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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과 맥락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 “다른 나라로부

터 배우거나 빌려오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교육 개혁안을 만

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Phillips, 2000; Steiner-Khamsi, 

2004a).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역사적 

소산 아래 영미권의 교육정책이 마치 ‘국제적 기준’ 혹은 ‘글로벌 트렌

드’ 인 양 자국의 교육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신현석, 이준희, 정용주, 

2013; Takayama & Apple, 2008). 우리나라의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

도  영미권 국가의 교육정책과 담론이 5·31 교육개혁의 여러 과제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성열관, 2010). 그 중에서도 ‘교육개혁의 꽃’이라는 별칭

을 얻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여러 연구들(김용일, 1996, 1998; 손승남, 2001;  

양승실, 2000)과 5·31 교육개혁 참고자료집(1995)에서 영미권 제도를 참고했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의 정책 차용 과정 및 양상과 우리나라 맥락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사용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차용과 맥락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도입 및 수립 과정에서 정책 차용이 어떻게 나타

났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맥락화 과정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차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를 정책 차용의 관

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진단하였다. 이를 토 로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

회 정책 차용 양상을 성열관(2010)과 Dolowitz와 Marsh(2000)의 모형을 수정한 

연구 분석틀에 의해 해석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면담의 기법을 사용했다. 사용된 문헌들로는  

우선적으로 5·31 교육개혁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했고 2차 자료로써  

정부 출연연구소와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 학술저널의 논문, 언론 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면담을 위해서는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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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당시 사무관들과 당시는 교사였고 현재는 교장으

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도입 초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 본 교장들을 상으

로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내에서 교육민주화, 학교자치, 지

방교육자치, 학교단위 책임경영 등과 같은 일련의 논의가 지속되면서 우리나

라에서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교육관련 주체가 함께 학교운영 방

안에 해 협의하는 장을 마련할 암묵적 필요성과 단위학교의 학부모 조직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두되는 시점에 교

육개혁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교육개혁안을 구상할 당시와 정부에서 정책으

로 구체화시는 과정에서 정책 차용이 일어났는데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정책 

차용의 개념이 외국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베껴오는 현상만을 가리키는 부정적 

개념이 아닌 국가 간 정책이 이동하는 현상과 자국 내부에 맞게 변용되어 가

는 현상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개념인 바,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은 차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총 2번에 걸쳐서 차용이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5·31 

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둘째는 교육부에

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시기에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일어났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차용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단위학교 의사결정 기구에 관한 사례들

을 참고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영국의 학교운영위

원회(School Governing Body)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정책 차용의 

정도는 처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될 당시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로 

략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된 상태였으므로 ‘영감(inspiration)’의 수준에

서 차용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정책의 공통된 속성을 ‘혼합(combination)’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앞서 밝혔

듯이 많은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특히 주목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모방(emulation)’하고자 하였다. 다만 정책을 그 로 베끼는

(copying)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 변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책 차용을 하면

서도 교육계 내부의 여러 맥락에 기초하면서 그 활용 방법을 고민하여 의사결

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 참조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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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외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맥락적 요소

에 의해 상당 부분 변용되면서 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 동기는 외국의 성공 사례를 롤 모델로 하여서 우

리나라의 정책 설계를 하는 데 일종의 ‘교훈도출’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하향식 조직 문화에 관한 문제가 두되어 있었

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개념이 한창 뜨겁게 논의의 지

평에 올랐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미 앞서서 오랜 지방자치와 학

교자치의 역사를 가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여러 국가의 정책을 참고하

고자 하였으며, 그 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인 영국의 학교운영위원

회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정책 차용이 ‘정당화’를 위한 기

제로서 사용되는 모습도 보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

원회의 도입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내세웠던 논리인 학교단위 책임경영, 단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개념 역시도 서구에서 

차용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와 개념들 역시도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

는 Schriewer(1989, 2000, 2003)과 Steiner-Khamsi(2004b)가 주장했던 외부화

(externalization)와도 유사한 것으로, 자국의 아이디어나 정책을 도입할 때 선

진국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그 권위에 기 는 과정을 거쳤다(성열관, 2010)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지방 수준이 아닌 전국을 표적 단위로 하는 광

역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일면을 보여

주는 예로서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경우 하향식, 지시적 행태를 보이는데

(이시용, 최희석, 김용식, 1998)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단

위 학교의 자발성과 창의성 증 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전

국 단위의 일괄적인 시행 양상을 보인 것이다. 표적 단위를 광역적으로 상정

했던 것만큼이나 그 정책 변화 정도 역시도 상당히 확산적이었다. 정책 차용

의 결과로는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 의도였던 ‘참여적 의사결정’

과 ‘학교공동체 구축’의 측면에서는 체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

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육의 다양한 주

체의 의사를 표하여 반영하는 기구로서 상당 부분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우리나라에 맞게 맥락화 되는 과정을 거쳤는

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이 있었으며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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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으며 당시 정책 담당자는 이러한 

이해관계와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착화하려는 노력을 보였

다. 연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기능

까지 부여받지 못하고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막강했던 

교장의 권한, 불완전한 학교 자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정책 차용 시 우리나

라 맥락에 한 충분한 숙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학교 구성

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요어 :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and lending), 정책 

맥락화, 5·31 교육개혁,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학  번 : 2013-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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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 구 의  필 요 성   목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

의 특정 교육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세계화·지구화의 진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

른 세계 각국의 정책 연구자들의 의사소통의 증가와 아이디어의 교류는 과

거에 비해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

다(Dolowitz&Marsh, 2000; Boyd, 2006).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분야에서도 예

외가 아니다. 각국은 교육 개혁을 추진할 때,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거나 

빌려오는’ 등의 행위를 통해 국제적 관점에서 교육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Phillips, 2000; Steiner-Khamsi, 2004a).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서구 문화 제국주의의 역사적 소산 

아래 영미권의 교육정책이 마치 ‘국제적 기준’ 혹은 ‘글로벌 트렌드’ 

인 양 자국의 교육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신현석, 이준희, 정용주, 

2013; Takayama & Apple, 2008).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 교육을 꿰뚫는 큰 사조로서

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교육개혁안 제

안을 위해 선진 외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개

혁의 필요성을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세

계화 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자의 담론 역시도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사회를 재구조화하려는 방안을 통해 각국의 경제위기를 극

복하기 위하여 나온 논리이다(김용일, 1997). 요컨 , 5·31 교육개혁은 세

계화라는 담론에 힘입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선진’외국 사례를 참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선진 각국의 교육개혁 사례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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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바탕으로 22개 분야 120개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그 중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의 

주민자치를 구현하여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도입되었다(교육개혁

위원회, 1995a). 당시 학교운영위원회는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최  공

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개혁을 촉진시키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불리었으며(김용일, 1998),‘교육개혁의 꽃’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각광받았던 정책이었다. 

교육부도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큰 기 를 걸면서 이를 당시 교육개혁

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매일경제, 95.06.04). 또한,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가장 꾸준하게 연구가 활발히 된 주제 중 하나로 꼽힐 만큼(정성수, 2008)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상이 되었으며,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핵심적

이고 단위 학교경영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다 줄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현웅, 2003).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95년에 

도입된 후로 1학기의 시범 운영을 거쳐, 96년부터 각 학교에 점차적으로 

시행된 발 빠른 정책으로 98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국·공·사

립학교에서의 설치가 의무화될 만큼 상당한 추진력을 가진 정책이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참고설명자료집(교육개혁위원회, 1995b)에 따르면 그 이상적 모델로

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학계의 여러 연구(김용일, 1996, 1999; 손승남, 2001; 양승실, 2000)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영국 등의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화되었다고 밝히면

서 우리의 정치·행정체제를 도외시하고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모방하

는데서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있는 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외국의 특정 모델을 참고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 세계의 여러 학자를 중심으로 정책 차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정책 학습(policy learning), 정책 전이(policy transfer), 정책 보급

(policy diffusion) 등 학자와 학문 집단에 따라 용어는 다르지만 특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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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현상에 한 탐구는 뜨겁다. 특히 이러한 

정책 차용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바탕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정

책 차용 과정에서 누가, 어느 국가로부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수준으로, 어떤 제약점 등을 바탕으로 도입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자

체로 흥미로운 연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정책이 옮겨지면, 그것은 변한다”는 Cowen(2009) 

주장처럼, 정책 차용은 베끼기(policy copying)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차용

에서 글로벌 영향력에 한 저항과 수정 과정, 지역적 적응에 관하여 면

히 살펴 봐야한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Steiner-Khamsi, 2012). 여러 국

가에서 똑같은 정책을 차용하였을 때 그 정책은 차용국의 맥락의 이질성에

도 불구하고 유사한 점도 발견되나, 차용국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교육적 

환경에 따라 차용된 정책을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발전시켜 나간다(Shin & 

Kehm 2012). 따라서 차용국의 여러 맥락적 요소에 따라 정책이 그 나라에 

맞게 맥락화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연구에서는 정책의 차용 양상과 그것이 한국 맥

락에 맞게 변모해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성열관(2010)은 

영미권 국가의 교육정책과 담론이 5·31 교육개혁의 여러 과제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한 실증적인 연구는 많지 않

다.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성열관, 백병부, 윤선인(2010)의 연구에서는 교육

과정에서의 성취수준이라는 개념이 차용되는 현상을 밝히고 있었지만, 정

책 차용 과정과 동기를 한국적 상황에서 면 히 분석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의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다. 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

구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와 운영 실태를 탐색한 연구(김병찬, 2007; 

박상완, 2007; 장경숙, 김정희, 2004; 정수현 외, 2004 등)가 많았고 그 이론

적 탐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 배경을 정책 차용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제한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5·3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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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 과제 중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도입과 정착화 과정을 ‘정책 차용과 

맥락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 연 구  문 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문제1]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도입 및 수립 과정에서 정책 차용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 및 수립 과정에서 정책 차용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하여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볼 것

이며, 그것을 정책 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진단해 본 후,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차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화한 세부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1)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한국 교육계에서 제안된 배경과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1995년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되기 이전에 1980

년 부터 우리나라의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배경 하

에서 교육개혁안에서 제안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2)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정책 차용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정책 차용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을 정책 차용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는 정책 차용이라는 개념과 용어가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바, 이

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정책 차용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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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 양상은 어떠한가?

 앞의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의 양상과 과

정은 어떠했는지를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

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언제, 누가, 어디로부터, 왜, 어떤 동기에 의

해서 차용하였으며, 그 차용 후 변화와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규명하

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맥락화 과정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책 차용이 일어난 후에 그 정책은 차용국의 기존 사회·경제·문화와 

제도 등에 의해서 그 사회에 맞게 토착화되고 현지화해 나간다. 따라서 정

책 차용 연구에서는 그 정책이 차용국의 기존 맥락과 제도 등에 의해 어떻

게 변모해 나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학

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해 나간 한국적 상황 및 맥락

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 . 연 구 의  의 의   한 계

이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수립 시 어떠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차용이 일어났고, 정책 차

용의 양상은 어떠했는지와 그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맥락화되어 나

갔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교

육개혁 정책 수립 시에 어떠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외국의 정책을 차용하는

지, 그 목적과 정도 등은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

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기존 제도 등과 만나면서 어떻게 맥락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정

책이 기존 학교단위 책임경영, 학교 민주화, 지방자치제도 등의 논의를 토

로 정책 차용이 접목되면서 어떻게 변모해나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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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교육정책 수립 시 

외국 정책을 차용 할 때,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의 맥락을 좀 더 심도 있

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다만, 연구 상 시점이 1995년 전후부터라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기

억에 의존해서 연구 문제를 밝혀나가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기억이 다른 여러 상황에 의해 왜곡되

었을 수도 있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망각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정책의 맥락화 과정을 분석하는 범위를 정부 및 교육부와 법령 등

의 전국가적인 거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맥락화는 다양한 수준을 포괄한다. 국가 단위, 지역 단위, 단위 학교 수준 

등 다양한 수준의 맥락화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맥락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국가적 수준으로 한정시켜 놓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향후 지역 교육청과 단위 학교 등의 미시

적인 수준의 맥락화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 학교 수준 등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살

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맥락화 과정 분석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쟁점 중 국공립학교

의 심의기구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향후 교육개혁

의 다양한 정책 차용과 맥락화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개혁 추진 과

정에서의 정책 차용 현상에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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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 교 운 원 회  정 책 의  형 성 과  집 행

가. 학교운 원회 정책의 도입 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

안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 교육개혁안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

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을 위한 방안들로써, 교장 및 교사 초빙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서는‘학교공동체’ 구축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

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

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

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다(교육개혁위원회, 1995a: 89).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을 학교공동체 구축의 일

환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육의 주민자치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 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에는 교육개혁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

행정’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 ‘학교의 자율성 부족’과 ‘교육공급자 편

의중심의 경직된 교육’만이 학교에 존재하여 ‘획일화된 교과서 위주의 

싸구려 암기 교육’만이 남게 되었다고 비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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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원회, 1995a: 13). 이러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문제의식은 결국 신교육

체제의 구상 배경에서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세계화 시 의 교

육적 의미로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을 통하여 교육에 있

어서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실천되어야”한다는 것(교육개혁위원회, 1995a: 

8)이다. 다음으로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곧 

“집중·통제로부터 분산·자율의 확 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의 추세”

로 변화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지역적 특수성의 실현과 더

불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5a: 9-10). 이러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과 그와 관련된 개념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학교운 원회 도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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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학교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교육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교육행정 문화를 탈피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주민자치를 통한 교육자치 실

현, 단위학교 자율성 증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

육의 효과를 극 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편 이러한 신교육체제

의 구상 배경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은 ‘세계화’, ‘지방화’라

는 문명사적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은 교육에 한 다양한 시각

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몇 가지 개념과 맞물려 

있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 그 법적 근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마련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지

방교육자치와 관련이 깊은 정책이다(김용일, 1999). 교육부(1997: 50)에서도 

인정하였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지방교육자치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

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

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한 참여를 보장·확 하고, 지역상황과 특성

에 적합한 특별한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

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윤정일 외, 2008: 375).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를 밝힌 김성열과 조석훈(1997)에 따르면 학교자치

는 지방교육자치의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동시에 현행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방교육자치제를 단위학교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단

위 학교 구성 주체들의 표들이 참여하여 학교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

제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인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이다(유현숙, 김홍주, 양승실, 1996).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은 학교단위 경영제도(School Based 

Management)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핵심적인 장치로 주목받

고 있다. 학교단위 경영제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결과와 책임도 함께 묻는 것으로 중앙의 관료적 통제를 지양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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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섭, 1995), 여기에는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정부, 

지역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고, 단위 학교 내에서도 기존에 학교장

의 일방향의 의사결정에서 학부모, 교사 등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면화

되는 특성을 보인다(정수현, 박상완, 2005). 김성열과 변민석(2005)은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도의 내적 요건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단위학교로 

권한 분산, 단위학교 내의 의사결정체제의 변화, 책무성 평가체제가 그것이

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중심의 독단적인 권한과 의사결정권에서 분

권적, 참여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의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므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내적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김성열, 변민석, 2005). 정리하자

면, 학교단위 경영제는 참여적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분권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결과에 한 책무성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를 잘 실

현시켜주는 장치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 학교운 원회 정책의 제도화 과정

1)  의 견 수 렴 과 정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을 발표한 후 각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와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이

라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위

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정수, 회의소집 및 회기, 위원선출,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1995년 6월 22일에

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방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

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교육 관련 각종 단체 및 학부모 조직 등에서 

의견과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진행되어 갔다.

2 )  련  법 제 ·개 정  과 정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했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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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이었으나,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의결 기능은 상실한 채 진행

이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법의 제·개정 과

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항에 학

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1995년 8월 31일에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실시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때부터 심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2학기부터 지역·학교급 별로 학

교운영위원회 유형을 2∼3개로 나누어 특별시, 광역시, 도의 355개 국·공

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였다. 이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1996.2.22.)의 개정을 통해,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

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

도록 하였다. 이후 법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을 하게 되어 1997년 12월 13일

에는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변경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이므

로 「지방교육자체에관한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으로 근거를 변경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때,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자율에 맡겼던 사립

학교는 1999년 8월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도 

그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그 지위는 학교헌장 및 학교 규칙의 제·개정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과 공모교장 및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필

수적 자문기구로 놓았다. 

2000년 1월 28일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통해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에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2000년 2월 

28일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 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회 위원 정수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들을 개정하였다. 이후, 2002년 7월 31일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를 신설(제31조의 2)하였으며,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29일에는 사립학교에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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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자문하도록 하였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필수

적으로 자문하도록 개정하였다. 2007년 7월 27일에는 사립학교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도록 하였

다. 2007년 12월 14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실

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2011년 3월 18일에는 지역위원의 자격으

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

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

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

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각 위원이 1명씩은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

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회의소집과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회의개최 시간을 일과 후나 주말 등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의록 작성과 사생활 노출이나 

공정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같은 시기에는 학부

모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학생 표가 

회의에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의무화하였고 기타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 <표Ⅱ-1>과 같다.

<표 II-1> 학교 운 원회 련 법 제·개정 내용

날짜 제·개정 내용

1995.7.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

1995.8.31
교육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실시 지침」마련, 심의기구로 성격 규
정

1996.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
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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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 학교운 원회 제도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

의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위 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2)와 위 각 규정

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시·

도 조례와 각 학교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Ⅱ-2>과 같다.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를 변경

1999.8.31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마련

2000.1.2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

2000.2.28 학생 수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3단계로 구분

2002.7.31 학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를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용

2005.12.29 사립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필수 자문사항으로 규정

2007.7.27
사립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
는 규정 마련

2007.12.14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을 신설

2011.3.18

▪ 지역위원의 자격으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추가

▪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의 위원의 구성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위원이 지위 남용,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알선한 경우 자격을 상실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통보
▪ 회의개최 시간을 일과 후나 주말 등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함
▪ 회의록 작성과 사생활 노출이나 공정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의
무화

▪ 학부모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학생
표가 회의에 참석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의무화하였고 기타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조항
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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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달리 나타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

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인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사립학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인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

구가 아닌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그 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관할청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

교운영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3).

법적 근거 사항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수

렴, 심의결과의 시행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학칙 또는 조례 등에 위임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운영 방법 등

-심의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회의공개 및 회의록 관련사항, 소위원회 설치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 운영방법·절차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표 Ⅱ-2> 행 학교운 원회 련 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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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는 단

위학교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수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표 Ⅱ-3>과 같다.

학생 수 위원 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표 Ⅱ-3> 학생수에 따른 원의 정수 

 반면,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국립학교

의 경우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

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은 일반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교에 따라 상이한데 이를 표로 제시

하면 <표Ⅱ-4>와 같다.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교원위원 30∼40% 20∼30%

학부모위원 40∼50% 30∼40%

지역위원 10∼30% 30∼50% 

<표 Ⅱ-4> 학교종별 원 구성 비율 

특기할 만한 점은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지역위원 중 2

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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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의 자격과, 자격상실, 임기 와 선출 등에 관하여 정리하면 <표 Ⅱ

-5>와 같다.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공통

자격

당해 학교에 재직하

고 있는 교원

당해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

로서 예산·회계·감

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

한자, 기타 학교운

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

회의 위원으로 선

출 될 수 없음(초·

중등교육법 제31조

의2)

자 격

상실

소속을 달리하는 경

우

자녀 학생이 조업, 

휴학, 전학 및 퇴

학 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

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

위원이 제출한 신

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

이 발견되는 경우

-사전 연락 없이 3

회 연속 불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결격 사유

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

여 해당 학교와의 

<표 Ⅱ-5> 원의 자격·자격상실·임기·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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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경우,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

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

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들의 자격

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는 국가공무

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원들의 자격을 상실(퇴직)하는 경우는 시·도 조례별로 상이하지만 

부분 교원위원의 경우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학부모위원은 자년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이며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

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모두 자

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통된 사유로는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불참하거나,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

거래 등을 통해 재

산상의 이익을 취

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알선한 경우

임기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름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름

시·도 조례에 따라 

다름

선출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전체회

의에서 무기명 투표

사립학교의 경우, 교

장을 제외한 교원위

원은 교직원 전체회

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학부모 전체회의에

서 직접 선출. 부

득이할 경우 학부

모 표회의에서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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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

우,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6

항을 위반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선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에 의결

을 통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

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

는 단위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부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들의 선출 방법은 위원에 따라 다르다. 교원위원의 선출 시에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이 되며, 사립학교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

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민주적 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며 직접투표가 원칙이며,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규

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

급별 표로 구성된 학부모 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

해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산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지역위원의 선출방법은 학부모위원 또

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을 하게 된다. 한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

기명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안

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과용도서의 선정, 교복·체육

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방과 후 학교 운영,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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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용, 학교급식, 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및 사용, 학교운영에 한 제한 및 

건의 사항 등 총 14개 안건이다. 이에 각 시·도 조례 별로 몇 가지 심의

사항(사립학교의 경우, 자문)이 덧붙여져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점

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학

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

에 관련한 사항은 자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사립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라. 선 행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학교운영위원회’로 검색한 결과, 총 10,405건

(학위논문 4,099건, 국내학술지논문 783건, 단행본 5,388건 등)이 검색되었

다. 학계에서 출판한 연구물의 수가 변해 주듯이 국내에서 학교운영위원

회에 한 논의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초기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 입  기  연 구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안된 도입 초기인 1995년 이후에는 크게 도입 초기

의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다룬 연구(강무섭, 유현숙, 김흥주, 양승실, 

1995; 김성열, 2001; 김형관, 김용일, 최욱, 오태진, 김미숙 1998; 유현숙, 김

흥주, 양승실, 1996; 허경철, 박덕규, 백순근, 양미경, 양승실, 1996)와 이와

는 반 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우려하는 선행연구(김용일, 1996, 1998)

로 나눌 수 있었다. 도입 초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에 관하여 국내 학

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입 초기에 학교운영

위원회가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연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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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겠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강

무섭, 유현숙, 김흥주, 양승실, 1995)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의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 하며, 외국의 주요사례가 주는 시

사점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본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학

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2가지 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제1안은 학교운영위원

회가 학교경영에 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하는 자치기구로, 제2

안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협의하기 위한 학교자치기구로써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시안을 바탕으로 권한과 위원정수, 위원의 

선출과 위촉,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제안하였다. 그 후 교육부가 「학

교운영위원회 시범 실시 지침」(교육부, 1995)을 발표하자, 한국교육개발원

에서는 유현숙, 김흥주, 양승실(1996) 등이 시범적용 평가 결과 학교 경영

진의 부담완화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단위학교 자치 실현 등 긍정적

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시범 실시 당시 심의기구였던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구화와 자문기구화 사이에서 집단 간의 견해 

차이, 위원선출의 공정성 및 표성 확보의 문제 등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다양하게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같은 

시기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5·31 교육개혁과제의 현장적용 지원 연구

(허경철, 박덕규, 백순근, 양미경, 양승실, 1996) 수행하였는데, 이때 제기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그 성격과 기능이 모호하고, 운영위원 선

출의 표성, 공정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심의기구라는 용

어를 법적, 실질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위원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

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와는 별

개로, 김성열과 조석훈(1997)의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지방교육자치

제, 학교자치와의 관계를 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념적 모델을 구상하

고, 그 위상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김형관 외(1998)와 권인탁

(1995)의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전면 실행과 시범운영안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면서 다양한 안을 놓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착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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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 )  도 입  기  외국 으로부 터 시 사  도 출  연 구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초기에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강무섭, 유현숙, 김흥주, 양승실, 1995; 신상명, 2000a, 

2000b; 신현석, 박종필, 2001)가 있었다. 이 연구들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차용했다고 알려진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by를 비롯하

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비교하면서 기능, 

성격, 구성 등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 책무성 증  등과 

같은 시사점을 토 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화에 필요한 정책

적 제언을 하고 있었다.

도입 초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는 달

리,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당시 우리의 정치·경제 상황에 면 한 검토 없

이 도입한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었다. 김용일(1996)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를 통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 , 궁극적 목

표인 학교 교육 효과의 극 화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의한 것이며, 학교

가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립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간과하였다

고 지적하였다.

3 )  2 0 0 0 년  이후 운 상 의  문 제 과  성 과  연 구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서서히 도입 단계를 넘어서 정착화단계에 이르면

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바(김성열, 2006), 2000년  이후로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운영상의 

문제점에 해 분석한 연구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원 등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운

영위원들의 표성과 공정성의 문제(김병찬, 2007; 김성열, 2001; 김혜미, 

민병익, 2012; 안율종, 2002; 양승실, 2000)로 인하여 특정 연령과 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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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집단이 주로 참여하여 학부모 및 지역위원 구성의 편협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오영재, 2003). 구체적인 위원 구성 비율과 관련하여서도 지역

별, 학교급별, 학교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연구(김성열, 2001)도 

있었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있어서도 적법적이지 못하였고, 형식적인 선

출과정을 거치고(오영재, 2003) 그 참여도도 낮다는(양승실, 2000)는 연구가 

있었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에 해서도 많은 연구(김병찬, 2007; 안

율종, 2002)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는데, 특히 읍·면지역의 운영위

원들의 전문성이 낮다는 결과도 있었다(김혜미, 민병익; 2012). 또한, 운영

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취지에 한 낮은 이해도(김성열, 2001; 

양승실, 2000)로 교원위원과 교장위주의 보고와 설명 위주의 심의로 이어

졌다는 지적도 있었다(김병찬, 2007). 

실제 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에서 교장이 여전히 주도

적인 위치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김병찬, 2007), 학교운영위원회

에 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양승실, 2000), 심의 과정을 보면, 내용에 

해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학교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보받는 수준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성열, 2001). 이는 학교장은 기본취지

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나, 운영성과에 해서는 부정적

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서정화, 김진성, 2006)에서 보듯이 학교운

영위원회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장 위주의 독단적인 결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장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은 심의과정의 독단성과 학교운영위원회의 무력과도 연결될 수 있다(안율

종, 2002). 

또 다른 운영상의 문제들로는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의 부진하고(양승실, 

2000)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김성열, 2001), 특정 사안만을 편

중해서 심의하는 문제(오영재, 2003), 실제 회의 횟수의 빈약(김성열, 2001; 

양승실, 2000), 진행 미숙과 익숙하지 않은 토론 문화로 인한 원활하지 못

한 회의 진행(양승실, 2000), 회의 시간이 주간이어서 학부모 참석률 저조

(김성열, 2001), 회의소집 시 통보시기가 개최일 7일 이전이나 이것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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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음(김성열, 2001),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김성열, 2001) 회의결과에 한 피드백 없는 문제(오영재, 2003) 

등 꽤나 구체적이고 세세한 운영 부분에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존에 존재하던 학부모회 등과의 관계 문제도 발생하였는데, 양승

실(2000)은 기존 학부모회, 각종 후원회 등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고, 김성열(2001)은 기존 자생조직(학부모 조직 등)과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아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 측면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에도 여전히 단위학교에의 자율성 부여에 소극적이고 규제와 지시 위주의 

전달 행정에 머물러 있다(양승실, 2000)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

리나라가 오랜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도화된 국가주의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자율성’은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며, 내면에는 ‘통제적’이라는 

신현석, 이준희, 정용주(2013)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는 달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학교가 폐쇄체제에서 개방

체제로 바뀌는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학교체제의 개방화(김병찬, 2007)의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그 동안 교장 위주의 폐쇄적이고 독

단적인 학교경영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의 확보(김병찬, 2007; 김성열, 

2001),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김성열, 2001). 즉 비록 학교위원들의 전문성이 높지는 않으

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어 학교공동체 형성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김병찬, 2007), 학교구성원들의 책무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김성열, 2001).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

성주체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시켜서 목적 실현에 자발적 헌신

을 이끌어 교육개혁안의 최종 목표였던 학교운영의 효과성 증 에도 긍정

적인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김성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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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0년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성과를 분석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

련하여 구성원, 기존 학교 조직과의 문제, 자율성 증 가, 실제 세부적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부분의 지점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학교교육의 효과성 증 ’, ‘학교운영의 투

명성 제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교체제의 개방화’ 등 기존의 

5·31 교육개혁안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에서 내세웠던 목표처럼 광범

위하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성과를 논하고 있어서 문제점과 성과 분석에서

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종태 외(1997)는 의결기구와 

심의기구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적 의미를 명료화해야한

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 정 책  차용 ( P o l i c y  B o r r o w i n g  a n d  l e n d i n g )

가. 정책차용 의 개 념

정책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소스 중 하나가 타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다(노화준, 2012). 많은 연구자들이 흔히 타국에서 정책이 자국으로 들

여오는 현상을 일컬어 ‘정책을 차용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타국의 정

책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학자들과 학문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용어들에는 정책 전이(policy transfer), 정책 학습

(policy learning), 확산(diffusion), 수용(reception), 베끼기(copying) 등이 있

다. 많은 학자들이 이들 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는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을뿐더러 기원이 된 학문 분야도 

다르다. 이번 항에서는 정책 차용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러한 개념들이 탄생한 학문 배경을 살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정

책 차용(policy borrowing)과 정책 전이(policy transfer)에 해서 비교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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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i(2012)는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차용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

고 있다. 정책의 채택(policy adoption)과 실행(policy implementation)은 단

일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말하는 개념으로 정책 채택은 특정 정

책을 선택하는 것, 실행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은 보다 국가 간 관계적 개념이 가미된 것으로 과거 

혹은 다른 정책 분야나 다른 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경험을 학습하여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은 다른 나라의 경험과 다른 

정책 영역으로부터 빌려 온다는 것에서는 비슷하지만 타국이나 타 분야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더 명시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빌려 주

고 빌려오는 것의 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는 정책 전이(policy transfer)

이 있다. 즉, 이 용어 안에는 빌려주는 곳과 빌리는 곳 모두를 포함하고 있

으며 어느 쪽으로든 정책이 이동한 그 현상 자체를 가리킨다. 정책 확산

(policy diffusion)는 많은 국가들에서 일련의 정책 실행과 채택의 결과로 인

하여 비슷한 정책이 관찰되는 패턴을 의미한다. 정책 수렴(policy 

convergence)은 그 결과 결국 나라들의 유사성이 커져가는 현상을 의미한

다. 그는 이 각각의 용어들은 다른 용어와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지

적하면서, 정책 학습과 정책 차용은 정책 전이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며, 

정책 전이는 정책 확산의 일부이며, 또 결국 정책 확산은 정책 수렴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 전이(policy transfer)에 관한 연구를 한 

Dolowitz와 Marsh(1996)는 정책 전이의 경우 교훈 도출(lesson drawing)과  

혼용하여 쓰인다고 하면서 이들 용어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들

에 따르면 이 둘은 다른 시간과 장소의 정책, 행정 배치, 기관이 다른 시점

이나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훈 도출(lesson drawing)은 

정치적 행위자나 의사결정자들이 다른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

출하여 자국에 적용하는 것을 발하는데, 이것은 ‘자발적’ 현상으로서, 정

책 전이가 포괄하는 ‘강압적’ 현상을 포괄하지는 못한다. 또한 교훈 도

출은 반드시 자국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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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교훈의 경우 그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

책 전이의 경우, 이러한 ‘자발적’ 전이에 ‘강압적’ 전이의 개념도 포

함한다. ‘강제적’ 전이는 정부나 초국가적 기관이 다른 국가에게 특정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Dolowitz와 Marsh(1996)는 

이러한 정책 전이 연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정책 전이 연구의 한계에서 찾

고 있다. 즉 초기에 많이 행해졌던 정책 확산(diffusion) 연구의 경우 시간

과 지리학적 근접성, 자원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정책 전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밝혀주고 있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전이(policy transfer)와 교훈 도출(lesson 

drawing) 등의 개념을 쓰고 있다고 본다. 

이렇듯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 간의 미묘한 차이는 탄생하게 된 학문 분

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 학습(policy learning)과 정책 전이(policy 

transfer)는 Dolowitz와 Marsh가 정치학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학 

분야에서 탄생한 용어인 반면 정책 확산(diffusion), 수용(reception) 등의 용

어는 사회학, 사회 인류학, 역사학 분야에서 탄생하였다(Steiner-khamsi, 

2012). 반면,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and lending)이라는 용어는 비교교

육 분야에서 탄생한 용어로 어떤 분야나 국가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이식

되는 것을 말한다(Steiner-khamsi, 2012)

최근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과 정

책 전이(policy transfer)인데, 이 두 개념은 탄생한 학문 분야가 다르듯이 

개념 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개념 간의 차이를 성열관은

(2010)은 ‘능동성’과 ‘방향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정책 전이

(policy transfer)의 경우 국가 간 유사한 정책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을 말하며 단지 이동하는 현상을 뜻할 뿐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능동적인 어감 또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은 타국에서 빌려온 정책을 자국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성열관, 2010).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필요에 맞게 

능동적으로 정책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방향성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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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단어이다. 원조국과 차용국 두 국가의 정책 차용을 함께 일컫고 양

방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정책 차용을 policy borrowing and lend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정책차용(policy borrowing)이

라는 용어에는 차용국의 주체성이 담겨 있으며 자국의 맥락에 맞게 변용하

는 현상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용어 간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정책 학습, 정책 변화, 

정책 전이, 정책 차용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용어는 없다(Steiner-khamsi, 

2012).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특히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 and lend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교육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으며 정책 학습(policy learning)의 용어가 암시하는 긍정적인 결

과만이 아닌 그 결과와 목적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개념이며 차용국

(정책을 빌려오는 국가)뿐만 아니라 원조국(정책을 빌려주는 국가) 양자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Steiner-khamsi, 2012). 또한 차용

국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함의한 개념으로 차용국에서의 변용과정까지 포함

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정책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하며, 정책 차용(policy borrowing)을 “다른 나라의 특정 정책을 가져와 

자국의 맥락에 맞게 활용하고 변용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정책차용 의 

비교교육 분야에서 정책 차용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Steiner-Khamsi(2004b)에 따르면 정책 차용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제도

주의(neo-institutionalism) 이론과 체제이론(system theory)이라고 말한다. 

신제도주의에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

주의 등이 있으나 비교교육 분야에서 흔히 John Meyer 학파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신제도주의로 통칭한다(성열관, 2010). 제도적 구조가 전 지구

적으로 동형화(isomorphism)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별 국

가보다는 보편적인 우세하는 문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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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1994; 하연섭, 2013 재인용).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현재조직이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은 현 문화적 환경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

석되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를 닮아가

는 동형화 현상은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와 합리성

(rationalization) 추구로 해석된다(하연섭, 2013). 특정 제도가 세계 각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특정 제도가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

이며 국가 내부의 내생적 변수가 아닌 외생적인 힘에 의해 제도들이 닮아

가는 것이다.

반면 Niklas Luhman과 Schriewer, Steiner-Khamsi 등이 주장하는 체제이

론의 관점에서는 정책 차용은 자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일어나며 자국 

내부의 내생적 변수로써 해석이 가능하며 자국 내부의 맥락적이고 미시적

인 요소를 더 고려하여 정책 차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성열관, 2010). 체

제 이론의 핵심 개념은 외부화(externalization)와 자기참조성

(self-referentiality)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외부화는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논리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외부의 우월한 권위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성열관, 2010). 현재 세계적으로 분권화, 단위학교 책임경영, 학교선

택권 확 , 책무성 강조 등의 몇 가지 핵심적 동향 또한 영미권을 중심으

로 한 선진국의 아이디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진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부화는 많은 연구들(halpin & Troyna, 1995; schriewer, 1990; 

phillips, 1993;  steinerkhamsi, 2000; steiner-khamsi & quist, 2000)에서 교

육정책 차용의 정치적 목적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자국 내부에서 거센 반

발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의 경우 이것에 한 논란을 잠식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가나 공무원들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정책 차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화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정책 차용을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행하기도 하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기구가 빈곤 경감, 구조 조정, 좋은 거버넌스 등을 

이유로 특정 개혁정책을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으로 유도하는데 이 경우, 

개발도상국은 외부 펀딩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책 차용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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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er-khamsi, 2006). 이렇게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정책 차용이 일어나

는 경우에도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개혁안이 마치 글로벌 기준인 양 인식되

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외부의 기준에 눈을 돌리는 외

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참조성은 자국의 맥락을 강조하는 것으로 차용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 차용된 이후에 자국 내부의 체제인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의 기본 

맥락을 참고하여 그것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성열관, 2010).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비되는 관점 중에서 체제이론의 관점으로 정책 

차용 현상을 설명하는 Steiner-Khamsi 학파의 정책차용론의 관점을 택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관심이 세계문화

라는 거시적 틀보다는 국가 내부의 정책 차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미

시적이고 내생적 변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내부의 맥락

에 한 고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정책차용 의 과정1 )

교육정책 차용 과정에 해 연구한 Phillips와 Ochs(2003)는 교육정책 차

용의 4단계를 설명하면서, 한 국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도입되고,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실행해나가고 마침내 내재화되는지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차용 과정을 Phillips와 Ochs(2003)의 연

구를 원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책차용의 4단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Ⅱ-6>과 같다. 

1) Phillips & Ochs(2003)의 연구를 인용·요약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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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유인 단계
<2단계>

결정
<3단계>

실행

<4단계>

내재화/내면
화

<자극>

· 정치적 

  변화

· 체제 붕괴

· 내부

 불만족

· 부정적 

  외부평가

· 새로운 

  환경설정

· 지식이나 

  기술 혁신

<가능성구체화>

· 철학

· 포부/목적

· 전략

· 구조

· 과정

· 기술

<잘못된 결정>

· 이론적

· 겉치레적

· 실행불가능

· 미봉적 해결책

· 적용

· 맥락의 적합성

· 변화 속도

· 중요한 주체들

(지지 혹은 저항)

· 존재하는 시스템 

/체제에 영향

· 흡수정도 파악

· 종합

· 평가

<표 Ⅱ-6> 정책 차용 과정

*출처: Phillips, D. & Ochs, K.(2003)의 정책 차용 과정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유인  단 계

이 단계에서 다른 나라의 정책이 유인력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요소로 이

루어져 있다. 이 요소는 자극과 가능성 구체화이다. 자극은 자국의 부족함

을 깨닫고 변화의 필요성이 두되어 타국의 사례를 참조할 관심을 끄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 교사, 학생 등에게서 국가 교육 시스템의 불

만이 늘어나거나,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둠으로 인해 자국의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는 것 등을 통

해 자국의 교육 제도를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한편, 이 단계는 

교육 시스템에 한 철저한 분석과 지식에 기반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체제 붕괴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도 촉발된다. 이러한 자국 내의 

교육 시스템의 부족함과 여러 외부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

의 사례에 한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과정은 가능성 구체화 과정이다. 자국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것이 자국에 들어왔을 때 적용가능한지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는 타국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자국의 교육 목표를 정하고,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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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과정, 기술을 구상하여 이것들이 자국 맥락에서 가능한지 검토한 후, 

실제로 실행 가능할 것인지를 견주어 보는 단계이다.

 

2 )  결정  단 계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정부나 교육 기관에서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여러 시도들을 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할 정책 

차용의 예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막연한 이론적 도입

이 있다. 막연한 수준에서 교육의 다양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외치면서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겉치레적 도입이다. 

이것은 외국에서 잠깐 참고하러 갔다 온 교육부 장관 등이 유권자에게 즉

각적인 어필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을 들여오는 것

을 말한다. 여기서 겉치레적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현실에서 도입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는 실행불가능한 도입이다. 특정 

지표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자국의 여러 맥락을 고려해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정책을 차용해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마지막 예로는 

미봉적 해결책이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일례로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결과 중심 교육(Outcomes based education)에 한 관심을 

들 수 있다. OBE는 이것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

았고 충분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즉, 빠른 도입으로 인하여 기 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한 사례이다. 

3 )  실 행  단 계

이 단계에서는 자국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믿음과 이 정책이 그것을 해결

해줄 것이라는 동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실행된다. 실행 단

계에 이르러서는 실제로 타국의 정책을 차용하여 자국에서 적용하는 단계

이다. 이때 적응의 정도는 빠르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는 자국의 상황적 요소에 의해 달려 있다. 적응 정도는 수많은 상황적 

요소에 달려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주요한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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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도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지지

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 하는 세력에 의

해 저항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저항에는 불응, 연기하는 전략, 무의사결정

(non-decision) 등이 있을 수 있다.

4 )  내재화 ( 내면 화 )  단 계

이 단계는 차용된 정책이 자국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해나가

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일련의 4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기존 시스템

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 후에 차용된 타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흡수되었는지를 자국의 맥락 내에서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

러한 외부에서 들어온 정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이해관계

자들의 이해관계를 합쳐서 하나의 정책으로 종합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

로, 반성과 평가를 통해 차용된 정책이 기 한 효과에 미쳤는지를 판단하

게 된다. 이 단계에서 누가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진다. 

라. 정책차용 과 맥락화

다른 나라의 정책이 외부로부터 오면서 정책은 변용되고 그 국가와 지역

의 맥락에 맞게 적응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 옮겨지면, 그것은 변한다”

는 Cowen(2009)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의 정책이 자국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기존 교육 체제와 섞이고 뒤엉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Phillips와 

Ochs(2003)의 연구에서도 정책 차용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에 존재하

는 시스템 내에서 차용된 정책이 흡수되고 동화되는 과정인 내재화 과정을 

거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아무리 신자유주의와 같은 거 한 세계 흐름 

속에서 도입된 정책도 실제로 시행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국가와 지역

에 맥락에 맞게 다시 재구조화하고, 여러 번에 걸친 수정과 협상 과정 등

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다(Ball, 1995). 

여러 연구(Silva, 2012; Steiner-khamsi, 2002)에서 특정 교육정책이 차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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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그 본래의 모델은 사라지고 각 국가와 지역, 학교에 맞게 바뀌어나

가는 현상을 밝힌 바 있다. Steiner-khamsi(2002)는 유럽 3국이 글로벌한 환

경 속에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어떻게 자국의 맥락에 맞게 

변해가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녀는 세 국가에서 차용하는 정책은 주로 정책 

도입 시기에 논의 수준에서만 발생하고, 각 지역과 국가 정책으로 바뀌고 

학교 수준에서 실행될 때에는 반드시 차용되어진 그 로의 모델이 아니라

고 하였다. ‘외국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자국의 학교 개혁을 글로벌, 국

제적 기준이라는 구호 아래서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각 국가, 지역, 학교 수준에 이르러서는 그 정책이 본래의 맥락에 맞게 적

응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음 정책과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에서 효

과성 측정, 결과중심 교육, 다문화주의, 질 평가 등과 같은 교육개혁의 유

행어가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맥락에 의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Steiner-khamsi(2002)가 사례 연구한 세 국가에서 모두 외국의 교육

정책을 수입하는 데 저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용된 정책은 결국, 정치가

와 정치적 이해당사자가 처음 차용할 당시의 외부화 논의는 점점 사라지고 

신 차용되어진 모델의 내재화와 로컬 맥락에 강조를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였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국내 모델의 독특성과 참신함이 강조되어진

다고 하였다.

Silva(2012)의 연구의 경우에도 CCT(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이 

각국으로 이동하면서 변하고, 점차적으로 현지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 

CCT(conditional cash transfer)는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등 세 국가의 가

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를 등록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15년 동안 40개국 이상에 차용될 

만큼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마다 다른 이유로 퍼졌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때는 차용할 당시와는 상당 부분 상이하게 변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이처럼 일단 차용된 정책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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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달라지고 기존 제도와 체제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조

국의 정책과는 상당 부분 달라진다. 이를 차용된 정책의 맥락화라고 하며, 

차용된 정책이 자국의 다양한 요소를 만나서 자국의 맥락에 맞게 변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책 차용은 베끼기(copying)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서 글로벌 영향력에 한 저항과 수정 과정, 지역적 적응에 

관하여 면 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Steiner-khamsi, 20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맥락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쳤던 한국 교육계의 당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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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 구  방법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안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정책 차용 과정과 

한국 교육계의 어떤 맥락과 만나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교육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등

장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정책 차용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진단해 볼 것이다. 그 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제안된 5·31 교육개혁과 

그것이 정부 과제로 넘어온 후 법제화되는 시기에 일어난 정책 차용 양상

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차용이 있던 시점 전후로 학교운영위

원회 정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맥락화 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한국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맥락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맥락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쟁점 중에서도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의 지평에 올랐던 국·공립학교

의 심의기구화를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문헌분석과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정책 차용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열관(2010)

과 Dolowitz와 Marsh(2000)의 정책 차용 모형을 연구자가 수정한 모형을 바

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연구 상 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 차용 시부터 국·공립학교의 

성격을 명시한 법령이 제·개정되었던 가장 최근의 시점까지로 상정한다. 

연구 상 범위는 단위 학교와 로컬 단위의 미시적인 수준이 아닌 법령 등

을 통해 살펴본 국가 단위의 거시적인 수준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학교운

영위원회 정책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광역적인 하

향식 추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그것이 어떻게 맥락화 되

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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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모 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모

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모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

져있다. 먼저, [연구 문제1]을 규명하기 위하여 어떤 배경 하에서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정책 차용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 진단해 본 후, 정책 차용이라면 정책 차용 양상은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2]를 규명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중에서 국·공

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화된 한국 사회의 맥락과 과정을 밝히

고자 한다. 

3 . 연 구  분 석 틀

본 연구의 [연구 문제1]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차용 양상 분석은 성

열관(2010)과 Dolowitz와 Marsh(2000)의 정책 차용 모형을 연구자가 수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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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러한 분석틀에 비추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 차용의 분석틀은 다

음 <표 Ⅲ-1>과 같다.

이 분석틀은 육하원칙을 토 로 차용의 주체와 참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시기와 조건에서 차용되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차용이 일어났는지, 무엇

이 차용되었는지, 왜 차용하였는지, 어떻게 차용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려

는 연구 분석틀이다. 생소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 분석틀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성열관(2010)은 정책 차용의 동기는 교훈도출, 경쟁, 합리적 정당

화, 정치적 정당화, 조약, 강조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교훈도출은 

Dolowitz와 Marsh(2000)의 자발적 전이와 유사한 것으로 자국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타국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고자 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쟁의 경우, 여기에 덧붙여 본받고 싶은 상 국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경쟁

하고 싶은 논리가 숨어있다. 합리적 정당화는 특정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선진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 정당화는 주로 정치인들의 사용

하게 되는데, 자국의 산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정책을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을 말한다. 조약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언제 어디서 어디로 누가
무엇

을
왜 어떻게

시기 기간 출처 표적 주체 참여 상 동기 정도 변화 결과

☐과거

☐현재
☐단기

☐장기

☐조직

☐일국

☐다자간국가

☐지역( 륙)

☐지구적

☐조직

☐일국

☐다자간국가

☐지역

☐정부

☐의회

☐조직

☐정치가

☐관료

☐경제계

☐전문가

☐NGO

☐미디어

☐이념

☐담론

☐정책

☐전략

☐교훈도출

☐경쟁

☐합리적정당화

☐정치적정당화

☐조약

☐강조

☐ 베 끼 기

(copying)

☐ 모 방

(emulation)

☐ 종 합

(Mixture)

☐ 영 감

(inspriation)

☐확산적

☐부분적

☐성공

☐모호

☐갈등

☐폐기

<표 Ⅲ-1> 연구문제 1의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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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의 조약을 맺고 특정 정책을 차용해오는 것을 말한다. 강요의 경우 

자발적 동기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특정 정책 전이를 강요받게 되는 경

우를 말한다. 

한편, 성열관(2010)은 누가 정책 차용을 주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정책 차용 과정 연구에서 중요한데, 정책 차용은 정부 관료를 포함한 

정치가와 전문가가 주요 의사결정자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정책의 바람직성이나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차용하

는 반면, 전문가들은 이것의 현실가능성, 실행가능성에 보다 더 관심이 있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차용된 정책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

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익집단, 정치집단, 미디어,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

사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차용 주체와 참여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협조, 갈등, 타협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정책 차용의 정도는 베끼기(copying), 모방(emulation), 종합

(mixture), 영감(inspi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Dolowitz와 Marsh(1996, 2000)

에 따르면, 정책 차용 정도는 이러한 네 수준의 연속적인 과정일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베끼기의 경우 어떠한 변형도 없이 타국의 정책을 그 로 사

용하는 것을 말한다. 모방은 타국의 정책 전체를 베끼는 것은 아니지만 자

국의 정책을 창안할 때 모범적인 규준을 제공할 경우 다소간 차용하는 것

을 말한다. 종합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국가의 정책을 가장 적합하게 만

들기 위해서 여러 요소를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경우, 

타국에서 발생한 비슷한 문제 상황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기 하

여서 신선한 생각과 영감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타국은 영감

만을 제공해주는 역할만을 하므로 최종적인 정책 결과는 타국과는 전혀 다

른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된다. 

이 분석틀의 경우 성열관(2010)의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그는 정책 

전이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를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

책 차용 시점이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네트워크를 

볼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전이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는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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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또한 그가 제안한 정책차용 정도와 준거가 다소 모호한 점을 감안

에 정책 차용 정도는 Dolowitz와 Marsh(2000)를 사용하였다.

4 . 자 료  수 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면담 기법을 활용한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각각의 자료 수집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 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5·31 교육개혁과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들

을 분석하였다. 공식적인 자료들로는 5·31 교육개혁 통령 보고서, 교육

개혁위원회 참고 설명 자료집, 교육부 발간 자료, 공청회와 토론회 자료집,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참고가 

될 만한 정부 출연연구소와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학술저널의 연구논

문, 언론의 보도자료 등도 2차 분석 자료로써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면담2 )

정책 차용 과정에서 일어난 당시 상황은 문헌이나 공식 문서만으로는 알

기 어려우므로 그 전후 사정을 알기 위하여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면담 

상자 선정은 정책 차용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 1995년부터 1996년에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당시 사무관들을 면담 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맥락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당시 교사였고 현재

는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도입 초기부터 관심 있게 지켜 본 교

장들을 상으로 하였다. 다만, 정책 차용과 맥락화 연구가 분리되기 힘든 

것처럼 이 두 면담 그룹이 정책 차용과 맥락화 연구를 위해 완전히 분리되

진 않았으며, 면담 도중 이 두 주제에 관하여 연구자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2) 면담 내용을 인용할 때 최 한 원래 발언을 그 로 옮기고자 하 으나, 학술논문의 성

격과 맞지 않은 표 의 경우 부득이하게 일부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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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면담 

상자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하였다. 면

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자와 면담 도중 준비해 간 질문을 

유연하게 제시하면서 소통함으로써 면담이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하

였다. 연구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 당시 상황, 그 당시 학교와 교

육계 상황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요청서와 질문지

를 발송하여 기억을 미리 떠올릴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한 면담 

상자는 다음 <표 Ⅲ-2>와 같다.

상자
95년 당시 

직책(소속)
현 직책 경력

A 사무관 사무관(교육부) ○○시 부교육감 교육부 관료 15년

B 사무관 사무관(교육부) 학교수 교육부 관료 16년

C 사무관
사무관

(◇◇시 교육청)
국가기관장 교육부 관료 14년

A 교장
교사(중학교)

당시 교원위원
◇◇시 교육청 장학관

총 교육경력 34년

◇◇시 전문직 9년

중등 교장 4년

B 교장
교사(초등학교)

당시 교원위원
교장(초등학교)

총 교육경력 34년

◇◇시 전문직 4년

초등 교장 3년

C 교장 교사(초등학교) 교장(초등학교)

총 교육경력 34년

◇◇시 전문직 4년

초등 교장 2년 8개월

D 교장
교사(초등학교)

연구부장
교장(초등학교)

총 교육경력 35년

95년 당시 교원위원

초등 교장 3년

<표 Ⅲ-2> 면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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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학 교 운 원 회  정 책  차용 의  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명시적으로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서 처음 등장하였지

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등장하기까지의 일련의 배경들이 자리 잡고 있

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이 된 학교단위 책임경영(School 

Based Management)는 1980년  중반부터 등장한 교육시스템의 분권화와 

자율화 논의가 시초가 되어서 등장하였다(김민조, 2007). 1985년 교육개혁

심의회는 교육개혁 10  과제를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육행정의 자율

화였다. 교육개혁심의회(1997)는 교육행정 자율화를 위한 하부 과제로 교육

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행정계층간 기능재분

배,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 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지역별 학발전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 중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강화를 위해 교

육과정 운영의 재량권 확 , 도급경비제 확  실시, 자율적 평가체제 확립 

등을 제안하였다(교육개혁심의회, 1997). 통령교육정책자문기구였던 교육

정책자문회의는 단위학교 행정의 자율성 확 , 민주적 의사결정풍토 확립 

등의 방안을 제안하면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풍토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김민조, 1997 재인용). 하지만 당시만하더라도 이러한 방안들이 제안되기

는 하였으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틀이 마련

되지는 않았다(정수현 외, 2004). 

한편 이러한 논의는 1980년  후반부터 사회 제 부문에 휘몰아치기 시작

한 민주화 공방으로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의사

결정권권의 분산, 거버넌스의 개편 등의 요구와 함께 지속되었다(김성열, 

1994). 따라서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이 등장하였는데 거시적으로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고, 교육과정 결정에서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으며, 단위학교 차

원에서는 교장임기제가 시행되었고, 다양한 의사수렴기구가 나타났다(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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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1994). 또한,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족하고, 1989년에

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1990년에는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

’ 등이 발족되면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과 학교운영에 한 적극

적인 참여와 다양한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등장하였다(정수현 외,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자치에 한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마련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은 일반행정으로 분리·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중앙의 지시와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

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가는 과정에서 1995년 문민정부의 교

육개혁안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고(교육개혁위원회, 1995a),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단

위학교 내 의사결정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박세훈, 2000; 정수현 외, 2004). 

요컨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내의 교육민주화, 학교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단위 책임경영 등과 같은 일련의 배경과 흐름 속에서 제안되었으며 학

교단위 책임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등장하게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2 . 학 교 운 원 회  정 책  차용  여 부  진 단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학교단위 책임경영, 참여적 의사결정, 학교 공동

체 등의 개념이 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단위학교의 교육관련 주체가 함께 학교운영 방안에 해 협의하고 논의

하는 장을 마련할 암묵적인 필요성이라는 공감 가 형성되는 시점에 등장

하였다. 또한 그동안 단위학교에서는 교장의 독단적인 권한과 학부모 조직

이 재정충당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문제들을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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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서는 학교공동체 구

축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등장하였던 것

이다. 이 시점은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도입 배경인 학교공동체, 

학교단위 책임경영,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등의 논의가 교육계 내부와 학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정

책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소개될 당시와 이것을 정부 정책으로 구체

화되는 시기에 차용이 일어났다. 여러 선행 연구(성열관, 2010; Dolowitz& 

Marsh, 2000)에서 정책 차용 정도의 스펙트럼은 베끼기(copying), 모방

(emulation), 종합(mixture), 영감(inspiration) 등으로 다양했으며, 정책 차용

이라는 개념이 외국의 정책을 자국의 실정과 무관하게 베끼는 현상을 가리

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차용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책의 씨앗은 우리나라 내부 전후 사정과 맥

락에서 뿌려졌으나 정책을 도입하고 구체화하는 시기에는 자국 밖으로 눈

을 돌리는 외부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국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으로 기 하였다. 또한 도입된 이후에 내부의 여러 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변용되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참조이론으

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정책 차용의 개념이 자국 내부

의 합의가 전무한 상태에서 외국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베껴오는 현상을 가

리키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닌, 국가 간 정책이 이동하는 현상과 자국 내부

에 맞게 변용되어 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개념임을 고려할 때 학

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차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 학 교 운 원 회 의  정 책  차용  양상

위 두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 교육계 내·외부의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민주화 논의 등 여러 실천적 논

의가 불씨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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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차용’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정책 차용이 일어났는

지를 그려보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 차용 과정을 연구 분석틀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 <표 Ⅳ-1>와 같다.

가. 정책 차용 의 시기   기 간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의 시기는 과거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차용이 일어난 시기는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의 교육

개혁방안이 나오면서 여러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되면서이다. 문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총 4차례에 걸쳐서 120개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중 1차 개혁안에서 제안되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가 발간한 참고설명자료집(교육개혁위원회, 1995b)에서는 외국의 사례로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인 Governing Body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해서 

소개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용이 일어난 시기는 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의 과제를 실제 정

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시기에 일어났다. 정부 과제로 넘어왔던 이 시기에

는 정부 관료들에 의해 외국의 정책을 참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누가
무엇

을
왜 어떻게

시기 기간 출처 표적 주체 참여 상 동기 정도 변화 결과

☑과거

☐현재
☑단기

☐장기

☐조직

☑일국

☐다자간국가

☐지역( 륙)

☐지구적

☐조직

☑일국

☐다자간국가

☐지역

☑정부

☐의회

☐조직

☐정치

가

☑관료

☐경제

계

☑전문

가

☑ NGO

☑미디

어

☐이념

☐담론

☑정책

☐전략

☑ 교훈도출

☐경 쟁

☑ 합리적정당

화

☐ 정치적정당

화

☐ 조약

☐ 강조

☐베끼기

(copying)

☑모방

(emulation)

☑종합

(Mixture)

☑영감

(inspriation)

☑확산

적

☐부분

적

☑성공

☐모호

☐갈등

☐폐기

<표 Ⅳ-1> 학교운 원회 정책 차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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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이 일어난 시기는 교육개혁위원회가 결

성된 이후부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확정되는 시기인 1996년 2월까지 집중적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차용의 기간은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

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이 이슈화되고 그것이 법률로 만들어지기까지 1년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안병영(1999, p. 6)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창안과정에 참여했던 개혁세력은 얼마간 여론수렴을 위

한 노력 한 게 사실이지만, 대체로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숙의를 통

하여 정책을 창안하고 그 결정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안병영, 1999, p. 6)

문민정부 교육개혁이 기존에 다른 교육개혁과 다른 점은 (중략) 개

혁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집행절차를 

밟았다는 점 (중략) 등이다(안병영, 1999, p. 6)

즉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빠르게 차용

이 일어난 배경에는 당시 교육개혁이 통령 직속 교육개혁기구를 통해 추

진되었으며 최고 정책결정자인 통령의 강력한 교육개혁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정부주도의 중앙집권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윤정일 외, 

2003). 이와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에 한 교육계의 반응이 그리 부

정적이지 않았던 탓도 빠른 정책 입안과 이에 따른 급진적인 정책 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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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몫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빨라도 너무 빨리 추진되었죠. 5·31 발표

되고 두 달 만에 법과 지침 만들어졌잖아요. 왜 이렇게 빨랐냐하면 

국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것 한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학교장도 도입 취

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교육부가 

못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당시 정책을 추진한 사무관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된 

데에는 도입 목적 자체를 크게 반 하는 세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큰 반

 세력이었던 학교장조차도 학교공동체 구축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목적과 취지 자체를 공감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

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된 데에는 교육계 내부의 

큰 호응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책 차용도 급속도로 추

진되었다.

나. 정책 차용 의 출 처

학교운영위원회는 영국, 미국,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단위학교의 자

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되었으며 당시 정부 관료들은 선진국

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미국, 일본의 사친회, 독일 등 여러 나라

의 대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했었고 다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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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선

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윤정일 외, 2003). 학교운

영위원회 정책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국가마다 어떻게 구성되고 주체는 

누구인지, 회의 진행 방식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각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당시 지방교육자치가 가장 활발

하다고 알려진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dy를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자치, 지방자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교장 권한이 많더라고요. 독일은 교

장권한도 없고 학교는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는 곳이고 학교자치 면

에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와 유사하

고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부모들이 관여하는데 영국의 학교운영위원

회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게 된 거죠” -C 사무관(당시 학교운

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제가 영국 것을 많이 참조했죠. 영국은 보니까 최고의 의사결정기

구에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해임과 초빙도 할 수 

있고요. 예산도 거기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앞서가는 쪽에

서는 이 정도까지 앞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운영위

원회가 학부모 의견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굉장

히 존중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참고를 많이 

했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초기 영국의 정책을 가장 많이 참고한 이유는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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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 자치와 지방 자치의 선구적이고 고전적인 

모범으로 인식되었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높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기구였기 때문이다. 

다. 정책 차용 의 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차용한 후에 그 표적 단위는 지방 수준이 아닌 

전국 단위 수준의 정부 주도의 정책이었다. 즉 특정 지역이나 조직 단위가 

아닌 한국의 모든 초·중등학교를 상으로 하는 광역적인 정책이었다. 이

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국가 주도의 장·단기적

인 종합적인 개혁안이 나온 이후에 정부가 명분을 포함한 당위성을 내세운 

하향식, 연역적 방식을 취함으로써 권위주의적이고 지시적 행태를 보였다

(이시용, 최희선, 김용식, 1998). 이러한 추진 행태는 설사 그 정책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단위 학교의 자발성과 내적 

동기에 의한 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모순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볼 수 있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 또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단위 학

교의 자율성 증 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전국 단위

의 일괄적 시행 양상을 보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1995년 2학기 355

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8월 31일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

해,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면 

실시할 만큼 정책의 표적 단위는 국가 전체로 광범위한 정책에 속한다. 

라. 정책 차용 의 주체 와 참여자

앞서 밝혔듯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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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개혁안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

는 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라는 정책 창안기관에서 거시적이고 단

순한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교육부에서는 이 과제를 이어받아서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화하고 의사결정 하는 교육개

혁 정책추진의 속성을 변하고 있다(안병영, 1999).

“그 당시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된 다음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구체화

시키고 입안할 때 교육부가 관여했거든요. 청와대가 5·31 교육개혁 발표할 

때는 아주 간단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한다, 학부모 지역인사, 지역

사회 인사를 반영해서 한다.’ 이 정도이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 어떤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 정한 거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5·31 교육개혁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목표를 정하고, 정책 과

제를 탐색, 결정하는 일”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일은 교육부

에서 맡게 되었는데 교육개혁위원회 개혁안의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예산, 인사 등 정책수단의 동원, 그리고 실시시기의 결정 등 시간배

열 등 기본적 프로그램화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

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안병영, 1999). 이 과정에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1차 의사결정을 했을 당시와 교육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할 시

점의 두 차례에 걸친 정책 차용이 일어났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은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소개될 당시 주체적인 역할

을 했던 인물들은 제2소위원회 소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이었다(교육

개혁위원회, 1996). 제2소위원회에서는 교육재정확충,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사기앙양, 학교공동체 중심 교육운영 등에 관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

는데, 학교공동체 중심의 교육 운영의 하위 과제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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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참고 설명자료집(교육개혁위원회, 

1995b)에서는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외 사례로 소개해 놓았음에 비추

어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정책 창안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 교육부에서 정책 차용을 주도했던 주체는 그 당시 교육부의 지방

교육자치국의 공무원들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방교육자치국에 맡겨졌고 정책을 실제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부 관료들이 차용에 관여했다. 

“5·31교육개혁 이후에 정부차원에서 5·31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만 시찰단을 만들어가지고 영국과 

캐나다 이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쪽이 발달되

어 있으니까. 약 이 주간. 그래서 영국에 대한 제도를 가서 직접 보

고 운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돌

아왔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중략) 영국 정부와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가 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를 수

집하고 왔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정책연구자료가 있었죠. 그 연구자들도 영국 다녀왔었고 그 당시 

A사무관도 같이 영국 갔다 왔어요. 정책 연구자료 당연히 참고하니

까 이것도 참고하죠.“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

자)-

즉 5·31 교육개혁 당시 큰 틀만 있었던 교육개혁과제가 정부 정책 과제

로 넘어오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여러 관점에서 현실 가능성을 검토해 봐야 

했는데, 이를 위해 당시 관료들은 5·31 교육개혁 시찰단을 창설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담당했던 담당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보기 위해 영국과 캐나

다를 방문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담당자는 교육개혁시찰

단 외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등도 검토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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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에 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과 정부 관료의 정책

차용 과정에서 보여준 정책 제안 방식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해볼 수 있는

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제안

했던 반면, 정부 관료들은 이것을 보다 더 현장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였

으며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었다(성열관, 2010). 

한편 이 과정에서 정책차용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나 다양한 참여자들

이 직·간접적으로 이 정책에 관여하였는데 언론이나 각종 NGO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또한 정부 공무원들도 

이러한 이해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것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차용이 되는 시점과 그 직후의 사건들로서 직

접적으로 외국 정책을 차용한 주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정책이 맥락에 맞

게 변용되는 과정까지도 차용의 넓은 개념에 속하는 바 이 또한 정책 차용

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화와 관련하여서는 2장에서 더 자세

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용된 정책이 다소 변형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NGO있잖아요. 학부모 실현연대라든지.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학부모 관련된 NGO를 수없이 토론하고 많이 가서 이건 어떤지를 청

취를 했죠. 그런 다음 또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전국 장학

사 회의를 2번이나 소집 했고요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제가 2번이나 

주재를 했어요. 초안을 따져가면서. 기능은 뭘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학부모 관련단체라든지 시도교육청 장학사모임이라든지 그다

음에 과장모임도 했고 그 다음에 부교육감모임도 해서 최종안을 만

들었어요.”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종합해보자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에는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관여를 했으며, 교육개혁위원들이 부분 교육계 전문가들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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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차용을 주도했으며, 이후 정부의 공무원에 의해

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차용이 한 번 더 일어났다. 또한 차용된 

정책을 맥락화 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정책에 

개입하였다.

마. 정책 차용 의 상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에서 차용의 상이 된 것은 이념이나 담론,  

전략 수준이 아닌 외국의 정책 그 자체였다. 면담 결과 각국의 사례를 두

루 참고 하였으나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고 

밝혀졌으므로, 여기에서는 영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의 주 상은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Governing 

Body)이다. 이는 1944년 교육법에 의해 처음 제안된 제도이며 1980년 교육

법은 1977년에 발간된 테일러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학교운영위원회

를 모든 초·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인사

로 구성위원을 규정하였다(Sung, 1997). 그 후 1986년 교육법에서 학부모 

참여비율을 늘리며 이후 1988년 교육개혁법에 의해 학교자치관리제(Local 

Management of School; LMS)가 도입되면서 학교예산 편성과 학교 교직원 

임용, 학생 입학 결정 등에 관한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정일용, 2013). 이로써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단위학교 의

사결정기구의 주춧돌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제도인 바,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인사, 재정 등 학교 운영 제반 사항들에 관해 협의하게 되

는 기구인 것이다. 정책 차용의 표적이 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기능 등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교부금

지원학교(Grant-Maintained School), 특별계약학교(Voluntary Aides and 

Schools), 지방의 통제를 받은 학교(Country and Controlled School) 등이 이

에 속한다(신상명, 2000a). 학교운영위원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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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LEA)의 추천받은 자, 교사들의 선출에 의해 선발된 교사위원, 

지역사회 인사, 재단이 있는 경우 재단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

의 임기는 4년이며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

도 운영위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으나, 교사위원의 경우 학교를 옮길 경우 

교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정일용, 2013). 운영위원의 구성은 학교 

규모에 따라 위원정수가 다른데 이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출처: 신상명(2000b) 수정·보완

위원정수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다르지만 체로 학부모와 지역교육청

에서 임명한 인사의 비율이 25% 내외였다. 교사의 경우 1~2명 정도의 소수

만 참여하도록 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인사의 비율은 

운영위원의 비율 중 가장 높게 설정해놓았는데 그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교장은 원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가능하나 부분 참여하는 편이며(정일용, 

2013), 위원이 아니더라도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신

상명, 2000a).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임명, 교육과정과 

교수·학습활동 점검, 학생들의 학업성취결과 분석과 통보, 학교 예산에 관

한 집행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결이다. 또한 매

년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매년 보

고서를 발간하는 일을 한다. 

학생수 학부모 LEA피임명자 교사 지역사회인사 교장 총 인원수

~99 2(22.2%) 2(22.2%) 1(11.1%) 3(33.3%) 1(11.1%) 9(100%)

100~299 3(25%) 3(25%) 1(0.8%) 4(33.3%) 1(0.8%) 12(100%)

300~599 4(25%) 4(25%) 2(12.5%) 5(31.2%) 1(6.3%) 16(100%)

600~ 5(26.3%) 5(26.3%) 2(10.5%) 6(31.6%) 1(5.3%) 19(100%)

<표 Ⅳ-2> 국의 학교운 원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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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책 차용 의 동기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롤 모델로 하여 우리나

라의 정책 설계를 하는 데 귀감으로 삼으려는 ‘교훈 도출’에 해당한다. 

당시 단위학교에는 육성회, 어머니회, 사친회 등의 학부모 조직이 있었으

나, 학교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했을 뿐더

러 육성회비 등의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한 창구로 전락해버린 병폐를 해소

할 무언가가 필요하였다. 

“94년 12월에 육성회를 제도적으로 바꾸겠다고 교육부에서 먼저 공

고가 되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때 육성회가 

문제가 많았죠. 미군정 때 들어온 미국의 사친회가 기성회로 변하고 

육성회로 변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 치맛바람 등의 문제로 말

이 많았어요. 이 필요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

죠.” -C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또한 우리나라 교육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중앙집권적 하향식 

문화를 개선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

교공동체 구축과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단위학교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였다. 이런 필요성 속에서 이미 앞서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 여러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하고자 했으며, 그 중 영국에서 시

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특히 주목하게 된다. 영국의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교 자치를 확보하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정책 차

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와 함께 정책 차용은 선진국의 권위를 빌려서 ‘정당화’ 기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함께 보였다. 사실 5·31 교육개혁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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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내세웠던 논리인 학교단위 

책임경영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교육에서의 학부모 참여 

등과 관련한 개념 역시 서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보통 보면 학부모라든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나라가 대

부분 선진국이에요. 생각이 오픈되고 뭔가 정책의 효율성이 선진국

이 높다고.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부분 선진국에 있었어요. 

그러니 제도 자체가 종전에는 혼자만 하다가 관련자모아서 같이 한

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 마인드거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

회 정책 담당자)-

이런 개념들은 선진국의 제도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에 논

의의 지평에 올랐으며 학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상이 되었던 개념들이었

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은 서구를 중심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 단위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학부모 참여 등의 개념 등이 세계적으로 자연스럽

게 등장하였던 때와 궤를 같이 하면서 선진국의 권위를 빌어 단위 학교의 

의사결정기구의 도입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부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우리는 이래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영국이 이러하고 있더라 

하니까 아무 저항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보다 선진된 학교제도가 운

영되고 하다보니까 별 무리 없이 한 거지.” -C 사무관(당시 학교운

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이는 Schriewer(1989, 2000, 2003)과 Steiner-Khamsi(2004b)가 주장했던 외

부화(externalization)와도 유사한 것으로 자국의 특정 논리나 아이디어 정

책을 도입할 때 선진국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그 권위를 빌려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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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성열관, 2010).

이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차용과 그 기저 논리인 학교단위 책

임경영, 참여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개념의 도입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아이디어라는 것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요컨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동기에 의해서 차용되었는데, 우리나

라의 당시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증 된 시점에서 외국 사례를 귀

감으로 삼고 여기서 ‘교훈 도출’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두된 배경, 즉,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한 필요성 증 , 참

여적 의사결정 필요성 증 , 학부모 참여, 단위학교 자율성, 책무성 등과 

관련하여 5·31 교육개혁에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이 중 하나인 학교운영

위원회가 등장한 데에는 선진국의 제도라는 권위를 쉽게 수용함으로써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 정책 차용 의 정도

정책 차용의 정도를 교육개혁위원회의 정책 차용 당시와 교육부 정책 수

립 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

원회를 제안할 당시에는 략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

려는 ‘영감(inspiration)’으로 볼 수 있다. 교육개혁안에서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제시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우리나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다소간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수준이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여러 나라의 정책을 ‘혼합(combination)’하려는 노

력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외국 것은 다 봤어요. 영국 것을 많이 참

조했지만 캐나다 일본 미국 것 다 봐가지고 공통적인 요소를 주로 

봤죠. 외국에서 검증된 공통된 분모 기능이나 구성은 참조를 했고 

그 나라 고유의 것은 조금 배제를 했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 일부 참고 했어요.”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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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여러 나라의 단위학교 의사결정

기구들을 부분 보고자 했으며 각국의 학교 의사결정조직의 공통된 속성 

위주로 차용하였다. 예를 들면, 학부모 등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단위학

교 의사결정기구에서 수렴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기구의 존재, 그 기구

의 구성원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교사 등이라는 점이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 개는 인사 및 재정 등에 관한 심의 내지는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한편 여러 국가 중에서도 주로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dy를 ‘모방

(emulation)’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영국의 것을 그 로 베끼는

(Copying)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모방(emulation)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것을 롤 모델로 해서 차용한 거예요. 맨 처음엔 외국 것을 

참고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구성 비율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학교발전기금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서 살을 채워 넣은 거죠.” -C 사무관(당시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 담당자)-

“제가 영국 것을 많이 참조했죠. 영국이 100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50정도. 영국은 보니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에요. 인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 해임과 초빙도 할 수 있고요. 예산도 거기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중략) 그 중에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뺏

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제외시

키고 우리 맥락에 맞게 변용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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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교육정책을 차용함에 있어서 자국의 정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맥락에 기초하면서 차용된 정책의 활용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자

기 참조 이론에 의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성열관, 2010). 즉 외부의 정책

을 무조건적으로 베끼었던(copying)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나라에 놓여 있

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 수준, 방법 등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자기 참조’에 기반한 ‘모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밝혔듯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될 당시

와 교육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성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정책차용 정

도가 달랐다. 이는 정책 차용 정도는 차용 주체와 정책 창안의 어느 단계

에서 차용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그 차용 정도가 달라진다는 특징(Dolowitz 

& Marsh, 2000)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통령 자문기구였고 

급진적인(quick-fix) 교육개혁을 꾀했고, 아젠다 설정 단계였던 점에서 ‘영

감(inspriation)’ 정도였으며, 교육부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정부 공무원들에 

의해 더 현실가능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국 정책 사례를 ‘혼

합(combination)’하였다. 교육부 정책 담당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

로 학부모 의사결정기구가 있다는 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교사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 지방교육

자치의 요람으로 알려지고 단위학교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국의 학

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성 비

율, 기능, 성격 등을 일정 부분 ‘모방(emulation)’한 것은 사실이나 각 국

은 고유한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상당 부분은 우리 특성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자 . 정책 차용 의 변화와 결 과

학교운영위원회는 도입 당시부터 언론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정책으로, 교육부에서도 관심과 기 를 가지고 당시에 교육부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전개했던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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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장관이 직접 강의도 다니고 교육감 대상으로 회

의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로서는 당시 1번 사업

이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교육부 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도록 독려도 했습니다. 우리 부서뿐

만 아니라 김영삼 정부의 교육부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님도 나서게 되었죠.”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

자)-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차용된 정책의 변화의 정도는 상당히 ‘확산

적’이었다. 교육부는 1995년 7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

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1995년 2학기 시범실시를 거쳐서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설치하

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국·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

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는 가히 ‘확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공’적

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김병찬, 2007; 김성열, 2006; 정수

현, 박상완, 2005).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차용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학

교운영위원회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김병찬, 2007; 김성

열, 2001; 김혜미, 민병익, 2012; 안율종, 2002; 양승실, 2000; 오영재, 2003 

등)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단위학교 수준에서 시행 양

상이 모두 다르고 그것의 성과를 밝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범위가 

벗어나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목표에 비추

어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평가만을 다루고자 한다. 당초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의도였던 ‘참여적 의사결정’과 ‘학교공동체 구축’의 측면에서는 

체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었다(김병찬, 2007; 

김성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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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육감이 된 지금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만큼 성공적으로 정

착한 정책도 없죠. 몇 가지 부작용이 있긴 하나 이는 어느 정책이든 

이 정도는 다 있는 거고요.”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에 관한 교장들과의 면담 결과 그동안 소외되어 있

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들어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여 

폐쇄체제에서 개방체제로 학교체제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의 

민주화와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구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

다.

“교장의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더 있어요. 교장 혼자서 결

정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학부모나 교사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C 교장(당시 교사)-

“운영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더 민주화되고 합리화

되지 않았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요. 학교운영을 하다보면 학

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학부모를 대표하여

서 의견을 들어 봐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거꾸로 학교운영에 관

하여 홍보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다른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해

야 할 경우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A 교장(당시 교사)-

“도입 자체의 목적이 정책 결정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집단의 생각을 모은다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B 교장(당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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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으로서는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학

부모, 교사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학교장으로서

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의견 들어보기가 쉬우니까 좋죠.” 

-C 교장(당시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일종의 opinion leader로서의 역할을 한

다고 보고 학교장이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존중하려고 하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D 교장(당시 교사)-   

선행 연구(김병찬, 2007; 김성열, 2006; 정수현, 박상완, 2005)와 같이 학

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의도 했었던 참여적 의사결정체, 학교 공동체 구축이

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 학 교 운 원 회  정 책 의  맥 락 화

외국에서 차용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자국과 

지역의 상황에 맞게 수정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지역주의(localism)

와 재맥락화(recontextualisation)가 나타난다(Ball, 1998). 따라서 본 절에서

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차용이 일어난 후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적 요소와 

만나 변용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계와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

았고 정책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서도 제일 큰 고민의 지점이었다고 밝혀

진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환경적 맥락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정

책이 가장 많이 차용했다고 밝혀진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으로 한정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화된 한국적 맥

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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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리매김하기까지 어떠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그 성격이 고

착되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당시 한국 교육계의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이해 집단 간 논쟁

당시 교육부장관인 안병영(1999, p. 11)은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언급하

면서 “교육쟁점이 흔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상충이나 이념적 성격을 함축

하는 경우가 많아 개혁의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

다.”고 역설하였다. 그만큼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시 교육개혁과제 중에 학

부모를 비롯한 교육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립되었던 정책이었다. 가

장 많은 논쟁이 있었던 지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

서 의결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이 기구를 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자문기구로 할 건지, 아니면 의결

기구로 할 건지에 대해서요.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이해당사자 간

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담당 

사무관)-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법제화할 때 관여했던 정책 담당자의 면담 

내용에서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자문기구란 단지 필요시 조력자의 위치에서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로서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며, 심의기구는 이 기구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

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기구를 말하며, 의결기구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하는 기구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이다(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이 지점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단위학교의 

새로운 협의체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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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행정조직 및 단위학교 내 거버넌스(governance)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해 집단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매스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따라 그 

기능과 권한 부여 정도에 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던 것이

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수립 당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

국 학부모회, 인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  등의 학부모 집단과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연합(전교조) 등의 교원 단체, 교장 집

단, 교육 관련 연구소 등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에서도 수많은 보도 

자료를 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당시 여러 이해 집단별 견해와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 <표 

Ⅳ-3>와 같다.

우선 학부모 단체의 경우 참교육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  모

두 의결권을 주장하였다. 두 단체의 경우 그 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제한성을 부각시키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기회 

확 를 주장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의사결

정기구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해 집단 관련 단체 주장

학부모 집단
참교육학부모회 의결 기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 의결 기구

교원 집단
한국 교총 합의제 집행기구, 자문기구

전교조 의결 기구

교장 집단 중등교장회 등 자문기구, 후원기구

교육 관련 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1안: 자문·심의·의결하는 자치기구

2안: 논의 및 협의를 하는 학교자치기구

<표 Ⅳ-3> 학교운 원회 성격과 련한 이해 집단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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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풍자 공동대표는 “학부모의 의견을 실질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일임되면 학교간 경쟁에 따른 입시교육이 더욱 심화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며 “운영위원회에 교과운영에 대한 결정권

뿐만 아니라 예결산권 등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만 

학부모의 교육참여라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겨례

신문, 1995.2.2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 (중략) 또 학교 예결산이 공개되고 학부모가 이를 심의·의결

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 모임을 활성화되도록 적극 

후원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대표 모임뿐 아니라 전체회의가 상설화 

되도록 해야 무관심과 비민주의 우려를 피할 수 있다(동아일보, 

1995.7.24.).

이러한 학부모단체들은 그동안 학교 내에 존재하던 학부모단체가 학교재

정 충당 창구로 전락한 데에 우려를 표명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

한 학교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구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던 것이다. 

한편 교사들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자체에는 큰 반발은 없었으나 

교원단체별로 단체의 이념과 성격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지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합의제 집행기구 혹은 자문기

구로서의 성격으로 부여되길 주장했는데, 특히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교사들의 전문성이 위축될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은 존중하되 자문 정

도의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다른 교원집단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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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부여를 주장하며, 그 동안 불합리한 근무 여건과 불충분한 교육 여

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바랐다. 전교조

와 학부모 단체의 경우 의결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의 공통점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책자와 전국 순회강연을 다니는 등 학교운영위원

회에 한 큰 기 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가장 큰 반발세력이었던 교장 집단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만 요구하였다. 

“교장들은 그 당시에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장 같은 경우에는 싫어했죠.” -A 교장

(당시 교사)-

“교장선생님들 반발이 제일 심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교장선생님들

이 다 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는 그런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전교조 안이다. 전교조가 주장하

는 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좌우간 제가 전교조 

연수 들어가서 강의하면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어요.” -A 사무관(당

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교장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가 제일 많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결정권이 없

는 것은 참여해서 무슨 소용 있냐 이런 거죠.” -B 사무관(당시 학

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그동안 학교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던 교장들로서는 다양한 주체

의 학교 운영의 참여가 자신의 경영권 침해라고 생각했으며, 도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인 자문 기능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 교육 관련 연구소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정부의 수탁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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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전문성을 바

탕으로 2가지 안을 내놓으며 실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기존 단위학교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출하였으며, 

그 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학부모집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교사집단의 경우 자

신의 전문성 침해를 우려하였지만 단위학교 내에서 분권적 의사결정이 이

루어지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다. 각 집단들은 교육정책이 자기 

노선에 부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하거

나 언론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정책 형성 과정

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 별 첨예한 갈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이 기존 학

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고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작업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반상진, 1995). 

“‘학교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이다’라고 생각

합니다. 학교가 전문 조직이고 교육 조직인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립된 이해관계가 맞서는 정치적 장인데 사실 교육개혁

안은 이상적이어서 그러한 현실을 잘 보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서는 심의기구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

다.”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이해 집단이 개입되어 좀 더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되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해 

집단 별 립구도는 정책 담당자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 67 -

담당자들이 이러한 각계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반영하도록 하였다. 

“여러 집단의 의견을 정말 많이 청취하러 다녔어요. 교장의 반발이 

가장 심했는데 학부모 집단의 경우는 대 찬성했죠.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서 문제가 뭔지, 왜 그런지 들었고 당시 시민단체들 정말 많이 

찾아갔어요. 가서 취지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런 제도인데 반대하

시면 하지 말까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각 계의 요구를 수용하려

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던 정책입니다.” -A 사무관(당시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나. 학교운 원회 성 격  변천 과정

교육개혁안이 제안된 후 1995년 2학기 시범실시를 위해 「시범운영안」

을 마련한 이후 이해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과정을 거치기까지 학교운영

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총 4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다음 <표 Ⅳ-4>와 같다. 

규정 의결 심의 자문 비고

교육개혁안

(1995.5.31.)
○ ○ ○ 사안별로 의결, 심의, 자문기능  부여

시범운영안

(1995.8.28.)
× ○ ×

의결 기능 삭제, 심의 기능 명시

재심의 요구권 부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996.7.26.)

× ○ × 재심의 요구권 부여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1997.12.13.)

× ○ ×
재심의 요구권 삭제

심의결과 불이행시 교육청 보고

<표 Ⅳ-4> 법령 제·개정에 따른 국·공립 학교운 원회의 성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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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을 당시에는 사안별로 그 성격을 다르게 

규정해놓았다.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선정, 학교

헌장 또는 학교규칙의 제정 등에 관해서는 심의 기능, 교장추천 및 교사추

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지역 사회 기부금 징수 및 관리, 방과 

후 교육활동 실시 여부와 비용에 해서는 의결 기능, 기타 학교운영 제반

사항에 해서는 자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a). 

그러나 이후 교육부의 「시범실시지침」에서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

개정, 학교의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 교과서 

선정,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 급식

과 관련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

청한 사항 등에 한해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도 정착에 따라 심의사항을 

확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의결·심의·자문 기능을 분리하려던 교육개혁

안에 비해서 그 기능이 통합 혹은 의결기능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축소되

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해서 일부 학자와 

언론에서는 의결기능이 배제되어서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는 의견

도 있었다(경향신문, 1995.8.26.). 그러나 시범실시 지침에서는 학교장이 학

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되도록 최 한 노력해야 함을 규

정해놓았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그 로 반영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미루어볼 때, 용어상으로는 심의 기능이지

만 실제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결기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박성식, 1997). 즉 

교육부에서는 재심의 관련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결과를 이행할 구속

력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기관적 요소가 가미된 심의기관’이라고 학교운

영위원회의 성격을 보았다(교육부 학교정책총괄과, 1998).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그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마련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심의기구로써의 성격에 해서는「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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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 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기타 시·도 조례

가 정하는 사항에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운영안과 마

찬가지로 재심의 요구권을 명시해놓았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근거법령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

령」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동안은 통령령과 조례에 위임했던 것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규

정하였다. 또한 재심의 요구권 삭제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의 변화

를 가져왔다. 먼저 교육부는 명확하지 않은 기구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순수 심의기구’로서의 성격

을 명확히 하고자 재심의 요구권을 삭제하였다고 밝혔다(교육부 학교정책

총괄과, 1998). 다만 이러한 재심의 요구권 삭제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심의결과를 최 한 존중하도록 

하고,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즉 심의 결과에 해서 어

느 정도 이행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인 동시에 법

정기구이며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이 정착화 되었다.

                                                                         

다. 당시 한 국  교육계  맥락

앞서 보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안에서 의결권까지 갖도록 하

자는 초기 제안과는 달리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점차 그 기능이 축

소되어 지금은 ‘순수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김용일

(1996)은 학교가 정치적 장이기 때문에 개혁적이었던 교육개혁 원안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학교 현실에 맞게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

였다. 주지하다시피 학교를 포함한 교육조직은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이후부터 실제로 

정부 정책으로 넘어와서 입안될 때까지 자신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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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공립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능으로 그 성격이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쳤

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강화하면 영국처럼 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여서 의결권을 갖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했어요. 의결기구는 너무 학교 현장과 정서적으로 안 맞고 악용할 

사례가 있을 것 같았고요. 아무리 영국 것을 참고했다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영국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학교의 특수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부작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뺐죠.” -A 사무관(당시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정책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영국에서 차용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지

만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 맞고”, “악용할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만들게 했던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고”, “정서적으로 안 맞고”, “악용할 사례”가 있을 수 있던 

“영국과는 다른” “우리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1)  단 학 교  내 교 장 권한  이양 문 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은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야기해

야 했으며 적인 거버넌스의 개편 과정(김병찬, 2010)인 동시에 단위 학

교 내의 권력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문제였다(김용일, 1999).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 권한의 재분배와 관련되어 기존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교

장과 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오은경, 김경이, 1998). 즉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장은 교장 주도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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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인 학부모와 교육의 실질적인 행위자인 교사,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의 인사와 함께 의사결정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

했다. 이 당시에는 학교 내에서는 여러 의사결정기구들(학부모회, 육성회, 

학년협의회, 교직원회의 등)가 있긴 하였으나,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이 반

영된다기보다는 제한적인 참여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운영이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김성열, 1995)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기회를 확 한다는 측면이 강하였다.

“교장선생님이 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했죠.”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 담당자)-

그런데 이러한 단위학교 내의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간단치 않은 문제였

던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로 학교행정시스템이 줄곧 교장 중심이었기 때문

이다(조경원, 정진곤, 김용식, 1997). 단위 학교에서는 줄곧 교장 중심의 권

위적이며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으며(장덕호, 2007) 교장에

게 부분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김성열, 1995; 이인효, 1991). 당시 법률상 교장은 교무통할권과 소속직원

감독권 및 학생감동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학교 운영 제반에 관한 책임자

이자 막중한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자였다(김성열, 1995). 

“우리 교장들끼리 모이면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 좋을 때 교장 한 

번 못해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교장에게 힘

이 매우 집중되었죠. 말하자면 학교에서 교장들의 파워는 매우 셌

죠.” -C 교장(당시 교사)-

이런 맥락에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일종의 단위학교 내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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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변화와 분권화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였다. 교장에게는 기존에 자신

이 가졌던 독단적 권한을 내려놓고 그것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

에게 분배해 줘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한 연구(김병찬, 2006)

에 따르면 교장들은 교장이 되기까지 치열하게 승진의 문턱을 넘었으며 이

런 과정을 거친 후 교장이 된 그들은 ‘교장직을 누리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교

장 자신의 권한에 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경영권 침

해 내지는 기득권 박탈 등의 문제로까지 생각하며 많은 반발을 하였다. 특

히 교장들은 학부모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학교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조경원, 정진곤, 김용식, 1997). 한 연구(오은경, 김경이, 

1998)에서는 당시 교장들은 단위학교 경영에 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위학교 경영을 기득권의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권력재조정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에 한 도전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인식한 일부 교장

들은 도입 초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큰 반감을 드러냈다. 

“교장선생님들 반발이 제일 심했죠. 왜냐면 처음에는 교장선생님들

이 다 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라고 하니까는 그런 거죠.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전교조 안이다. 전교조가 주장하

는 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구요. 좌우간 제가 전교조 

연수 들어가서 강의하면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어요.” -A 사무관(당

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교장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권한을 침해하는 거고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가 제일 많았고 (생략)” -B 사무관(당시 학교운

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학교운영위원회를 담당했던 사무관들은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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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주체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이 과

정에서 교장의 반발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의 정책 차용 모델이 된 영국의 School Governing Body의 경우 교장 

임명, 교사 임명, 재정 등의 기능까지 포함 의결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교장은 학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자가 아닌 의사결정의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 교장의 권한이 오랜 기간 동안 강한 형태를 띠였

기 때문에 그 기능을 영국과 같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의결이라고 하면 학교장 권한을 다 뺐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의결

이라고 해놓으면 학교장은 들러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적 상황에서 진행된 거죠.” -C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정책 실무 담당자는 영국에서 차용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에 하여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지만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 우리 고유의 맥락이었던 학교장

의 집중적인 권한 재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러한 문제

를 고민한 끝에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이 공고화되었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

서 의결해버리면 교장도 학교경영 못하죠. 그런 교장들의 하소연을 

받아들였죠.”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요컨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장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사결정권한의 재분배와 관련하여 거센 반발을 하였고 교육부 또한 기존

에 교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제에 한 전면 수정이 학교경영을 어

렵게 한다는 상황에 한 인식으로 교육부는 당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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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던 의결·심의·자문기능으로 세분화되었던 원안을 심의기구로서의 성

격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화에 해 ‘교장 권한 축소와 경영권 

침해 가능성에 한 우려로 인해 야기될 갈등의 불씨를 제거해 버리기 위

해서’ 라는 주장(조경원, 정진곤, 김용식, 1997)은 우리 교육의 현실에 비

추어 합당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장과 교육청의 편에 서서 기득권을 옹호하려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면담 

결과 그것은 특정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당시 교육계 상황 상 

불가피한 정책적 타협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교장들이 권한이 너무 막강했고, 그동안의 행태들이 권

위적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에 그런 교장의 권위를 타파하려고 적극적이었어요. 언론이 생각하

는 것처럼 교육부가 교장의 편을 들고 옹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

데 의결기구로 해 놓으면 ‘학교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만난 거죠. 그걸 우린 받아들인 거죠. 교장을 

옹호하려는 내부 논의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교장이 반

발하는 것은 기존의 행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논의되었죠.” 

-B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교육부가 기득권이었던 교장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는 주장과 달리 다음에 

논의하게 될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권한이 많지 않은 교육행정조직이라는 

특성에서 그나마 교장에게 집중된 권한 실추가 오히려 단위 학교에서는 운

영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책적 타협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학부모단체의 최고의결기구화

라는 주장과 학교장들의 자문, 후원기구화라는 주장의 절충안이라는 해석

을 내놓았다(한겨례신문, 95.6.4.). 그러나 단순히 정반합 차원의 절충이 아

닌 여러 한국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된 정책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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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언급하였다. 

“단순한 절충안은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서 문제

가 뭔지 왜 그런지 듣고 당시 시민단체들 정말 많이 찾아갔어요. 가

서 취지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거하지 말까요?’ 이런 말까지 하면

서 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절충해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

다.” -A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학부모들은 의결기능해달라고 하고 교육청이나 교장 쪽에서는 오

히려 학교운영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었죠. 그 정책적 타협이 

된 것이 심의죠.” -C 사무관(당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이와 관련하여 정책 담당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에 비하여 학교장이 이를 존중하게 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놓았다. 

이 제도적 장치는 ‘재심의’하도록 한 것이나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축소에 

해서 “학교운영자들에게 쓸데없는 반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의결권이란 표

현을 쓰지 않았을 뿐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필수 자문사항이므

로 사실상 의결기능과 마찬가지”(한겨례, 95.9.25.)라고 했던 것처럼 교장

의 표면적인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에

는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심 끝에 제가 만들었어

요. 왜냐하면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좀 두려워한다고요. 

교육청에서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의결기구를 만들지 않으

면서도 강제하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어요. 그 결

과 나온 게 상급기관에 보고하자는 결론이었죠.” -B 사무관(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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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담당자)-

결국 학교운영위원회가 차용될 당시 학교장 중심의 학교조직 문화와 풍

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기능을 맡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

기 때문에 심의기구로 성격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만들었던 

것은 일종의 우리 맥락을 반영한 정책 변용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  불완 한  학 교  자 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은 영미권에서부터 시작된 지

방교육자치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와 깊은 관련

을 맺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 법률 4347호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그 토 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가

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이 1980년  민주화 운동

으로 전환의 계기를 맞으면서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거버넌스로 바뀌는 토

를 마련하였다. 그 동안 중앙의 통제로 국가단위 교육과정의 전파 및 시

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 많았으나 단위학교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못하였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의 참여권을 배제시켰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도입되었다. 

한편 1980년  후반부터 영미권 등의 서구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가 두되고 있었으며 World Bank와 같은 국제 

기구 등도 교육의 민주화를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있던 터였다(장덕호, 

2007).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또한 1995년 5·31 교육

개혁 전후로 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교경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

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 교육은 경직된 규제에 묶여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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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의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자질과 창의성이 

제대로 배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교육공급자 

편의중심의 경직된 교육만이 학교에 존재하며, 획일화된 교과서 위

주의 싸구려 암기 교육만이 살아남게 되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a: 13) .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는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과 자율과 책무를 전제

로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으로의 방향전환에 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

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선결 조건은 기존의 상부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인사·재정·학사운영 등에 관한 권한이 단위 학교로 폭 이양되는 

것인데(김성열, 1995), 이러한 기존의 교육행정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단위 

학교로 위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보해주는 구체적인 방법

이 학교운영위원회였던 것이다(신현석, 박종필, 2000). 따라서 학교운영위원

회의 도입에는 중앙정부 및 지역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의 권력 이양과 관

련된 거버넌스의 재조정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김병찬, 2010).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삼았던 영국의 경우 괄목할만한 지방자치와 학교

자치의 역사가 있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

체가 먼저 발전하면서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한 민주정치가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을은 주민에 의해 만들

어지고, 도시는 마을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국가는 도시들이 연합되어 만들

어지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정자치”를 실시하였다(안세근, 1998). 비슷

한 과정을 거쳐서 학교와 교육제도 또한 만들어졌는데 마을회관이나 교회

에서 비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도시와 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형식

적인 틀을 갖춘 학교가 등장하였다(안세근, 1998).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

에서 등장한 영국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적고, 지역단위로 운영되기 때문

에(양승실, 2000)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

고 지역 속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처 보수당 정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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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으로는 국

가가 지방교육이나 단위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통제나 

지시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EE)-지방교육당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학교운영

위원회(School Governing Body) 간에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안세근, 1998). 여기에 더하여 1988년 교육

개혁법에서는 미국의 SBM과 유사한 개념인 학교단위 관리제(Local 

Management of Schools, LMS)의 개념이 구체화되어서 단위 학교의 재량권

이 더욱 강화되어 학교자치가 본격화되었다(신상명, 2000b). 이 교육개혁법

에 따라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임용

과 해고, 교장의 업무평가, 조직의 핵심 기능인 인사와 재정과 관련된 실질

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장구한 지방자치제와 학교자치의 역사 

배경 속에서 학교와 구성원들은 그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학교를 꾸려나

갈 충분한 역량이 있었던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

하는 학교운영의 핵심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을 부여받는 것은 

당연했을 수도 있다(손승남, 2001).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와 달랐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일제 강점기

를 거치면서 총독부에서는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하고 감시하기 위한 도구

로 교육이 이용되면서 중앙집권화의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성은 미군

정과 이승만 정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고도로 집권화되고 획일적·통제

적인 양상으로 제도화되어 갔다(안세근, 1997).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후반부터 서서히 민주화의 흐름과 함께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과정 분권화 

등의 거버넌스의 분권화 등을 통해 독점적인 국가의 교육 통제권을 미약하

나마 국민과 교사 등에게로 이동해가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김성열, 1994). 

그러나 이렇게 분권적 흐름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서구의 몇 백 년 된 긴 

지방자치의 역사와 비교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차용되어 도입될 당시인 

1995년도에는 불과 10여 년도 안 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학교자치의 역사

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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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 책임경영과 같은 개념들이 도입되었어도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

의적인 정부 하에서 발전교육론, 민족주의 등의 역사적 맥락을 거치면서 

교육이 국가에 귀속되어, 자율성을 증 시켜주는 정책도 시행에 있어서는 

국가주의적 색채를 지울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만 자율성을 내세울 뿐 그 

이면에는 강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었다(신현석, 이준희, 정용주, 2013). 즉 

오랜 기간 동안 분권화와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된 영국의 맥락과는 달리 

우리 고유의 역사적 맥락인 국가주의적인 색채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자율

성은 그리 크게 증 되지 못하며 사전 통제를 하기 위한 법령과 규정 중심

의 관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신현석, 이준희, 정용주, 

2013).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환경이 강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실질적으

로 교육 관련 제반 사항의 권한을 이양해주지 못하고 국가에 의해 주도되

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수직적 관계가 유지되어 

경직되고 하향식 통치 풍토가 이어져왔다(손승남, 2001).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 교육법 제6조 및 84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군교육

청으로부터,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점은 교육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사항이 특

정 사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언제라도 지

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두루뭉술한 성격인 탓에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

인 행정 문화가 자리잡혀 갔다(김성열, 1995)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 하에서 여전히 단위학교로 실질적인 자율권을 이양해주지 못하

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주도의 

정책 실행의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행정 조직에게든 그 권한의 핵심은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학교 수준에서 인사와 재정에 관하여 의결할 정도의 

권한도 없었거니와 중앙 정부는 단위학교의 자치 능력을 믿지 못하였고(양

승실, 2000) 단위학교로 권한 부여를 하지 않았다(신상명, 2002). 지금은 학

교 회계제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나마 단위학교의 학교재정의 자율성이 부

과되었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하였다. 재정권의 경우 특히 교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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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앙지원이 85%에 육박하는 만큼 중앙의존도가 심한 상황이었고, 재

정 배분 또한 정부 당국이 마련한 공식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배분되기 때

문에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중앙 정부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반상진, 1995). 그렇게 배정된 예산마저도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지침

과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교장을 포함한 단위학교의 자

율성의 크게 발휘될 환경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예산에 의존해서 활동

하는 것이니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지 학교의 자율성이 없어

요. 정해진 구역 내에서는 조금 결정하는 거지, 구역을 넘어서까지 

못해요.” -D 교장-

인사권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의 정해진 기준에 의한 임용과 승진을 거치

며 교사와 교장은 양성되며, 교원의 전보 등에 관한 사항도 시·도 교육청

의 권한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장들은 제한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상부에

서 정한 틀 안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교장(Portin, 

2001)”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김병찬, 2006). 즉, 교장은 완전한 자율성

을 가진 최고 의사결정자가 아닌 상부 기관의 규율에 순응하며 제한된 자

율권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김병찬, 2006).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등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단위학교 

경영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있지 않았고(오은경, 김경이, 1998). 

여전히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풍토와 교

육부와 교육청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율권을 가진 교육행정체제 

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위상을 영국에서와 같이 의결기구까지는 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놓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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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교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했는데(신상명, 2002) 이러

한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어서 서서히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관련 주

체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뿌리 깊게 자리 잡아 온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체제의 

풍토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역사에 터하여 

거버넌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학

교단위 책임경영제 등의 논의로 인하여 국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

해준다고 하였음에도 단위학교에 한 통제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었

다. 만약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로 

놓인다면 불협화음을 유발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신상명, 2002). 그랬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적으로 단위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요컨  영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기능을 담당하게 된 데에는 

교장을 포함한 교원의 인사, 단위학교의 재정, 교육과정 등의 주요한 사안

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풍토 하에 도입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큰 권한

을 위임해주지 못한 채로 이 기구만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결권까지 부여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정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환경은 정책 담

당자가 언급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에는 부적합한 요인이 되어 학교운영

위원회의 성격을 과감하게 의결기구로 규정하지 못하고 국·공립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는 심의 기능으로서 맥락화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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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논 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책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과제 중‘학교공동

체’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계 내

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선진국의 정책

을 차용하였다고 언급은 하나, 이에 한 실증적인 분석과 차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적 요소를 만나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한 연구

는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의 차용 양상과 맥락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 교육계 내·외부의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 학교자치, 학교자율화, 민주화 논의 등 여러 실천적 논의가 불씨

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정책을 등장하게 만들어졌다. 학교운영위원회

는 국내에서 교육민주화, 학교자치, 지방교육자치, 학교단위 책임경영 등과 

같은 일련의 논의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

사 등 교육관련 주체가 함께 학교운영 방안에 해 협의하는 장을 마련할 

암묵적 필요성이 두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 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필

요하였는데, 마침내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에서 소개되었고 정부가 이것을 

구체화시켰다. 이 두 시점에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과 교육부 담당자들은 

외국의 정책을 차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정책 차용의 개념이 외

국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베껴오는 현상만을 가리키는 부정적 개념이 아닌 

국가 간 정책이 이동하는 현상과 자국 내부에 맞게 변용되어 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개념인 바,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차용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총 2번에 걸쳐서 차용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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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31 교육개혁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시기에 교육부 관료들에 의

해 일어났다. 교육개혁 당시에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제2소위원회 소속 공무

원들에 의해서 정책 차용이 일어났으며,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는 지방

교육자치국으로 넘어가면서 교육개혁 시찰단 등을 통해 각 국의 정책을 살

펴보게 되었으며 교육개혁위원회 당시보다도 더 현장 적합하도록 구체화하

며 실현가능성을 따지며 외국 정책을 살펴보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차용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압축적

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이 위로부터의 개혁으

로 도입되었다는 점과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통령의 의

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교육계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에 해서 교장의 반발이 있긴 하였으나 체로 큰 호응을 얻으면서 1995

년 교육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단위학교 의사결정 기구에 관한 사례들을 참고하

였으나, 지방교육자치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School Governing Body)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 

차용의 상이 된 것은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었는데 영국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며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 지침, 인사, 재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관해 의사 결정

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처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될 당시에는 구체

화되지 않은 상태로 략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된 상태였으므로‘영

감(inspiration)’의 수준에서 차용되었으나 교육부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

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정책의 공통된 속성을 ‘혼합(combination)’하

려는 시도가 있었다. 앞서 밝혔듯이 많은 국가 중에서도 영국의 학교운영

위원회 제도를 특히 주목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모방(emulation)’하고자 

하였다. 다만 정책을 그 로 베끼는(copying)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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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현실에 맞게 변용하고자 하는 노

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정책 차용을 하면서도 교육계 내부의 여

러 맥락에 기초하면서 그 활용 방법을 고민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기 참조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외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맥락적 요소에 의해 상

당 부분 변용되면서 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차용은 외국의 성공 사례를 롤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

책 설계를 하는 데 귀감으로 삼는 ‘교훈도출’을 위해 시행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하향식 조직 문화에 한 문제가 두되고 있

었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참여적 의사결정 등에 한 개념이 한창 뜨겁게 

논의의 지평에 올랐던 시점이었다. 이런 논의가 있던 와중에 이미 앞서서 

오랜 지방자치와 학교자치의 역사를 가진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여러 

국가의 정책을 귀감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그 중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가인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책 차용

이 ‘합리적 정당화’를 위한 기제로서 사용되는 모습도 보였다. 학교운영

위원회 정책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내

세웠던 논리인 학교단위 책임경영,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참

여적 의사결정 등과 관련한 개념 역시도 서구에서 차용되었는데 이러한 논

의와 개념들 역시도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이는 Schriewer(1989, 

2000, 2003)과 Steiner-Khamsi(2004b)가 주장했던 외부화(externalization)와

도 유사한 것으로, 자국의 특정 논리나 아이디어 정책을 도입할 때 선진국

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그 권위에 기 어 차용하는 과정을 거쳤다(성열

관, 2010).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지방 수준이 아닌 전국을 표적 단위로 하는 

광역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로서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경우 하향식, 지시적 행태를 

보이는데(이시용, 최희석, 김용식, 1998)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또한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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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단위 학교의 자발성과 창의성 증 를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시행 양상을 보인 것이다. 즉 1995년 2

학기 355개 학교에 시범실시를 거친 뒤, 시 지역은 1996년 4월 3일까지, 

읍·면 지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적 단위를 광역적으로 상정했던 것만큼이나 그 정책 변화 정도 역시도 

상당히 확산적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전

국 단위의 초·중등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빨리 확산

되어 퍼져나갔다. 정책 차용의 결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차용된 이

후 여러 연구들(김병찬, 2007; 김성열, 2001; 김혜미, 민병익, 2012; 안율종, 

2002; 양승실, 2000; 오영재, 2003 등)에서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도입 의도였던 ‘참여적 의사결정’과 ‘학교공동체 구축’의 측면에서는 

체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육의 다양한 주체의 의사를 표하여 반영하는 

기구로서 상당 부분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우리나라에 맞게 맥락화 되는 과정

을 거쳤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이 있었으며 각자 자기

의 이해관계와 가치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냈으며 당시 정

책 담당자는 이러한 이해관계와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정

착화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연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이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기능까지 부여받지 못하고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

게 된 것은 그동안 막강했던 교장의 권한, 불완전한 학교 자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으로부

터 차용되며 그것이 한국 맥락에 맞게 어떻게 맥락화 되는지는 분석한 연

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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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눈을 돌리는 외부화(externalization)와 자국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

는 자기참조성(self-reference)의 복잡한 상호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화되었

다. 신제도주의에서는 국가 간 정책의 동형화가 국가 내부의 내생적 변수

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정책 차용의 관점에서는 국가 내부 체제의 요구

에 의한 외국 정책 참고라는 내생적 변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

원회 정책은 그동안 육성회 등의 학부모 조직이 학교 재정 확보를 위한 창

구로 전락해 버린 병폐를 해소하고 중앙집권적 하향식 문화를 개선함으로

써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

는 내부의 요구로 인하여 외국의 정책에 눈을 돌리면서 차용이 이루어졌

다. 당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과 학교자치 등의 개념이 

논의의 지평에 오르며 많은 국가들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학교운영

위원회는 Phillips와 Ochs(2003)가 언급한 것처럼 내부 체제에 한 불만족

과 새로운 환경 설정 등이 자극요인이 되어 정책 차용이 일어났다. 이러한 

선진국 사례에 한 참조는 선진국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선진국의 학교

운영위원회 정책이 학교 자치와 교육 공동체, 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한 검증 작업 없이도 큰 저항 

없이 중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정책이라는 사실만으

로도 일종의 1차적 검증을 거치며 정책에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한편 차용된 정책은 자국의 조직, 신념, 전통에 근거하여 복잡한 변용과

정을 거치는 자기 참조(Schriewer, 2003)를 하게 된다. 영국에서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차용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교장의 

권한 재분배 문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당시 

불완전했던 학교 자치 등의 우리 고유한 맥락 속에서 심의기구로서의  성

격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은 본래 수여국의 정책과는 

상당 부분 우리의 맥락에 맞게 변용되어서 사용된다. 예컨  심의기구로서

의 성격이 교장의 들러리 기구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심의 조항’이나 ‘관할청에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학교운영위

원회 정책 차용은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통해 배운 다음 우리나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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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소를 만나서 변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맥락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집단이 개입하였으며, 이러한 개입이 

실제로 정책 형성에 중 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운영위원

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과 

전문성,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기를 원했다. 

교사와 교장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이 교육활동과 학교경영에 한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로 이어지는 것에 관하여 우려했고,  학부모 단체

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자 하였다. 특히 학부모 단체는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

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언론과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수요자 중심 교육정

책으로의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학부모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속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교육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는 다양한 이해 집단 간의 갈등관계가 표면화된다. 특히나 학교운영위원회

는 기존의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에서 여러 교육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교

육공동체가 열린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

에 학교 내에서는 거버넌스의 변화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다. 그렇기에 이

와 관련한 이해 집단이 뜨거운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학교운영과 관

련된 기구는 “고립된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학교 운영의 권한

을 분배하는 것은 가치중립적이거나 기술적 합리성을 토 로 한 것이 아니

라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행위”(김용일, 1998 재인용)라는 점을 드러내기

도 한다. 즉,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 제안한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이 정부 

정책 과제로 넘어오면서 그 성격상의 변화가 야기된 것은 교육정책이 실제

로 성안되는 과정이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교육개혁안에서의 구상단계

에서 제안된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집단이 개입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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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료들은 그것이 현실가능성에 비추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의 추진과정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는데 교육개혁위원

들의 경우 교육계인사로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에 기반한 

교육개혁안이 나오지만(신현석, 1996)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제도화되는 과

정에서 정치적 행위와 과정을 거치면서 변용된다.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에 야기된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 타협, 조정 등

의 과정을 거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반상진, 1995) 외국의 특정 정책

을 차용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정책은 변

화를 수반하게 되며, 여기에는 그 정책과 관련된 여러 이해집단 간의 갈등 

관계, 역동적인 권력 분배 과정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은 교육개혁 과제의 일부로 추진되었기 때문

에 정책 차용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교육개혁 과정의 일면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 먼저, 정책 차용 기간에 한 분석에도 드러났듯이 상당히 ‘단

기’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 개혁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의견 조율과정과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부족하여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또한 정책 차용을 주도했던 인물이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정부 관료였

고 그 표적 상이 전국 단위로 국가가 지시적, 하향식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

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취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권 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역시 중앙에

서 강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정부 주도

의 하향식·연역적 방식을 취한다는 특징(윤정일 외, 2003)을 다시 한 번 

드러냈던 정책으로, 정책 목표가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었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학생 수에 따른 위원정수의 차이 외에 학교의 특성을 반

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모델을 법령을 통해 모든 초·중등학교에 설치를 의

무화했을 만큼 권위주의적이었다. 김병찬(2007)은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 89 -

한계를 ‘고안된 민주주의’로 해석하며 단위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요구

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닌, 국가 정책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발성과 참여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정책 차용의 출처가 국내 내부 조직이 아닌 외국이라는 점에서도 교육개

혁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일이 상당히 

일반적이다(윤정일 외, 2003).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또한 도입 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상 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였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활발한 영국의 모델을 

주로 참고하였다.

2 . 정 책  제 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의 추친 과정에서 정책 차용과 맥락화 

현상을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중심으로 밝혔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을 가

지고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관하여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개혁 정책 형

성 시 숙고해야봐야 할 사항이 충분히 있는 바, 앞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거론하며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차용 시 우리나라 맥락에 한 충분한 숙고와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 

세계가 국제화되면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선진국의 동향과 구체적

인 정책 사례를 살피는 것은 비일비재한 현상이 되었으며, 외국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교훈을 도출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각국의 

정책은 그 나라 고유의 맥락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사, 교

육 제도, 문화 등 특수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 정책을 완전

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성공한 외국 정책이라 하더라도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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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정책 차용은 오히려 정책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차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리 교육 체제에 한 충분한 연구와 체계적

인 분석 및 수여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 한 비교교육적인 시야를 

통한 접근이다. 예컨 ,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도입

은 책무성 정책과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또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위학교의 구성원에게 철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교육개

혁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과 동시에 단위학교 간의 경쟁을 통한 예

산 배분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또한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에

는 지역교육청의 권한 축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도 함께 배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될 당시에 책무

성 논의와 영국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정치적 목적은 자취를 감춘 

채 ‘학교공동체 구축’이라는 목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정책 차용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 학교자치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등의 필요성이 두되

는 상황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다보니 외국의 제

도인 학교운영위원회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운영

위원회 제도 자체에 한 철학적 기틀을 다지는 작업보다는 당면한 실용적 

목적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작업에 치중하여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박

윤정, 2006)

따라서 한 국가의 정책은 여러 정치적·경제적 배경이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을 차용할 경우 그 국가의 맥락과 배경을 두루 살피

려는 노력과 함께 우리 내부 체제와 환경에 탐구를 통해 철학적 기틀을 견

고히 다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로

부터의 교육개혁은 밑으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그 의도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심성보, 1999). 우리나라 교육개혁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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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저해요인으로는 통령 자문기구 형태의 교육개혁기구를 설치한 다음 

그 기구에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결핍된 채 폐쇄적으로 개

혁안을 구상한 다음 급진적으로 단위학교로 내려 보내고 따르도록 하는 방

식을 취함으로써 많은 비판을 받았다(윤정일 외, 2003). 이러한 상명하달식 

정책은 Coombs가 제시하는 정책 불순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진동섭, 

이윤식, 김재웅, 2011) 일선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정책 또한 그 의도가 단위학교의 자발성과 참

여적 공동체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모든 세부 지침을 내려주는 

방식을 취하여 도입 초기에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빚기도 하였다. 김병찬

(2007)은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한계를 ‘고안된 민주주의’로 해석하

며 단위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닌 국가 정책

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오히려 도입 당시의 정책 의도

와 목적에 맞게 단위학교에 과감한 권한이 폭 이양되어 진정한 의미의 

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공고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자치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내부의 요구와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맥락화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단위

학교의 자치능력에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분권화 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주

체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

을 확보해주고 교육개혁 정책 수립 시에도 교육 주체의 요구에서 시작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개혁 정

책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만들어가는 개혁 정책’의 탄

생을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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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orrowing and contextualizati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in korea. Currently, When every 

countries push ahead with educational reforms, they consider it crucial to 

make those reforms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by “learning or 

borrowing from other countries” (Phillips, 2000; Steiner-Khamsi, 2004). Under 

the historical dissipation of Western cultural overindulgence, the Western 

education policies have become a guideline for ‘international standards’ or 

‘global trends’ in especially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akayama & Apple, 2008). In South Korea, even during the 5.31 Education 

Reform, the national education policies and discourse of Western countr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various portions of the 5.31 Education 

Reform(Sung, 2010). Among those, even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that 

earned the nickname, “the flower of education reform,” is reported to 

have referred to Western systems in various studies (Kim ,1996, 1998; Son, 

2001; Yang, 2000) and the 5.31 educational reforms referenc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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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ook (1995). However, research about the process and aspects of policy 

borrowing, and how South Korea has been transforming it in our country’s 

context has been unprecedented.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and contextualization of school governing body 

policies and to deduce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e questions raised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did the 

policy borrowing indicate in the school governing body’s process of 

introducing and making the policies? Second, how was the school council 

contextualized according to Korea’s situatio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researched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docum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To uncover the first question of the policy borrowing 

phenomenon, we selected the secretaries we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ies in 1995-1996 to interview, and to uncover the 

contextualization process, we chose to interview school principals, who had 

been teachers observing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ith interest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Furthermore, to analyze the process of policy 

borrowing, we modified and complemented the Sung (2010), Dolowitz and 

Marsh’s (2000) models and used them as a framework for our research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borrowed 

over two separate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during the 5.31 Education 

Reform by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and the second happened when 

the policy took solid form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s.

In addition,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compressed and carried 

out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presented by people in 

high positions; the President was strongly committed to promoting the 

education reform. Also, it was possible though there was opposition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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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of school governing body from educational circles such as 

resistance from the principals, because in general, it was well-received and 

was promoted as ’95 Ministry of Education’s central business.

Meanwhile, though the South Korean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referred 

to the precedents of school governing bodys in United States, Japa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individual 

schools and school governing bodys, it strived to model after England’s 

School Governing Body for its most activ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erefore, the object of policy borrowing was England’s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hen the degree of policy borrowing was first being proposed by the 

education community, it had not been a concrete plan but a rough idea of 

the policy at the ‘inspiration’level. However,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 actual polic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re were attempts to 

‘combine’ the common properties of the various countries’ policies. As 

stated previously, among the numerous school governing bodys, England’s 

was taken notice of, and in this process it emulated. However, since it was 

not on the level of merely copying the policy in this process, there was an 

effort to transform the policy to fit the reality in light of South Korea’s 

particularities. In other words, while borrowing the policy, there was a 

tendency to alter it, based on the contexts of the various internal education 

communities, which can be interpreted based on the theory of self-reference.  

That is, instead of unconditionally copying the policies of the foreign 

countries, because of the contextual elements of the country, much of the 

policy goes under transformation in the process of contextualization.

The purpose of borrowing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to design 

a policy for South Korea by adopting a foreign country’s successful model, 

and to profit by learning from their example. At the time in South Korea, 

issues with a centralized top-down organizational culture were emerging, and 



- 104 -

individual school responsibility management,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nd 

other similar concepts were being debated furiously. In the midst of this 

discussion, western countries already ahead of many municipalities, and with 

a history of school autonomy were being focused on to serve as a lesson, 

and England’s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became the center of attention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a rich history. At the same time, the policy 

borrowing could be seen being used as a basis for ‘justification.’ The logic 

that the Education Reform Committee had asserted  not only concerning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but also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of individual schools’ responsibility management, the 

securing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individual school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nd other related concepts were borrowed from the West. 

Under these discussions and concepts, and even the focus on the West was 

the foundation of ‘we have to do this because the developed countries do’ 

way of thinking. This is similar to the externalization that Schriewer (1989, 

2000, 2003) and Steiner-Khamsi (2004) claimed, and when a country-specific 

logic or idea policy is introduced, it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superiority of a developed country and it undergoes a process of borrowing 

that authority(Sung, 2010).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not on a local level, but was aiming 

to become a nationwide broad-based government policy. It is an example of 

an aspect of South Korea’s education reform policy, and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as no exception to the top-down, directive form (Lee & Choi & 

Kim, 1998) that the education reforms had taken. Despite the fact that the 

policy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autonomy and creativity of the individual 

schools, there were aspects of state-led collective enforcement of a national 

scale. 

The aim of targeting through a broad-based policy, and the degree of its 

chan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preading of the policy, bu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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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ed earlier,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nationwide was a reason for the 

rapid spread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erms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and ‘school community building,’ which were some of 

the original intentions of introducing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were 

generally proven to have been ‘successfully’ settled, and as an 

organization that reflected the opinions of the several neglected educational 

parties the policy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helping the school. 

As mentioned earlier about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various 

stakeholder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ntextualization by giving 

feedback both officially and unofficially depending their own interests and 

values, Policy makers at that time showed a commitment to the enculturation 

of the School Governing Body to meet the interests and situation in Korea.

Research showed that the reason that the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in 

Korea served as a deliberative body and did not grant voting function as the 

England’s policy did, was because the authority of the principal was too 

powerful while the school autonomy was imperfect, and because of the 

parents’ passive attitude toward school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roposal for a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before a policy is borrowed, the country’s context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and researched. Secondly, the school members’ 

autonomy and voluntariness must be respected before reforms are made. 

Keywords: School Governing Body, Policy Borrowing and lending, 

Contextualization of Policy, 5·31 educational reform, 

School Bas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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