 방법

위의 역량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 그러한 역량이 잘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할

역량

한계점
한계점

질문

극복방안

타 사업 적용 방향

결과 및 개선 방향

해당 사례의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기획,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
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해당 사례 및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 및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사항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
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연구에 대한 추가적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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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질문지[주요 사례 관련 주체 면담: 학생용]
영역

주제

추진 배경 및 과정

추진
요소

질문
해당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이며, 어떠한 과정으로 추진, 진행되었습니까?

시작된 배경은

성공 요인

해당 사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을 때 어떤 면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이 사례가 성공하게 된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촉진 요인

해당 사례가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해 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체

해당 사례를 진행하면서 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역할을 하였습니까? 학생 여러
분 외 다른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특히 어떤 것이 진행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사례에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사
업을 진행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필요 역량

해당 사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고 필요한 역량(또는 지식, 능력, 태
도 등)을 떠올려본다면, 누구의, 어떤 역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필요 역량
작동 방법

위의 역량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
한 역량이 잘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할

역량

한계점
한계점
극복방안

타 사업 적용 방향

해당 사례의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어려움의 극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기획,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례 및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및 개선 방향
지방교육자치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
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사항
이 연구에 대한 추가적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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