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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집행관련 요

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집행의 특징에 대해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혁신학교 정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원하는 정

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들 중 정책 자체 요인

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들 중 정책

집행자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

들 중 정책 대상집단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

정 관련 요인들 중 정책 환경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심층면담, 질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였다. 문헌

분석과 심층면담은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을 탐색하는 데 활용하였고, 질적 메타분석은 정책 대

상집단 요인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자체 요인에서는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무, 정책집행

수단 중 물적자원과 인적자원 지원의 적절성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

과정 상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학교가 해당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정책내용의 일관성 측

면에서 보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바탕으로 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학부

모 및 지역사회의 협조라는 큰 틀은 정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각 시·도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물적자원인 예산은 초기에 과

다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비정상적인 사용

에 따른 비판, 지원해야하는 학교 수 증가 등의 이유로 적정수준으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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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 조정되었다. 인적자원의 경우,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철새’ 교

사의 유입을 방지하였고, 전보유예 제도를 적용시켜 핵심교사의 유출을 막

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가 전문직에 진입하기

유리한 경로를 만들어 놓아, 정책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를 확보할 수 있었

다.

둘째, 정책 집행자 요인에서는 정책집행 조직구조의 경직성 측면과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집행 조직구조를

보면 혁신학교 정책은 주로 시·도 교육청의 ‘과’ 단위에서 전담하여 관료제

의 형태를 띠었다. 시·도 교육청별로 위원회, 기획단 등 지원조직이 존재하

였는데, 이는 비교적 경직되어 있는 관료제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함으

로써 혁신학교 정책이 보다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정

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정책 대

상집단의 순응 유도 전략, 질 관리 전략,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 전국적 네

트워크 전략, 학습조직 및 자기 발전 전략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학

교 정책 담당자들은 ‘강제적인’ 정책 개입보다는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심스러운’ 정책 개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

도록 노력하는 편이었고, 학습공동체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통한 자기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을 조급하게

일반화하려는 경향을 보여 현장의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에서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

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각 정책 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들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

응이 공존하였다. 한편, 성공적인 정책 순응에 있어 혁신학교 선정 동기와

관리자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이 충족되

지 않은 경우 정책 불순응의 대명사인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되는 경우

가 많았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사회적 환경, 정책 결정자의 지지,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

적 환경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은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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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결정자는 교육감과 시·도 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으로부터

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도 의회 의원들의 정당 비율에 따라 예

산 승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의 경우,

매스컴과 교원단체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혁신학교에 보내는 지지가 나뉘

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자유학

기제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나 일부 2기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피로를 느껴 혁신학교 신청에 회의적인

시각을 품기도 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 및 일반화는 조금 느리지만, 네트워크에 의

해 탈중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둘째,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는 교원들의

책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발적 동력을 해치지 않는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

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 정책

의 불순응에 해당되는 ‘무늬만 혁신학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넷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자는 혁신학교 정책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혁신학교 정책, 교육정책집행, 질적메타분석, 상향식 정책집행

학 번: 2013-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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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 개혁은 전통적으로 정부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우리나라에

서는 5·31 교육 개혁과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의 교육 개혁이 시행되었다.

최근까지도 학교 평가, 학교 선택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여러 학교 개혁

방안들을 통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서근원, 2011).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 교육개

혁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와 교사의 상황

과 맥락을 중시하지 않고, 학교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교사가 스

스로 주도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승호, 한은정, 2013; Evans, 1996;

Fullan & Hargreaves, 2006). 한편,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칭하는 상향식

교육개혁 또한 진행되어 왔다. 배움의 공동체 운동, 자생적 교사 연구모임

과 같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활동 및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 또한 그 확산에 있어 속도가 더디고, 움직

임의 동력이 교사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 개혁에 있어 하향식 전략과 상향식 전략은 둘 다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이 둘을 절충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필

수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Fullan, 1994; Honig, 2004). 이와

관련하여 Hargreaves와 Shirley(2009)가 저술한 ‘Fourth way’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교육개혁의 흐름은 제 3의 길에서 제

4의 길로 가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제 3의 길은 시장주의의 장점

과 국가의 풍부한 지원을 결합해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사이에서 균형점

을 찾으려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Hargreaves & Shirley, 2009). 신 공공관

리 이론에서도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는데 하향식도 아니고 상향식도 아닌

절충식이라는 점에서 제 3의 길과 연관성을 가진다. 교육 분야에서 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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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리 노선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리더

십 연수를 제공하며, 발전 지향적인 교원 네트워크 형성을 독려하는 정책

인 것이다(Hargreaves & Shirley, 2009).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제 3의 길

의 장애요인1)은 원래 제 3의 길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을 방해한다. 이러

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헌신적이고 깊고 넓게 교수학습을 이끌어 나갈

역량을 갖춘 우수한 교사들을 통해, 강력하고 책임 있는 학습공동체를 구

축해 활발히 운영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함께 설계

하고 이를 추구해야만 제 4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Hargreaves

& Shirley, 2009).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혁신학교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바울, 황영동, 2011).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

들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이 결합된 새로운 학교모델로서, 교육주체인 교

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창의성, 집단 지성의 문화에 기초

한 학교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나민주 외, 2013; 장훈, 김명

수, 2011). 2009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혁신학교를 운영한 이래,

2016년 현재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혁신학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

록 하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 혁

신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함께 결정하고, 교육

의 질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체적 학습을 이루며, 배움 중심으

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다. 이처럼 혁신학교 정책은 교원들의 자발적인 학교 개혁을 지원하는 방

향의 정책적 시도이다.

1) 그것은 중앙집권적 통제의 길(the Path of Autocracy), 데이터에 집착하는 기술주의의 길(the
Path of Technocracy), 비뚤어진 열정의 길(the Path of Effervesce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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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된 지 8년이 된 혁신학교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0여

개로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혁 시도를 지원하는 정

책들은 빠르게 전파되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

려 교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또는 ‘가장된 동료성(contrived collegiality)’으

로 인해,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열린교육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열린교육

정책은 발생 및 전파과정이 혁신학교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열린교육은 1986년 운현, 영훈 두 사립 초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이래 1991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열린교육 실험학교 또는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혁신학교는 2000년대

초반 남한산 초등학교의 폐교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의 노력과 교사의 교육

활동 개선을 혁신의 모델로 삼아,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요 정책으

로 확산시켰다. 즉, 단위 학교의 자발적인 학교 개선 노력을 모델로 삼아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혁신학교 정

책과 열린교육 운동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린교육 운동이 교육과정

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혁신학교 정책은 교원들의 자발성, 민주

적 의사결정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성

천, 오재길, 2012; 이혁규, 2013).

정리하면,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모델로 삼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 시킨다는 점에서 열린교육 운동과 유사하지만, 정책 내용에서 교원

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 민주적 학교경영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집권적인

정책집행에서 오는 폐해를 미리 경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

징으로 인해 학교 정책 역사상 초유의 실험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이윤

미, 2013; 이혁규, 2013). 그러나 혁신학교가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였고, 소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함께 혁신학교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

성과 혁신학교 운영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백병부·성

열관·양성관, 2015; 성기선, 2014). 이와 관련하여 ‘무늬만 혁신학교’들도 양

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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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동안 정책집행은 교육행정학자들이나 교육행정가들에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결정되면 이변이 없는한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

기 때문이다(김재웅, 2011; 백승기, 2010; Hill & Hupe, 2009). 그러나 정책

의도와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김

재웅, 2011). 정책집행은 정책 집행자와 정책 대상자 사이의 갈등과 상호작

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ardach, 1977). Hargrove(1975)는 정

책집행을 정책결정과 정책산출 사이의 실종된 연결고리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집행은 정책결정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같은 학교 개혁 정책은 정책집행의 양상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볼 필요

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혁신학교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이 정책이 중앙정부차

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차원에

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자발

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기본 가치를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시·도 교육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2009년 경기

도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서울, 전북, 전남, 광주, 강원에서 실시하고 있

고, 2015년에는 인천, 충북, 충남, 세종, 대전, 부산, 경남, 제주로 전파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른 특성에 나타나거

나 시·도 교육청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집행에 변화가 나타나는 등 기존

의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교육정책집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교육정책집행 이

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본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혁신학교 시행 초기에는 혁신학교

의 개념, 철학, 방향 등과 같은 혁신학교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김성천,

2009; 서근원, 2011; 성열관, 2011)가 주를 이뤘으나 시행 초기인 만큼 성과

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혁신학교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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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비교를 통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들(김민웅, 임용순,

2013; 김혜진, 김혜영, 홍창남, 2015; 박승배, 2014; 박찬현, 김왕준, 2015;

백병부, 박미희, 2015; 조금주, 2012)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단위학교

차원에서 혁신학교 운영과정을 묘사하는 연구들(나종민, 김천기, 2015; 남

미자 외, 2015; 배은주, 2014; 유경훈, 2014; 장훈, 김명수, 2011)도 다수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

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즉 정책집행과정은 정책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로 구성되어 있는데(김재웅, 2011; 정성수, 2008), 선행연구들은 혁신학교의

성과에 관한 연구 또는 단위학교 차원의 운영과정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박승철(2014)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

가를 시도하면서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어 정

책집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정책평가 연구는 몇몇 평가기준

에 의해 정책집행과정을 단순화 시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정성

수, 2008).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바

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나가며 정책집행

에 있어 지역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집행의 특성을 포착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관련 요인들과 그 특징을 밝혀낼 수 있고, 이 요인들

간 상호작용의 특징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학교

개혁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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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학교 정책은 아래로부

터의 학교 개혁 운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혁신학교 정책집

행이 어떠한가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이를 밝히

기 위해서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과 그 특징을 중심으로 다음

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자체 요인의 특징

은 어떠한가?

정책 자체 요인은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 정책집행 수단 측면으로 나

누어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 목표 및 내용은 명확성과 일관성 유무

로 특징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집행 수단은 물적 자원인 예산과 인적 자

원인 교장, 교사, 교직원의 인사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문헌 자료와 심층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집행자 요인의 특

징은 어떠한가?

정책 집행자 요인은 정책집행 조직 구조 측면과 정책 집행자의 행위와

전략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할 수 있다. 먼저 정책집행 조직 구조 측면에서

는 조직 구조가 경직되어있는지 탄력적인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리

고 정책 집행자의 행위와 전략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및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정책 집행자의 태도와 전문성은 어떠하였는지

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자료 분석 및 심층 면

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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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대상집단 요인의

특징은 어떠한가?

정책 대상집단 요인은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한 반응 즉, 지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혁신학교 정책

의 내용인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독특한 점

은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기

존의 정책집행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분석할 시, 정책연구보

고서 또는 3-4개의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의 한계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띠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연구의 한계로 제

시되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넷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환경 요인의 특징

은 어떠한가?

정책 환경 요인은 사회적 환경, 정책 결정자의 지지,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 자료, 신문기사, 시·도 의회 홈페이지, 심층 면담 자

료 등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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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련된 요인들과 그 요인들

의 특징을 밝혀내고,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

교 정책들을 비교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집행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혁신학교 연구들이 혁신학교의 학교 효과, 혁신학교

운영 사례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혁신학교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물

었다. 그리고 혁신학교 정책 자체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의 배경이나 정책

평가를 다루거나, 또한 정책결정에서부터 평가까지를 모두 다루고 있어 혁

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정책집행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

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 담당자들을 위주로 질적 연구를 실행했다는 데에도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의 혁신학교 연구들은 단위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을 탐구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 집행자

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교육정책 집행자들의 인식을 탐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수

행되어왔던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2-3년간 혁신학교 사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각 사례들은 각기 다른 상황적, 맥락적 특성

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바탕으로 단위 혁신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시사점

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집단 요인’ 분석

에 있어서 질적 메타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사례 연구들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정책집행 연구에서

‘정책 대상집단 요인’ 분석을 3-4개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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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선별된 질적 사례 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

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

다.

4.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과 관련

된 요인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이론적 틀로 혁신학교 정책을 바라봄으로써

정책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집중하였기

에 정책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혁신학교 정책의 배경 부분에 일부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과의 연계 및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을 하나의 틀에

넣어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혁신학교 정책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

가 있다. 그러나 각각 시·도 교육청별 지역적, 정치적, 상황적 맥락을 면밀

히 파악하여 이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에 대한 자료수집을 주로 교

육청 관계자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에 대

한 연구가 거의 없었고, 정책 집행자 면담을 통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정책 집행자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단위학

교의 시각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물론 정책 대상집단 분석에 있

어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시각 또한 탐색하였으나, 질적

메타분석의 초점이 단위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이어서 단위 혁신학교에서의

정책 집행자에 대한 반응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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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혁신학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선정부터 재지정까지 4년의 주기를

가진다. 이 연구는 1기 교육청들, 즉 8년 차인 경기도교육청과 6년 차인 서

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

시교육청을 분석하였고, 2기 교육청들, 즉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

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

러나 후발주자인 2기 시·도 교육청들은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되었다. 즉, 아직 하나의 주기(4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각 시·도 교육청

별 혁신학교 정책을 온전히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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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 집행의 개념과 주요 이론

가. 교육정책 집행의 개념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ressman과 Wildavsky(1973)는 '목표 설정 활동과 목표 달성 활동 사이에

서의 상호 작용 또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은 정책의 행위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정책집행의

방향성과 활동의 측면을 중시한 Van Meter와 Van Horn(1975)은 정책집행

을 '정책결정에서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부문 및 민간

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ein(1983)

은 정책집행을 ‘상호 권력 관계와 협상을 기초로 하는 순환 과정으로 수많

은 행위자들이 정부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성수

(2008)는 정책집행을 ‘정책결정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 및 그와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정의한다. 김재웅(2011)은 정책집행을 ‘정책의 전 과정 중에서 정책 결정과

정책 평가의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이고 동태적인 단계로서 결정

된 정책의 내용을 시간의 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정정길 등(2016)은 정책집행을 ‘정책의 내용을 실

현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종재 등(2015)은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개념화 하였는데, ‘수립된 정책의 내용이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 수정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에 유

럽 중심으로 학교정책 연구자들 중에서는 정책집행이 정부의 시각에서 명

령의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맥락에서는 학교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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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고도 하였다(이종재 외, 2015; Ball, 2012).

이상을 종합해보면, 교육정책집행이란 ‘교육정책의 결정에서 교육정책 평

가의 중간단계로서 교육정책결정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정책집행 이론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이 집행만 되면 의도

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라 여겨

졌다. 이런 관점에서 의도한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애초에 정

책결정이 잘못되어 실패한 것으로 보았을 뿐, 정책집행과정의 문제라 여기

지는 않았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책학계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관심분야로 여겨지지 못했고,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송경오, 2013; 이종재 외,

2015; 정정길 외, 2016).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집행 분야에 대해 관심이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입법화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들의 실패

가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미국 존슨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 하에 빈곤, 청소년 비행, 실업, 인종 및 성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안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도록 정책을 실

행하는 일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송경오, 2013; 이종재 외,

2015; 정정길 외, 2016).

위와 같이 정책집행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현실적인 배경

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 배경도 있었다(이종재 외, 2015). 정

책과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의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고전적 정책학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의 과정이 합리적 모형에 기반하여

이뤄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Lindblom(1980)은 정책의 과정은 구체성을 확

보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매우 복잡 미묘하다고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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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듯 그동안의 현실적· 이론적 한계로 인해, 정책집행의 논란을 해결

하고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

했다. 정책집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이론적으로 계속 발전해왔는데, 1세

대와 2세대를 거쳐 현재 3세대의 정책접근이 시도되고 있다(이종재 외,

2015; McLaughlin, 1987).

1) 1세대 정책집행: 하향식 접근법

197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적 정책 집행론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

은 Pressman과 Wildavsky(1973)가 출간한 ‘집행론(Implementation)’이라는

저서 때문이었다(정정길 외, 2016). Pressman과 Wildavsky는 미국연방정부

의 오클랜드에서 실업자 구제를 위해 추진되었던 정책이 실패하게 된 이유

를 집행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정책의 실패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 이는 다른 정책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Pressman과 Wildavsky의 정책집행이론모형은 고전적인

정책모형과는 달리 정책설계와 집행 간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정책목표의 중요성, 정책집행과 관련된 요인, 정책 집행자들의 행동을 중요

하게 여기고 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정부 관료들에 의해 수행된 정책

들이 왜 성공했으며,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1세

대 정책집행 연구자들은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정책집행의 단계별로 성

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정책결정에서 만들어진 정책

을 시작으로 정책이 집행기관에 전달되고 이를 요구받은 집행기관이 정책

을 시행하는 과정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1세대 정책집행 연구는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일컬어진다.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

위로 파악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학자들(Edwards, 1980; Sabatier &

Mazmanian, 1979; Van Meter & Van Horn, 1975)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Meter와 Horn(1975)은 Pressman과 Wildavsky가 정책집행의 중요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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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분류한 정책의 목표, 자원, 정책 집행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집행기관의 성격,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집행자의 성향 등에 집중하

였다. 이들은 정책의 목표는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서, 정책을 통하여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

주며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며 다음의 4가지 주장을 하였

다.

첫째,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자원이 동원되어야하

며, 이러한 자원에는 집행을 촉진·조장 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타의 다른

인센티브와 함께 인적 자원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을 위해서

는 집행자가 특정프로그램의 목표와 기준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의 기준과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할 뿐 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

책 집행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의 기준과

목표를 성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

다. 셋째, 집행기관의 성격은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관의 공식적 구조의 특성과 그 기관 내에 구

성원들의 비공식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기관의 크기와 구성원의

자질, 위계적 통제의 정도, 기관의 정치적 자원, 조직의 활성도,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넷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 환경적 요인들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환경요인에는 해당 정책의 집행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가,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인가 부정적인가, 정책집행의 지지를 위

해 이해집단들은 어느 정도 동원 되는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Edwards(1980)는 정책집행과 관련된 요소를 크게 정책 목표와 내용 및

행위자간 의사소통, 자원, 정책 집행자의 성향, 그리고 관료제의 구조로 파

악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집행의 성공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그리고 정책 집행자와 정책 대상집단사이

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하며, 정보의 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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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정책목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집단 사이에 정책의 해석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과 물적 자원이 동원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재정과 시설 및 도구가 공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정책에 대한 정책 집행자의 호불호가 정

책집행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책 집행자가 정책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를 일부만 선

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수동적으로 집행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

째, 관료제는 정책집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관료제에서 발견되고 있는 표준 작

업 처리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같은 경우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하는 경우에

는 불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안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각 부처 간의

이기주의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abatier와 Mazmanian(1979)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제

처리의 용이성(tractability of problems),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ability of state to structure implementation),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

법규적 변수들(nonstatutory variables affecting implementation)의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누었다. 이에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할 이상적인

조건으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당한 인과이론이란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산출 간에 얼마나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하

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유능하

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의 장은 정

치적·관리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담당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

고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전념해야한다. 넷째,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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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집단, 주요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인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집행의 긴 과정 동안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필요한

재정적·정치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해도 지

속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대통령, 고위 행정관료, 주요 국회의원, 조직적

인 이익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목표가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

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

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1세대 정책집행 연구자들은 하향식 접근 방법을

취하면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

적인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기하고자하는 주요 질문은 ‘정책 대상

집단의 행동은 어느 정도 정책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정책산출과 정책영

향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들은 정책의 집행과정에

서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 정도와 정책 산출의 영향요인에 주된 관심을 가

졌다(이종재 외, 2015).

하향식 접근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정정길 외, 2016; Sabatier,

1986). 첫째, 하향식 접근방법이 제시하고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목표의

설정’은 다원적인 민주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정

책 결정자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견하여 법령에 그 대

안을 미리 명확한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전제들은 실제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책집행을 주도하

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책집행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반대자 또

는 다른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특히, 정책행위자로서 일선 관료의 행태를 과소평가하여 단순히 순응

또는 불응의 대상으로만 간주했다는 한계를 갖는다(이종재 외, 2015).

2) 2세대 정책집행: 상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급법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하향식 접근법의 약점을 비판

하면서 등장하였다. 이 접근법은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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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Elmore, 1979; Hjern & Hull, 1987). 즉, 상

향식 접근법은 정책결정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는 하향식 접근법과는 달

리, 정책의 집행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집행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때문에

정책현장의 일선 관료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사고방식, 집행 대

상집단이나 이해집단, 지방정부기관 등의 상호관계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상층의 집행조직이나 정책의 내용 등을 탐색한다(이종재 외, 2015).

이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방정부를 경유하여 집행될

때, 본래의 정책목적과 달리 왜곡되어 집행되는 사례에 관한 적절한 설명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채경석, 2000).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결정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하향식 접근법에 의문

을 제기하면서 그와는 반대의 논리로 집행연구에 접근한다(정정길 외,

2016).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Berman, 1978; Elmore, 1979; Hjern &

Hull, 1987; Lipsky, 1980)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정길 등(2016)은 Lipsky

의 연구와 Berman의 연구가 상향식 접근법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Elmore의 연구와 Hjern과 Hull의 연구에 이르러서야 이론

적 정립을 이루었다고 하며, 후자의 연구들만 상향식 접근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종재 등(2015)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을 모두

상향식 접근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Lipsky(1980)는 일선관료모형(street-level bureaucracy model)을 통해 일

선관료의 행태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일선관료란 일반 시민과 직

접적으로 접촉하면서도 직무 수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뜻한다. 그러나 일선 관료가 조직적·인적 자원이 불충분한 상황

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역할기대도 모호해서, 이들은 단순화, 정형화, 책임

전가, 역할기대 바꾸기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한다고 한다.

Berman(1978)은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정책 내용과 정책 집행자, 정

책 대상집단의 기존 업무운영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적응여부

가 정책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송경오, 2013). 즉,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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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 결정자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개별적인

집행환경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종재 외,

2015).

Elmore(1979)는 기존 하향식 접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대안적 접근

으로서 현장출발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집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일

선 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집행현장에서 일하는 일선집행관료로부터 출발하여 이들과 직접 접촉

하는 정책 대상집단, 관련 이익집단, 중간매개집단,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진하고 있는 전략과 활동을 중심으

로 집행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들 일선관료들이

실제 집행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 중앙정

부의 관계자를 만나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고 배분하며 감

독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Hjern과 Hull(1985)의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진전된 연구방법을 보

여주고 있다(정정길 외, 2016). 이들은 집행과정의 제도적 구조를 찾는데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한다. 즉 무수히 많은 정책들이 상이한 초점을 가지고

교차할 때는 특정 프로그램을 분석단위로 선정하는 하향식 접근방법의 적

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정책

집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행위자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각기 상이한

목표, 전략, 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행위자와 어떤 접촉을 가지는 지 파악하여,

집행 네트워크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한다.

상향적 접근법은 정책 결정자를 중요시하는 하향식 접근법에서 간과하기

쉬운 정책집행 일선 행위자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진정한 집행은

이들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하향식 접근법의 단

점을 보완하고 극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정정길 외, 2016). 첫째, 하향적 접근법과는 정

반대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일선집행관료의 영

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정책 결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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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인 집행의 제도적 구조나 집행자원의 배분, 정책 결정권자의 공식적 권

한 등 일선집행관료의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소평가하

고 있다. 둘째, 위의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의 집행구조에 주어진 참여

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정책 결정자들의 힘든 노력의

과정은 모른 채 현재 주어진 자원 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셋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이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

이 아니고 참여자들의 인식과 행위에 의존하므로 참여자들의 행위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또는 참여자들이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다.

3) 3세대 정책집행

가) 통합적 접근법

통합적 접근법은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

다. 이 접근법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건들의 탐색에 초점을 두었

던 하향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하여, 집행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적 접근방법 및 논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요소들을 연구자들의

모형에 통합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남궁근, 2012). 즉, 계층제적 통제에 의거

한 하향식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책결정이 일선기관이

나 정책 대상집단의 요구에 부응해야한다고 보는 상향식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양자를 통합하고자 하였다(이종재 외, 2015). 이와 관련하

여 다음의 학자들(Elmore, 1985; Matland, 1995; Winter, 1990)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Elmore(1985)는 처음에는 상향적 접근을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통합모형

을 제시하면서, 정책목표는 하향적으로 정책수단은 상향적으로 해야 한다

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방향적 접근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의도와 정책목표

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하고, 후방향적 접근에서는 일선관료가 직면하는 집

행현장을 중시하여 일선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될 필요성과 그들이 가진 자

원 상황 등에 관련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다(남궁근, 2012). Elmore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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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유용성을 지니는 이유는 집행과정은 정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복잡

한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황과 문제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한세억, 1999). 그

러나 Elmore의 주장은 정책 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즉 정책 결정자는 사전에 일선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유인체계와 반응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

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6).

Matland(1995)는 기존의 집행연구와 같이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 것보다, 양 접근방법이 어떤 조건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이 때 중

요한 집행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Matland는 집행구조의 조건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것은 정책목표의 추상성과 관련된 모호성

(ambiguity)과 정책과정 참여자 간의 합의 도출과 연관된 갈등(conflict)이

다. 그리고 이 기준은 바탕으로 4가지 집행 모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

목표의 명확성이 높고 합의 도출이 용이한 경우에는 ‘관리적 집행’을 취하

고, 둘째, 정책목표가 추상적이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는 ‘상징적 집행’을 통해서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

이다. 셋째, 정책목표의 모호성 수준이 높고 구성원 간 갈등이 낮으면 집행

자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실험적 집행’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구

성원 간 갈등 수준이 높고 정책목표의 모호성 수준이 낮으면 갈등관리를

위한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유도가 필요가 있으므로 ‘정치적 집행’이 적합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Matland의 모형은 각 유형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

인 사례검증이 부족한 면이 있어, 모형의 객관화 및 일반화, 모형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Winter(1990)는 정책집행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서 정책형성 과정

상의 특징, 조직 내 혹은 조직 상호 간의 집행행태,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네 가지 변수들

가운데 정책형성 과정상의 특성은 정책목적설정 등의 하향식 접근과 관련

되고, 나머지 변수들은 상향식 접근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이다(노화준,

2003). Winter의 통합모형은 정책집행의 실패원인을 정책집행 자체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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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연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만,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집

행의 문제를 정책결정모형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 점은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집행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집행과정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상쇄

되어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6). 또한 통합

적 접근을 위해서 Winter가 선택한 여러 변수들은 선택에 대한 논리적 근

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모형의 한계가 있다.

통합적 접근법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의 장점을 모두 취한다

는 점에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이론들을 살펴보면, 각

통합모형에는 각각 여러 문제점들과 한계들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통합 자체가 지닌 논리적인 문제이다(최종원, 1998). 왜냐

하면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은 각각 다른 분석대상과 초점을 가지

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 접근법이 각기 상이한 분석대상과 범위, 집행관을

갖는 이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합리성 개념에 근거하여 이론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6).

나) 정책집행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 도입

1980년대 후반에는 통합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

도 있었다. Goggin 등(1990)은 3세대 정책집행론에 관해 집필하였는데, 미

국의 주정부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

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시도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이종재 외, 2015).

Goggin 등은 정책집행에 관해 본질적인 세 가지 특징을 파악하면서 출발

한다(오석홍, 김영평, 2000). 정책집행의 첫 번째 특징은 집행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복잡성이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상

밖으로 많고, 또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는 복잡하다. 두 번째 특징은 집행

의 역동성으로서 집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

과정과 집행결과는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집행과

정이 진행될 때 변한다. 세 번째 특징은 집행결과의 다양성으로서 하나의

정책이 집행되었을 때 각 지방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 22 -

다. 그들은 이러한 특징들로부터 ‘왜 정책집행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왜 연방정부의 정책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르게 집행되는가?’

라는 질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보다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오석홍, 김영

평, 2000).

4) 최근 정잭집행 연구와 신제도주의

한편, 1990년대 이후에 정책집행을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

구들(권경환, 2004; Alexiadou, 2000)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Goggin 등

(1990)이 제안한 질문들에 간접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시도들이라 보이

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제도주의 이론은 정책변화를 설명하

면서 ‘경로의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필연적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하연섭, 2003).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유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

해줄 수 있다.

‘경로의존’ 개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 넓은 의미는 시간적으

로 앞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에 인과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이 이후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하연섭, 2003; Sewell, 1996). 그러나 모든 사회

현상에서 원인이 결과보다 항상 시간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경로의존’을 정의하게 되면 사회 모든 현상에서 경로의존이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엄밀한 해석을 위하

여 좁은 의미의 경로의존 개념이 활용된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경로의존’

에 더하여, 사회현상이 일단 어떤 경로를 택하게 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

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경로로

부터 이탈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가진다(하연섭, 2003).

다음으로 신제도주의 이론은 ‘동형화’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조직이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직구조

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 듯하다고 인정받는 조직 구조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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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닮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각 지방정

부별 정책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리라 판단하였다.

DiMaggio와 Powell(1983)은 동형화(isomorphism)가 나타나는 과정을 다

음과 같이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하연섭, 2003). 첫째는 강제

적(coercive) 동형화이다. 이것은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으

로부터 공식적·비공식적 압력이 있거나 혹은 조직에 대한 사회의 문화적

기대라는 압력에 의해 조직형태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방적

(mimetic) 동형화이다. 성공했다고 평가받거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

직을 모방하여 조직 형태가 유사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모방은 조직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조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처

하는 방편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셋째는 규범적(normative) 동형화이다. 이

것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전문가 조직이

나 협회 등을 통해 전문관리자들 사이에 조직형태에 대한 규범이 보편화된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를 통해 조직의 관리자들이 조직형태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조직형태가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다. 선행연구 분석

앞 절에서는 해외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책집행 이론의 흐름에 대하

여 제시하였다. 국내의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

적으로 수행되었다(김창곤, 1990; 윤여각, 2000; 정일환, 1997; 주철안, 1991).

김창곤(1990)은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교육정

책 결정자, 교육정책 목표, 교육정책 집행자, 관료조직, 교육정책 수혜자 등

이들 요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이 집행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주철안

(1991)은 졸업정원제를 사례로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책 영향 및 수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정책참여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 정책집행체

제의 구조, 일선 정책시행기관들의 문화 등을 영향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정

일환(1997)은 교육정책집행의 이론 모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고

등학교 평준화 정책, 교육자치제, 대학평가인증제를 분석하였다.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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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실질적·내용적 판단기준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적절성, 합법성)과 주체적·절차적 판단기준(만족

도, 충분성, 형평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윤여각(2000)은 학점은행제를

사례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를 하였다. 정책

집행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집행의 맥락, 집행자들이 중요하게 생

각하는 가치, 집행자의 일 처리 방식과 관행,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하위

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들은 주로 정책집행 모형 중 통합형의 방식으로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크게 정책 목표,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자로 나누어 분석하였

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접

근이 모두 반영된 연구라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중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연구들에서는 중요

한 요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김재웅, 2007, 2011;

박상완, 김재웅, 2015; 서용희, 주철안, 2009; 송경오, 2013; 정성수, 2008)를

살펴보면, 이 연구들 대부분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

집단 요인, 환경 요인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각각의 정책 사례들을 분

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그동안의 정책집행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분석틀을 만들어 각각의 요인에 따라 특정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

에는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을 접목한 통합형 접근을 활용하고, 1990

년대에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정책 환경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에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교

육정책집행에 관해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시각으로 종합적인 통찰을 제

시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집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재웅(2007)은 열린교육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책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진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열

린교육정책의 집행과정을 정책 자체의 영향, 정책집행 기관 및 집행자의

태도,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 환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자체는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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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 목표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열린교육의 정

책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빚게 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책집

행수단 및 자원 확보 측면에서 정부는 적극적 연수실시, 시범학교 및 협력

학교 지정․운영, 전국 확산을 위한 교육청 평가에 열린교육 지표를 삽입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짧은 시간에 모든 교사 대상의 연수실시, 평

가 지표 삽입 등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분석하고 있

다. 둘째, 정책집행 기관 및 집행자의 태도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관심이 다

소 떨어져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교육부 관료는 열

린교육 자체에 대한 신념이나 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집행에 임하기

보다는 법규행정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인 교사들의 불순응 중, 열린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목

표 불순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넷째, 정책 환경 부분 측면

에서는 언론과 여론이 열린교육 정책의 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정성수(2008)의 연구는 정책집행 연구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

구는 정책 결정자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 결정자 요인에서 이 사업의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세부적인 지

침이 없어서 정책집행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충분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의 내용이 축소되고 변경되었다. 둘째,

정책 집행자 요인에서는 집행기구의 구조와 집행자의 행위와 전략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집행기구의 구조 측면에서는 느슨하게 결합된 구조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책 집행

자의 행위와 전략 측면에서는 국내 최초로 모니터링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다. 셋째, 정책 대상자 요인에서는 정책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의 인식(만족도)을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자인 교육대학교의 연구자들

이 재정 지원 하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으나, 소수의 인력풀

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정책 대상자의 만족도는 짧은 집행기간에 비해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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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 지배 기관의 관심과 지

원 부족은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원인이 되었다.

서용희와 주철안(2009)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정책목표,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집단, 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일관성 있는 정

책집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정책집행수단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사전에 마련된 지침없이 성급하게 추진되어 논란을 가중시켰다. 둘째, 정책

집행자들은 관료제구조 하에서 상위기관의 일방적 명령·지시에 의해 일을

수행하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들

은 평준화정책을 유지하고자하는 집단과 해제하고자하는 집단이 서로 대립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정책 집행자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충분치 못한 목표 공유 등의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넷째, 환경 요인에서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관련이익집단, 국민의 여론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현재 대학입시의 변화가 평준화 정책의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재웅(2011)은 학교 자율화 정책이 현장에서 수용도가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는 정책 자체 요인,

정책기관 및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 자체 요인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가 불명확하

여 집행과정에 혼돈이 있었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학교 현

장 여건에 맞지 않아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 둘째, 정책집행을 책임지고 있

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정책집행 의지는 강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강

요된 자율’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정책집행 주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와 시·도 교육청 관료들은 학교 자율화 자체에 대한 신념이나 헌신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문서 중심의 관료제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

집단인 교사들은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정책 관련 불순응(목표 불순응)을

보였다. 넷째, 언론과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 교육과정

자율화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정책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송경오(2013)의 연구는 상호적응적 집행과정의 가능성을 자율형공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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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차원, 집행기관차원, 정책

대상차원으로 나누어 영역을 나누어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통합적 접근을 취

했다기 보다는 상향식 접근 연구를 주장했던 Berman(1978)의 연구를 기반

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책 환경 영역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

지는 못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차원에서 보면 정책집행기간 동안 정

책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번 형성된 정책의 목표와 세부지침, 그리고

정책수단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둘째, 정책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기대되는 정책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단위에

서 이루어지는 정책집행 촉진에 도움을 주었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

었다. 셋째, 정책 대상자 차원에서는 자율형공립고 교원들은 정책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고, 동시에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존의 조직체계와 운영절차

를 변경하는 적응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교원들 사이에 공유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정책의 목표와

학교 내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단위학교 교원들은 형식

적으로 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상완과 김재웅(2015)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20년 동안 진행

되어왔던 학교 평가에 대한 정책집행과정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특성, 정책 결정자,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 대상집단과

정책관련자의 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특성’

요인에서 보면 학교평가의 정책목표와 수단은 정책 집행자와 정책대상자에

게 명확하게 전달·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인과관계

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정책수단의 활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 결정자’ 요인에서 정부는 학교평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평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학

교평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정책집행조

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요인에서는 여러 하위 요인들 중 정책집행주체인 학

교평가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낮은 신뢰는 학교 평가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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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책대상집단과 정책관련자’ 요인에서 학교평가 정책

집행대상인 교사들은 학교평가에 무관심하였고, 전교조와 같은 이익집단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함으로써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의 연구

들을 종합하여 나열하면, <표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Ⅱ-1>2)은 2000년대 이후에 수행된 정책집행 연구를 바탕으로, 열린

교육,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학교 자율화 정

책, 학교평가 정책의 집행과정을 비교하였다. 특히, 집행과정을 정책자체요

인, 정책 집행자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나

열해보았다. 첫째, 정책자체 요인에서는 목표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서 미치

는 영향이 각각 달랐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목표가 불명확함에 따라 정책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목표가 분명하

고 일관성이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책 집행자 요인에서는

교육부 장관과 같은 정책 결정자의 지지 여부는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

리고 정책 담당자의 태도는 대부분의 정책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잦은 담

당자 교체, 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형식적 접근 등은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

나 모니터링 제도, 컨설팅(송경오, 2013)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으로 평가받았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에서는 불순응이 정책집행에 있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2개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과

목표 불순응을 가장 큰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집단의 갈등

또는 무관심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부정적

인 여론 및 언론 보도, 특정 이익단체의 지속적 반대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정책의 집행 특징을 파악

하면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혁신학교는 교육부 차원이 아닌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이며, 정책대

상이 학교단위라는 점, 자발적인 학교 개혁이 출발점이었다는 점 등은 기

2) 송경오(2013)의 연구는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기보다는 각 요인별 상호적
응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른 연구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 29 -

존 연구들과 다른 특징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혁신학교 정책 및

교육정책집행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저자(연도):
정책(성패)

정책 자체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집단
정책 환경

김재웅(2007)
:

열린교육
(실패)

·목표: 추상적이
고 모호(부정
적)
·수단: 연수, 시
범·연구학교지정,
교육청평가지표
삽입(부정적)

·교육부장관의
적은 관심(부정
적)
·관료들의 형식
적인 접근(부정
적)

·의사소통 불순
응(부정적)
·정책불순응(목
표불순응)(부정
적)

·부정적인 언론
과 여론(부정
적)

정성수(2008)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중립)

·목표: 구체적이
지만 세부지침
없음(긍정적, 부
정적)
·수단: 불충분한
예산 집행(부정
적)

·느슨하게 결합
된 구조(부정
적)
·담당자의 잦은
교체(부정적)
·모니터링 제도
도임(긍정적)

·특성: 재정지원
하에 충분한 역
량 발휘, 소수
인력풀로 인한
한계(긍정적, 부
정적)
·높은 만족도
(긍정적)

·지배기관의 관
심과 지원 부족
(부정적)

서용희·주철
안(200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중립)

·목표: 명확하고
일관성있음 (긍
정적)
·수단: 체제적이
지 못하고, 성
급하게 추진됨
(부정적)

·관료제 구조: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유발
(부정적)

·평준화유지집
단 vs 평준화해
제집단으로 양
분됨(부정적)

·대학입시의 변
화에 영향을 받
음(긍정적, 부정
적)

김재웅(2011)
: 학교자율화
정책(실패)

·목표: 불명확
(부정적)
·수단: 학교현장
에 부적합(부정
적)

·장관의 정책의
지 높음(긍정
적)
·관료제에 의한
문서중심 행정
(부정적)

·의사소통 불순
응(부정적)
·정책불순응(목
표불순응)(부정
적)

·학교자율화와
교육과정자율화
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 문제제
기(부정적)

박상완·김재
웅(2015):
학교평가
정책
(실패)

·목표 및 수단:
집행자와 대상
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양자간 인과관
계 없음(부정적)

·정부의 지지
(긍정적)
·학교평가위원
에 대한 낮은
신뢰(부정적)

·교사들의 무관
심(부정적)

·전교조와 같은
이익집단의 지
속적인 반대(부
정적)

<표 Ⅱ-1> 2000년 이후 교육정책집행연구 비교

* 출처: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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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학교 정책의 배경과 정책 내용의 변화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로 2011년에

는 서울, 강원, 광주, 전북, 전남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총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에는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 부

산, 제주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이들 교육청도 혁신학교를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또한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전에서도 혁신학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경북, 울산, 대구를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

게 되었다.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된 정책들과 다르게 시·도 교

육청별로 시차적으로 시행되었지만, 2016년 현재 전국 82%의 교육청에서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은 정책결정과 정책평가의 중간단계에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

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혁신학교 정책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혁신학교 정책의 배경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육혁

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정현, 2011).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

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공교육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

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오세흠, 2006). 즉, 일부 관

료에 의한 하향식의 혁신으로 외적 변화에만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강충

열 외, 2013; 김효정, 2011; 서근원, 2012), 학교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위에서부터의 혁신이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중심

이 되어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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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은 점차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9년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를 공교육의 혁신모델3)로 내세우게 되었다(허봉규,

2012). 혁신학교를 태동시킨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하던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

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들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유경

훈, 2014).

경기도교육청의 초창기 혁신학교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되었

다. 첫째, 어렵고 낙후된 지역의 ‘기피 학교’를 ‘선호 학교’로 바꾸자는 것이

었다. 이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과 같이,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을 통해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학

교를 신뢰하게 만드는 시도였다. 둘째,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내로 감소

시킴으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개별 지도가 용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었다(경기도교육청, 2009; 최창의

외, 2015).

나. 혁신학교 정책 내용의 변천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2010년부터 진보교육감

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본인들의 주요 정책으로 삼으면서 발전하였다.

3) 사실 혁신학교 이전에 ‘공영형 혁신학교’ 모델이 2006년에 등장하였다. 이는 미국의 차터스쿨
을 표방한 모델로서, 외부 기관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함으로써 학교운영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김현진, 2006;
박상완, 2009). 그러나 더 이상 확산되지는 못한 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개방형 자율학교
로 불리다가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로 개칭되었다(김성천, 2011). 혁신학교는 이러한 자
공고와 그 시작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방형 자율학교가 정부의 주도 하에 자공고로
명칭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됨으로써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혁
신학교가 분리되어 발전하였다(박용원, 조영하, 2013). 혁신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 6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조와 ⌜자율학교의지정및운영에관한훈령⌟(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
185호, 2010.7.29.)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허봉규, 2012). 즉 혁신학교는 자율형공립고처럼
시행령에서 별도의 학교형태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
로서 법적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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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보수교육

감인 대전에서도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중 14개에 해당하는 시·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정

책이다. 이 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만 혁신학교 정책을 실시하였던 2009년

부터 2010년까지를 ‘태동기’, 6개 교육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던 2011년

부터 2014년까지를 ‘확대기’, 14개 교육청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

고 있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전국 확산기’로 구분할 것이다. 각 시기별

로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내용을

비교․제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밝힐 것이다.

1) 태동기(2009년 - 2010년)

첫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혁신교육’과 ‘무상급식’

을 내세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정

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혁신학교는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지는 않았고, 다만 ‘철학’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

육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추진계획서에 제시된 혁신학교의 철학은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이

었다. 자발성은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지역성

은 ‘지역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은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라는 의미로 쓰였

고, 공공성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구성원의 역량 발휘 및 성장’이라는 목

표 하에, 6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Empowerment 체제 구축,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대외 협력 및 참여 확대,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Ⅱ-1]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혁신학교 운

영모델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모델은 추후 목표, 철학과 중점과제

등이 약간씩 변형이 가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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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2009년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모델

* 출처: 경기도교육청(2009). 혁신학교 기본 계획서

2) 확대기(2011년 - 2014년)

이 시기에는 2010년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

서 6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 6개 시·도 교육청이 저마다 혁신교육

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학교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하였다. 혁신학교

의 철학, 비전,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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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기 시·도 교육청들의 철학(핵심가치)을 살펴보면, 2009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철학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경기

도 혁신학교 철학인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에 광주는 ‘공동체성’을

철학
(가치)

비전 중점과제

경기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공교육의 새
로운 희망

-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
- 민주적 자치 공동체 형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 자율 경영 체제 구축

서울

행복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

배움과 돌봄
의 책임교
육실현

-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학교
- 온전한 성장을 꿈꾸는 학교
-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신나는 학교
-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평가하는 학교
-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
-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돌봄과 배려의 학교

광주

공공성
자발성
공동체성
지역성
창의성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
복한 학교

-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
- 교육활동중심의 운영시스템구축
- 학부모참여, 지역사회 협력
-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축
- 새로운학교문화조성

전북

자발성
지역성
협동성
공공성
창의성

- 유․초․
중․고등학
교의 공교
육 내실화
에 기여
- 미래지향
적 창의 인
재 육성

- 학력과 인성의 동시 성장을 추구하는 수업혁신
과 학습공동체 지향
- 자발성, 민주성, 동료성에 기반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교
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ㆍ
개방적 학교운영시스템 구축

전남

자발성
창의성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실현

-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다양한 교육방
법 실천
-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지원체제 구축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

강원

자발성
창의성
공공성
지역성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학
교 문화 창
조

- 강원행복+학교 운영 기반 구축
-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자율과 책무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강화
- 학부모․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 출처: 이광호 외(2012: 9)

<표 Ⅱ-2> 1기 혁신학교의 목표 및 내용(2011년 기준)



- 35 -

추가하였고, 전북은 ‘협동성’을 추가하였고, 전남은 ‘미래성’을, 강원도는 그

대로 차용하였다. 오히려 시초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위 4가지 중, 자발성과

지역성 대신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을 추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은

‘ㅇㅇ와 ㅇㅇ’의 형식으로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육청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는데, 서울의 5가지의 철학 중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

발과 참여’에는 공공성, 창의성, 자발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비전을 종합하면 공교육의 내실화, 새로

운 학교의 모델 및 모형 제시, 배움과 소통의 문화가 있는 행복한 학교 등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점과제 측면에서 보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문화 형성,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 교원들의 공동체 등

을 특별한 위계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태동기

(2009년 - 2011년)의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과제를 참고하여 각

시·도별로 변형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최초로 혁

신학교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6개 과제를 4개 과제로 축소하면서 교

육과정, 공동체, 학교 경영의 3가지 핵심 내용만을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절에 나오는 전국 확산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14개 시·도 교육

청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대동소이하게 중점과제를 설정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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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확산기(2015년 - 현재)

이 시기에는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표 Ⅱ-3>과 <표

Ⅱ-4>를 보면 정책 내용의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비전 중점 과제 철학(가치)

경기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형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민주성
- 윤리성
- 전문성
- 창의성

서울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 학교운영 혁신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인권과 평화
- 책임과 공공
성
- 자율과 창의
- 자발과 참여
- 소통과 협력

광주

즐거운 학교, 따뜻한
학교, 배움이 있는
학교, 성장이 있는

학교

- 민주적 자치 문화
- 나눔의 연구 문화
- 교육활동 중심 기반 조성
-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 공공성
- 자발성
- 공동체성
- 창의성
- 지역성

전북

새로운 공교육 모형
창출과 확산,
학생의 성장,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민주적 자치공동체
- 따뜻한 학교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 자발성
- 민주성
- 창의성
- 공공성
- 지역성

전남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학교

-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 교육과정 중심 지원 체제 구축
-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 공공성
- 자발성
- 민주성
- 미래성

강원
모두를 위한 행복한

학교

-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창의 공감 교육 운영
-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 자발성
- 창의성
- 공공성
- 지역성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Ⅱ-3> 1기 혁신학교의 목표 및 내용(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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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중점 과제 철학(가치)

세종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양
성을 위한 공교육
체제의 혁신 모델
창출과 확산

-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미래형 창의적 교육과정

- 공동체성
- 자발성
- 민주성
- 공공성
- 창의성

충북 ․공교육 모델 학교
-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

- 공공성
- 민주성
- 자발성
- 공동체성
- 창의성

충남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더불어
성장하며 배움이
즐겁고, 학교 구성
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 학교 운영 체제 개선
- 학교 교육력 강화
- 교육과정, 수업혁신

- 자발성
- 민주성
- 창의성
- 공공성
- 지역성

대전
․삶과 앎이 공존하
는 행복한 교육
혁신

- 새로운 학교 문화 풍토 조성
- 민주적, 도덕적 생활공동체 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교육과정 중심 수업 혁신

- 공공성
- 민주성
- 창의성
- 도덕성
- 지역성

부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

-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 윤리 생활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창의적 교육과정

- 공공성
- 민주성
- 윤리성
- 전문성
- 창조성

경남 ․배움과 협력이 있
는 미래형 학교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소통과 배려의 공감학교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중심 교육과정

- 민주성
- 미래성
- 공공성
- 지역성

인천 ․공교육 정상화 모
델학교

- 민주적 운영 체제 구축
-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공공성
- 민주성
- 국제성
- 윤리성
- 전문성
- 창의성

제주
․존중하고 협력하
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 존중과 참여의 학교 문화 형성
-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 공공성
- 민주성
- 지역성
- 윤리성
- 전문성
- 창의성
- 다양성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Ⅱ-4> 2기 혁신학교의 목표 및 내용(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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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혁신학교 정책의 비전은 시·도 교육청별로 제시하는 형태가

비슷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계획서에 따르면, 혁신학교 모형을

제시하고 맨 위에 최종 목표 형태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 키워드는

공교육 모델, 행복, 희망, 배움, 성장 등이다.

중점과제는 14개 시·도 교육청 중, 3가지를 제시한 곳이 3곳, 4가지를 제

시한 곳이 11곳이다. 중점과제들을 보면 모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

만, 시·도 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하다. 먼저 3가지를 제시한 곳은 서울, 충북,

충남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과제가 가장 중심이 된

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운영 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수업 및 교육과

정 혁신이 그것이다. 충북 교육청이 제시한 즐거운 배움과 창의적 교육, 민

주적인 학교 운영,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도 위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충

남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운영 체제 개선, 학교 교육력 강화,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도 비슷하다.

4가지로 제시한 교육청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

3가지에 공동체 부문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짓수를 하나 더 늘

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로 제시하였고, 전북은 따뜻한 학교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

였다. 대전은 민주적, 도덕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였

고, 부산은 윤리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위 3가지에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추가한 경우이다. 전남, 강원, 제주에서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라는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물론 다른 교육청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점과제에 제시되어 있기

보다는 ‘지원 체계’의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혁신학교 철학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만 ‘ㅇㅇ와 ㅇㅇ’의 형태로 제시되

고 있고, 다른 교육청들은 ‘ㅇㅇ성’의 형태로 최소 4가지에서 최대 7가지까

지 제시하고 있다. <표 Ⅱ-5>는 각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

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순으

로 가장 높다. 공공성은 행복, 희망, 공교유의 모델 등과 같은 혁신학교 목

표와 관련되어 있다. 민주성과 창의성은 중점 과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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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은 학교운영과 관련된 원리, 창의성은 교육과정과 연결되는 원리이다.

다만 공동체와 관련된 원리는 공동체성, 전문성(전문적 학습공동체), 윤리

성(윤리적, 도덕적 학습공동체)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성과

자발성을 중요원리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

역성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자발성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9년에 처음 시작할 때의 주장

했던 원리로 교원들과 학부모의 참여를 운영 원리로 삼아,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혁신학교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경기도 교육

청의 운영원리에서는 빠져 있지만, 많은 교육청에서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기타로 미래성(2곳), 국제성(1곳), 다양성(1곳)은 소수 시·도 교육청에서 교

육청의 특성을 살려 구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1기 2기
계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대전 부산 경남 인천 제주

공공성 ○ ○ ○ ○ ○ ○ ○ ○ ○ ○ ○ ○ ○ 13

창의성

(창조성)
○ ○ ○ ○ ○ ○ ○ ○ ○ ○ ○ ○ 12

민주성 ○ ○ ○ ○ ○ ○ ○ ○ ○ ○ ○ ○ 12

자발성 ○ ○ ○ ○ ○ ○ ○ ○ 8

지역성 ○ ○ ○ ○ ○ ○ ○ 7

윤리성

(도덕성)
○ ○ ○ ○ ○ 5

전문성 ○ ○ ○ ○ 4

공동체성 ○ ○ ○ ○ 4

미래성 ○ ○ 2

다양성 ○ 1

국제성 ○ 1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Ⅱ-5>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철학 비교(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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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혁신학교 정책 내용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철학, 비전, 중

점 내용을 설정하면, 1기 후발주자인 5개 시·도 교육청이 따라가고, 2기 후

발주자인 8개 시·도 교육청도 그 내용을 따라가는 양태를 보인다. 결론적

으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서로 매우 닮아있고, 같

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선행연구 분석

혁신학교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경훈(2012)

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내 혁신학교 연구 동향 분석’이라

는 논문을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수행된 31편의 연구를 분

석하였다.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는 규범적 측면, 기술적 측면, 구조적 측면,

구성적 측면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혁신학교

가 갖추어야할 핵심요소와 철학, 성과, 조직구조,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주영 등

(2016)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80편의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

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학교에 대한 연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주로 교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았다. 학부모, 학생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으로 밝혔다. 또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이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많은 양적 연구를 통해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연구주제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혁신학교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는 80편의 연구 중 9편에 불과

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주영 외, 2016: 91).

위 연구동향에서 보듯이, 혁신학교 시행 초기에는 혁신학교의 개념, 철

학, 방향 등과 같은 혁신학교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김성천, 2009; 서근원,

2011; 성열관, 2011)가 주를 이뤘으나 시행 초기인 만큼 성과에 관한 연구

는 드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경기종단연구 자료가 공개된 이후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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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들(김민웅, 임용순, 2013; 김혜진, 김혜영,

홍창남, 2015; 박승배, 2014; 박찬현, 김왕준, 2015; 백병부, 박미희, 2015;

조금주, 2012)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 혁신학교 운영과

정을 묘사하는 연구들(나종민, 김천기, 2015; 남미자 외, 2015; 배은주,

2014; 유경훈, 2014; 장훈, 김명수, 2011)도 다수 수행되었다. 그러나 혁신학

교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민주 등(2013)은 자율학교로서의 혁신학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

였다. 그들은 혁신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6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운

영 현황, 운영 성과 및 한계 등을 탐색하였다. 혁신학교 학교 운영 측면에

서는 시설 및 여건, 교사 전문성 향상, 학교운영체제, 교육과정 및 교수학

습, 협력적 학교문화,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경감, 학교만족도 등으로 나누

어 각 영역에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성과의 측면에서

는 교육 공공성, 교육혁신, 성과 인식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도 성

과와 한계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혁신학교 정책의 경과 및 성과

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시점상 현재 전국 14

개 교육청으로 확대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었

다. 박승철(2014)은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

다. 이 연구는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형성, 집행, 영향, 평가 및 환류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을 정책형성에서부터 정

책평가 및 환류까지 균등하게 다룸으로 인해 특정 정책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백병부 등(2014)은 경기도

혁신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혁신학교의 성과, 혁신학교에 대

한 요구, 혁신학교의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최창의 등(2015)은

경기, 전북,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위

3개의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정책의 개념과 철학, 추진과정, 지원정책 등

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정

책의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백병부 등(2014)의 연구와 최

창의 등(2015)의 연구는 특정 시·도 교육청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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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련된 요인들과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면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삼각연구법을 활용하였다.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or multiple operationalism)이란 다각검증법과

동의어로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근원, 수집방법, 분석방법 등의 각각에 대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복수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종재 외, 1996; 이지훈, 2000). 삼

각연구법은 원래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데서 파생되는 편파성을 극복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① 혁신학교 공문, 계획서, 보고서,

관련 신문기사 등 각종 문헌 분석, ② 정책대상자인 단위학교의 혁신학교

운영과정 및 구성원들의 반응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③ 해당 교육청의 혁

신학교 정책집행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

용하였다.

가. 문헌 분석

혁신학교에 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혁신학교

를 시행하고 있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문서 및 관련 연구

기관의 문서를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혁신학교 계획서, 보고서, 연수

자료, 토론회 자료집 등이다. 또한 혁신학교에 관한 신문기사도 분석하여

혁신학교 정책 자체에 대해 분석하고, 혁신학교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맥

락, 이익집단 및 언론의 관심 및 지지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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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적 메타분석 4)

1) 질적 메타분석 개관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였다. 특히 질적 메타분석은 정책

대상집단 요인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학

교의 경우, 각 학교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고, 특히 ‘혁신학교’라

는 이름 아래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몇 가지 사례가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혁신학교는 학교급, 지역, 학교장

성향, 교사들의 성향 등 학교를 둘러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연출되

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 연구물에서 얻

는 제한적인 함의 이상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다.

한편, 그동안 수행되어 왔던 교육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집행대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재웅(2007)의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불순응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였는데,

2-3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의 불순응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박상완과 김재웅(2015)의 연구에서도 한사람의 인터뷰와 문헌 분석의

방식으로 2-3개의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평가에 대한 정책 대상집단의 인

식을 분석하였다. 서용희와 주철안(2009)의 연구에서도 정책 대상집단의 반

응과 평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정책 대상집단이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그 숫자가 많고 다양한

상황적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처럼 문헌 분석의 방식으

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정책 대상집단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상집단의 인식과 반응 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이승호와 박대권(2016) 연구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134쪽-141쪽)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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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5)은 다양한 연구 영역의 연구

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

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깊이있고

생동감있게 설명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양적 연

구에서 중요시하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개별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물로

부터 끌어내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이승호 외, 2015; Britten,

et al., 2002; Zimmer, 2006,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질적 연구

물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비교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Noblit과 Hare (1988)는 메타문화기술지연구(meta-ethnography)에 대해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문헌연구에 비해 더 해석적이며, ② 사

건, 상황 등 복합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③ 사례연구

를 교차 사례 분석으로 이끄는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④ 연구 결과

를 표현하고, 연구물들 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⑤ 문화기술 연구들에 대한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은 이런 질적 연구물들의 통합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유용하다고 보

았다. 즉, 질적 사례 연구들을 신중히 활용하길 원하나 다양한 사례들을 어

떻게 통합할 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정책연구자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질적 메타분석 방법은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들을 구별하고 평가하는 일이다(Erwin et al., 2011).

먼저 어디까지를 질적 연구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왜냐

하면 질적 연구물은 각기 다른 이론적 관점(해석주의, 상징적 해석주의, 비

판이론,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가지고 있고, 방법론(사례연구, 근거

이론, 비판적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연구 등)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는 참여관찰, 면담, 문헌분석을 포함한 장기간 및 집중적인 연구들

5) 질적 메타분석은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용어들은 meta-synthesis, meta-study,
meta-ethnography, grounded formal theory, qualitative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Zimm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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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질적 연구물로 포함한다(Noblit & Hare, 1988). 다음으로는 질적

연구물의 질을 평가하는 일이다. 이것은 개별 질적 연구물에 저자들이 연

구의 신뢰성(credibility, trustworthiness)과 관련하여 면담자 점검, 동료 상

호 보고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할 시, 개별 연구물의 특수성 및 온전함을 훼

손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어떤 학자는 ‘시(poem)를

통합할 수 있는가?’라고 언급하며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도 하였다(Sandelowski & Barroso, 2007). 즉, 질적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

물들의 풍부한 묘사, 상황적 맥락 등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연구참여자와 상황에 대한 풍부한 맥락적 정보들을 제공함

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학자도 있다(Major & Savin-Baden,

2010).

셋째, 연구 대상물의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이다. 질적 메타분석은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양적 메타분석과는 달리 그 수가

중요하지는 않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의 질적 메타분석 논문들(42편)을

검토한 연구(Dixon-Woods et al., 2007)를 살펴보면, 3편에서부터 292편까

지 연구 대상의 수가 다양하고 중앙값이 15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질적 메타분석 논문들(82편)을 검토한 연구(Hannes & Macaitis, 2012)를

살펴봐도 양상은 비슷하다. 연구 대상물은 2편에서 113편까지 수가 다양하

고 중앙값이 14이다. 즉, 질적 메타분석에서 연구 대상물 수의 분포는 매우

넓고, 절반에 가까운 논문들이 15편 이하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연구 대상물이 100편이 넘는 경우 연구자 개인이 아닌 팀으로

수행하거나 의도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여 이들 중

일부를 분석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Paterson et al., 2001)이 있다. 또

한 최근 ‘다량의 질적 연구물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통찰’이라는 제

목의 연구(Toye et al., 2014)가 수행되었다. 이를 보면 질적 메타분석은 많

은 양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비교적 적은 양의 논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한편, Britten 등(2002)은 질적 메타분석과 문헌연구의 차이점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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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러 연구물들을 있는 그대로 비교하는 문헌연구가 단순히 기존의

연구를 동의, 강조, 반대하고 있는 반면, 질적 메타분석은 서로 다른 질적

사례 연구물들을 해석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구조,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설명과 해석 자체 또한 데이터로 활

용되는데, 1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출한 2차 분석 연구물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재해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질적 메타분석의 목적은 단순 연구

의 반복이 아닌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질적 메타분석

은 연구방법의 장점 및 전통적인 연구방법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양적메타분석에 비해 제한점이 있다(Walsh & Downe,

2004). 특히 양적메타분석과 같이 일치하는 표준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메타 분석은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 주제의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질적 메타분석 과정

연구자는 먼저 정책 대상집단에 해당되는 단위 혁신학교의 정책 집행과

정에 대해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연구방법이 문제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혁신학교의 특성 때문이었다. 특정 혁신학교에

가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처한 맥락의 다양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정책 대상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하나 또는 몇 가지의 사례에서 얻는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양적 연구보다

연구대상이 처한 맥락을 비교적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대상집단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질

적 메타분석이 비교적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6년 1월부터 혁신학교 개별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들을 탐색

하기 시작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어느 정도의 질적 사례 연구물이 있어

야 비로소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혁신학교에 대한 개별 사

례 연구들이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합해서 70편 가까이 출간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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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다음은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어떻게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대상집단에 관하여 질적 메타분

석을 실시하였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질적 메타분석은 일치하는 표준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몇몇 학자들

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질적 메타분석의 시초라 할 수 있

는 Noblit과 Hare (1988)가 제시한 7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① 연구 문제 설정(Getting started), ② 연구 문제와 관련한 연구물 검색

(Deciding what is relevant to the initial interest), ③ 개별 연구물 분석

(Reading the studies), ④ 연구물 간 관계 분석(Determining how the

studies are related), ⑤ 연구물 간 해석(Translating the studies into one

another), ⑥ 해석 결과의 종합(Synthesizing translations), ⑦ 종합 결과물

의 표현(Expressing the synthesis)이다.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 가정을 토

대로 하고 있는데 첫째, 연구물들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둘째, 각 연구물에서 사용된

개념들은 서로 전이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것이다(이승호 외, 2015; Noblit &

Hare, 1988).

나장함(2008)은 더 나아가 Noblit과 Hare (1988)의 연구 및 Walsh와

Downe (2004)의 연구를 토대로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8단계로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 설정, ② 관련 연구물

검색, ③ 포함과 배제 준거 설정, ④ 포함된 연구물에 대한 질적 평가, ⑤

개별 연구 내 분석, ⑥ 개별 연구 관련 개념 사례 간 분석틀 마련, ⑦ 개별

연구 관련 개념 사례 간 비교분석, ⑧ 종합 해석 및 보고서 마련이다.

Erwin 등(2011)도 Noblit과 Hare (1988)의 연구, Sandelowski와 Barroso

(2007)의 연구 및 Major와 Savin-Baden (2010)의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절

차를 6단계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① 명확한 연구문제 설정 (Formulate a

Clear Research Problem and Question), ② 관련 문헌 검색 (Conduct a

Comprehensive Search of the Literature), ③ 연구물에 대한 평가

(Conduct Careful Appraisal of Research Studies for Possible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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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대상 연구물 선정 및 분석 통합 수행 (Select and Conduct

Metasynthesis Techniques to Integrate and Analyze Qualitative

Research Findings), ⑤ 연구물 통합 제시 (Present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Studies), ⑥ 위 과정에 대한 반성 (Reflect on the Process)이다.

위의 절차들을 살펴보면, 나장함(2008)이 제시한 절차는 기존 Noblit과

Hare (1988)의 연구와 비교하여 ‘포함과 배제 준거 설정’과 ‘포함된 연구물

에 대한 질적 평가’ 등이 추가되었다. Erwin 등(2011)이 제시한 절차는 ‘연

구물에 대한 평가’와 ‘과정에 대한 반성’ 등이 추가된 반면, 분석과 통합의

절차가 간단히 제시되었다. 이처럼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는 Noblit과 Hare

(1988)의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절차가 강조되거나 통합되는 등 표준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학자

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의 질적 메타분석의 절차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

대로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그림 Ⅲ-1]과 같이 수행하였

다.

① 연구주제
설정

: 단위학교
차원의
혁신학교
운영분석

→
② 관련 연구물

검색
[그림 Ⅲ-2]

→

③포함과배제
기준

적용연구물선정
[그림 Ⅲ-2] 및
<표 Ⅲ-1>

→

④개별연구물
분석

<표 Ⅲ-2>
<표 Ⅲ-3>

↓

⑧ 분석 보고서
작성

←
⑦ 종합 해석

및
논의

←

⑥ 개별
연구물간
비교·분석

<표 Ⅳ-17> ~
<표 Ⅳ-22>

←

⑤ 개별
연구물간
분석틀 마련
: 민주적 운영,
교사공동체,
교육과정

학부모 연계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Ⅲ-1] 본 연구의 질적 메타분석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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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술지 통합 검색 사이트인 RISS와 DBPIA를 통하여 ‘혁신 학교’,

‘학교 혁신’의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학술지 논문은 45

편이 검색되었고, 학위논문은 83편이 검색되어 총 128편의 논문으로 추려

졌다. 이 중 학위 논문의 경우, 아직 출판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6). 학술지 논문 45편 중, 18편 이외에는 양적 연

구거나 문헌연구여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남은 18편 중 혁신학교가 시행된

기간 이외의 연구도 제외하였다. 즉, 학교 혁신에 대해 다룬 교장 공모제

학교(김성천, 2009), 자율형 공립학교(박상완, 2006)에 관한 연구들은 혁신

학교와 공유되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 ‘혁신학교’ 연구는 아니므로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7). 또한 혁신학교에 관해 사례연구를 했지만 연구학교와

함께 분석한 연구(김은영, 장덕호, 2014), 자유학기제와 함께 분석한 연구

(송경오, 2015)도 제외하였다8). 그밖에 혁신학교 내 운영과정에 대해 다루

고 있으나, 혁신학교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사학습공동체 자체에 관심을 가

진 연구(박나실, 장연우, 소경희, 2015; 이준희, 이경호, 2015), 연구대상 및

인원이 명확치 않은 연구(노상우, 2015), 연구대상이 기존 연구(윤석주,

2015)와 중복된 연구(윤석주, 2016)도 제외하였다.

6) 질적 메타분석을 위한 자료 탐색에는 미발행 연구물, 서적 및 서적의 장, 해당 주제 전문가의
조언 등을 탐색할 수 있으나(Walsh and Downe), 연구물이 너무 많은 경우 연구자가 준거를
설정하여 그 중 일부만 분석할 수 있다(나장함, 2008).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가 새로운 연
구 방법이 가지는 매력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질적 연구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는 지적(김병
찬, 2003)을 참고하여, 동료 심사를 거쳐 연구의 수준이 보다 높을 것이라 생각되는 학술지의
연구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결과물이 학술논문으로 발간될 때에는 학술지의
제한 분량에 맞게 연구의 맥락, 과정, 결과가 축약·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생
략된 전체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참조가 요구될 수 있다(나장함, 2008).

7) 유경훈(2012)의 혁신학교 연구동향 연구에서는 해당연구들이 포함되었다.
8) 이 연구들 중 혁신학교 부분만 발췌해서 연구할 수도 있으나, 논의와 해석 부분에 있어 혁신
학교에 집중하기보다 주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서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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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학위논문
128편 검색

키워드: 혁신 학교, 학교 혁신

첫번째
기준 적용

학위논문
85편 제외

45편의
학술지 논문

두번째
기준 적용 27편 제외

양적 연구 제외

문헌 연구 제외

18편의
질적 사례 추출

세번째
기준 적용

10편의
연구 추출

8편 제외
· 세부 기준 적용 제외
- 혁신학교 이전의 연구9)

- 다른 정책과 비교연구10)

- 주관심이 학습공동체인 연구11)

- 연구대상 불명확12)

- 연구대상 중복13)

[그림 Ⅲ-2] 포함과 배제 기준 적용 연구물 선정

위의 절차를 요약하면, [그림 Ⅲ-2]와 같다. 먼저 혁신학교 및 학교혁신

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 중 학술지 논문 45편을 추려내었다. 그 다음 양적

연구와 문헌 연구를 배제하고 18편의 질적 사례연구를 뽑아내었다. 이 18

편의 연구 중, 혁신학교가 시행된 기간 이외의 연구 2편, 혁신학교 정책을

다른 정책과 함께 분석한 연구 2편, 혁신학교가 주 관심사가 아닌 연구 2

9) 김성천(2009), 박상완(2006)
10) 김은영·장덕호(2014), 송경오(2015)
11) 박나실·장연우·소경희(2015); 이준희·이경호(2015)
12) 노상우(2015)
13) 윤석주(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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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연구대상 및 인원이 명확치 않은 연구 1편, 동일 저자여서 연구 대상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 연구 1편 등 8편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으로 10

편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물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정책 대상집단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

혁신학교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연구 대상은 <표

Ⅲ-1>과 같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0개의 연구들은 7개의 학술지로부터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사회학연구 3편, 교육행정학연구 2

편, 교육학연구 1편, 한국교원교육연구 1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편,

교육정치학연구 1편, 교육인류학연구 1편으로 총 10편이다. 또한 대상 연구

물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출간된 논문들로 2011년 2편, 2014년 2편,

2015년 4편, 2016년 2편이다. 주목할 점은 2014년 이후에 8편이 출간되었을

정도로 최근에 와서야 혁신학교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가 많아지기 시작했

다. 질적 메타분석에 적절한 연구물의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동안

수행된 질적 메타분석의 중간값은 15 내외이다(이승호, 박대권, 2016). 질적

메타분석은 개인이 수행하는 것보다 팀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Paterson et al., 2001)에 비추어볼 때, 분석대상으로 선정

된 10편이라는 숫자는 개인 연구자가 수행하기에 무리한 수는 아니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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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저자(연도) 제목 및 학술지

1 장훈·김명수(2011)
경기 혁신학교 운영 사례 분석: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 김수경(2011) 혁신학교 운영의 실태와 성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 유경훈(2014)
혁신 고등학교 운영과정의 특징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양가성(ambivalence)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4 배은주(2014) 혁신학교 운영의 특징과 갈등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5
나종민·김천기
(2015)

부르디외의 장이론 관점에서 본 혁신학교 교원들의
권력관계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6
나효진·안선회
(2015)

경기도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체제 변화 연구: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7 남미자 외(2015)
단위학교 혁신과정에서의 학생의 역할에 관한 질적 연구:
경기도 A 혁신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8 윤석주(2015)
혁신학교의 민주적 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S초등학교의 교사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9 이경아 외(2016) 혁신학교 운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0 전현욱(2016)
혁신학교 교사로 산다는 것의 의미: 달빛초등학교 최민혁

교사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표 Ⅲ-1>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 목록

먼저 분석 대상인 총 10편의 질적 사례연구들의 연구의 맥락을 제시하면

<표 Ⅲ-2>와 같다.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는 대부분 혁신학교

의 운영과정, 수업혁신, 교사 역할 및 갈등, 학생 역할, 성과 등에 대한 분

석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심층면담을 주로 활용하였고 참여관찰 및 문

서수집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7편, 중학교 대상 2편, 고등학교 대상 5편이다. 지역에

따라 나누어보면,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편, 서울 지역 3편,

전북 지역 1편, 부산 지역 1편 등 이다.14)

14) 학교급과 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연구물의 합이 10을 넘는 이유는 하나의 연구물에서 두
개의 학교급 또는 지역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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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혁신학교의 철학을 적극 공감하여 학교 운영을 주도하는 교사

저자
(연도)

연구문제 연구대상 및 면담자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장훈·
김명수
(2011)

· 배움의 공동체
형성 및
교수-학습
중심의 시스템
운영 측면의 성과
도출 요인 탐색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곳(지역형 1,
도시형 1, 미래형 2) 에
근무하는 3명의 교장과 20
명의 교사
-총 23명

· 심층면담

·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를 도출한
요인 (배움의
공동체,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과
발전과제 제시

김수경
(2011)

· 혁신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독자적 성과 탐색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1곳의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고등학교 1곳의 학교장,
교감, 부장교사
-총 7명

· 심층면담

· 혁신학교의
자율성과 성과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

유경훈
(2014)

· 단위학교
혁신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양가성의
개념으로 해석

·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곳의 교장, 교
감, 부장교사 5명, 평교사 9
명, 학생 12명, 학부모 6명
-총 34명

· 심층면담
· 참여관찰
· 문서수집

· 교육목표,
교사역할,
권한부여, 공동체
측면으로 나누어
양가성 양상 분석

배은주
(2014)

·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기술

· 경기도 소재
-중학교 1곳의 교장, 혁신부장
-고등학교 1곳의 교장, 교사
· 서울시 소재
-중학교 1곳의 교감, 혁신부장
-고등학교 1곳의 교사
· 총 7명

· 심층면담
· 참여관찰
· 문서수집

· 혁신학교의
다양한 갈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 제시

나종민·
김천기
(2015)

· 혁신학교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한 교원들의
권력관계 변화와
구조를 이해

· 전라북도 소재
-전주시내 초등학교 1곳의
핵심교사15), 비핵심교사
-타지역 초등학교 4곳의
핵심교사
-총 6명

· 심층면담
· 문서수집

· 혁신학교의
권력구조를
분석하여,
상징자본을
권력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표 Ⅲ-2>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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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연구문제 연구대상 및 면담자 연구방법 주요연구결과

나효진·
안선회
(2015)

· 경기도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체제 변화를
학교체제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1곳의 교사 5명,
학생 4명, 학부모 3명
-총 12명

· 심층면담
· 문서수집

·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의 체력발달
향상, 만족도 향상
등의 일반적
교육성과 및
혁신학교 지수
관련 성과도 향상

남미자
외

(2015)

·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
혁신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

·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1곳의 교장, 교
감, 교사 6명, 재학생 9명,
졸업생 1명
-총 18명

· 심층면담
· 참여관찰
· 문서수집

· 갑작스럽게
시작된 학교
혁신과정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
모두 혼란을
겪었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탁월한
팔로워의 모습을
보임.

윤석주
(2015)

· 혁신학교에서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과정
분석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곳의 핵심교사
4명
-총 4명

· 심층면담

· 교사들은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성찰하고 동료
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

이경아
외

(2016)

· 혁신학교 운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혁신학교에
형성되고 있는
문화적 담론 탐색

·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3곳의 교사 4명
-중학교 1곳의 교사 2명
-고등학교 1곳의 교사 1명
-총 7명

· 심층면담
· 참여관찰

· 혁신학교에서의
문화적 담론 제시:
동료성 회복,
공간의 재창조,
학습공동체 형성,
분위기 전환

전현욱
(2016)

·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그
삶의 교육학적
의미 탐색

·서울시 소개
- 초등학교 1곳의 교사 1명

· 심층면담
· 참여관찰
· 문서수집

· 연구참여자의
삶은 ‘자유’로운
삶,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운동’으로
의미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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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구들은 연구물 간 혁신학교 내 영역 및 주제별로 이질성이 존재하

여 특정 개념이나 주제에 대해 종합·분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위 연구 대상물들은 각 연구물간 특정 주제 및 개념에 따라 호혜적

(reciprocal), 반박적(refutational), 일련 논쟁적(line of argument)으로 분류

할 수 있고, 이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해석할 수 있다

(나장함, 2008)16). 이러한 분류는 <표 Ⅲ-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혁신학교 사례 연구들은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인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양상이 각 연구물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3>에서 민주적

학교 운영 영역의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각 연구들의 입장은 장훈과 김

명수(2011), 김수경(2011), 유경훈(2014), 배은주(2014), 나종민과 김천기

(2015), 나효진과 안선회(2015)의 연구들에서 서로 보완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배은주(2014)의 연구, 나종민과 김천기(2015)의 연구에서는

서로 반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민주적 학교 운영 영역의 ‘교사의 참여’에 대한 각 연구들의 입장

은 김수경(2011), 유경훈(2014), 배은주(2014), 나종민과 김천기(2015), 윤석

주(2015)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하

나의 입장을 취하기보다 일련의 논쟁(line of argument)적 성격을 띠고 있

는 것이다. 정리하면, <표 Ⅲ-3>은 각 연구들이 특정 영역이나 주제에 대

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16) 질적 메타분석을 최초로 수행한 Noblit과 Hare (1988: 38-75)의 연구에 따르면, 분석 대상
연구들을 특정 주제 및 개념에 따라 나누지 않고, 질적 메타분석 대상 논문 선정 단계에서부
터 위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대상논문
으로 삼은 연구들 간의 관계는 일련 논쟁적(line of argument)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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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학교장의

리더십 교사의 참여학생의 참여

장훈·
김명수
(2011)

◇ 민 주 적 ,
봉사적 리
더십

- -
◆교사들의
실행력 부
족

- -

김수경
(2011)

◇혁신학교
에 대한 높
은 열의

△ 교사 간
의견 분분 - -

◇다양한 체
험활동
◆입시대비

◇학부모의 다
양한 지원과
참여
◆학부모의 과
한 기대

유경훈
(2014)

◇권한 위
임

△ 적극참여
vs 의도적
회피

-
△자발적 헌
신 vs 불가
피한 희생

△전인적 성
장 vs 입시
교육

배은주
(2014)

◇ 민 주 적 ,
지원적 리
더십
◆ 교 장 의
일방적 리
드

△ 초빙교사
vs 일반교
사

◇학생자치
강화

◇생활지도
중심 교사
협력, 수업
중심 업무
분장

-

◆자녀 학성 성
취에 대한 이
기심, 무분별
한 요구

나종민·
김천기
(2015)

◇자발적
권한 위임
◆ 교 사 와
상호견제

△ 핵심교사
vs 비핵심
교사

- - - -

나효진·
안선회
(2015)

◇교사에게
권한 위임 - ◇학생회 활

성화

◇교사 동아
리, 교사
협력

-
◇적극적 참여
및 교사와 소
통

남미자 외
(2015) - - ◇ 규정개정

에 관여 -

◇학생들의
적극적, 협
력적 태도
◆입시대비

-

윤석주
(2015) -

◇ 교사회를
통한 의사
결정
△ 주류교사
vs 비주류
교사

- - - -

이경아 외
(2016) -

◇교사협의
체, 협의문
화

-

◇ 동 료 성
기반 신뢰
관계, 경험
공유

- -

전현욱
(2016) - ◇ 자유로운

의견교환 - - - -

◇ 호혜적 / ◆ 반박적 / △ 일련논쟁

<표 Ⅲ-3> 연구물 간 호혜적, 반박적, 일련 논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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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면담

본 연구는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모두 활용하는 데, 정책 집

행자 요인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일선 관료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책 대상집단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태도와 전략, 정책 대상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

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특

히, 혁신학교 정책은 ‘자발적인 단위학교 개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것이 정책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관리되는가에 따라 정책의 성패

가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의 담당자를 각 시·도 교육청

의 혁신학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라 판단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태도나 전략 또는 단위학교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았다.

이런 인식하에 2016년 5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 혁신학교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교사경력을 통하여 개

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를 접촉하여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그 다음에는 그 장학사로부터 소개를 받아 대상자를 늘려가는 방식

인 눈덩이 표본선정 방식(Patton, 2015)을 취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비

슷한 생각을 가진 대상자들만 면담하게 되어 연구대상의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Patton, 2015). 따라서 한 가지 경로가 아니 서 너 개의 경로를 택했

다. 두 번째 경로로는 연구자가 6년 전에 근무했던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

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 근무하는 ‘혁신 부장’을 지

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세 번째 경로로 지인 중에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

하지 않는 장학관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 그 지역의 혁신학교 장학사를 소

개받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의 학부 때 지도교수를 통해 소개를

받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경로는 한 가지라도 매우 다양한 경로로 확대되

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지도교수의 대학원 제자

중, 현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학사를 소개받아 그 장학사로부터 혁

신학교 담당 장학사를 소개받는 방식이다. 또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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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도교수로부터 해당 지역 대학교의 교수님을 소개받아 같은 방식으로

접촉하는 방법이었다. 이런 식으로 ‘약한 연결고리’를 활용하여 면담 대상

자를 늘려나갔다. 요컨대, 위와 같이 5-6개의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주로 시·도 교육청의 장학사들이었으

나, 장학관, 혁신학교의 혁신부장,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교육청 파견 교사

들도 면담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인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서울, 강원도, 전북 등 1기 시·도 교육청들은 2명 이상 면담하였고,

아직 2년차인 2기 시·도 교육청들은 1명 이상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

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교육청에 찾아가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면담을

실시하였고, 녹음을 원하지 않는 1명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 동

의를 얻어 녹음 후 전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정책 집행자 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다른

요인들에 대한 담당자들의 생각도 함께 질문17)하였다. 면담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정책 집행자의 전략 분석 및 전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Ⅲ-4>와 같다.

17) 면담 질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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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논문에 등장하는 면담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차수 지역 이름18) 성별 직위 면담시기

1기

A도

강성종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9

홍지선 여 혁신학교 혁신부장   2016. 9

조민선 여 지역교육청 장학사   2016. 10

B시

진석한 남 지역교육청 장학관   2016. 10

우소진 여 시교육청 파견교사   2016. 10

백하연 여 시교육청 파견교사   2016. 10

C도
곽훈범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9

정소희 여 도교육청 파견교사   2016. 9

D도
김운형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9

장문국 남 지역교육청 장학사   2016. 10

E시 박선희 여 시교육청 장학사   2016. 10

F도 고연상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10

2기

G시 홍택훈 남 시교육청 장학사   2016. 9

H도 강대협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10

I도
여한준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9

허구희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9

J시 주준현 남 시교육청 장학사   2016. 10

K시 황대방 남 시교육청 장학사   2016. 9

L도 김형진 남 도교육청 장학사   2016. 10

M시 이다현 여 지역교육청 장학사   2016. 10

<표 Ⅲ-4> 연구참여자 정보(총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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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분석을 통하여 혁신학교 공문, 계획서, 보고서,

관련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였고, 둘째, 질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정책 대상

집단인 단위학교의 혁신학교 운영과정 및 구성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고,

셋째, 심층 면담을 통하여 해당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집행 담당자의 태

도 및 전문성 등을 탐색하였다. 넷째, 자료 분석 및 해석은 자료 수집 초기

단계인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은 2016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각

종 문헌, 질적 메타분석 대상 논문, 심층면담 자료를 모두 종합해야하는 방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과 종합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

시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문헌 분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 면담 과정,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등 본 연구의 전체 과정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 Ⅲ-5>

와 같다.

연구 절차 세부 내용 연구기간

· 문헌연구

· 혁신학교 정책 관련 서적 및 연구물 분석

·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계획서, 보고서 분석

· 혁신학교 관련 신문기사 분석

2015. 6

- 2016. 2

· 질적 메타분석
· 혁신학교 운영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들을 통

합하여 질적 메타분석 실시

2016. 1

- 2016. 6

· 집행담당자 섭외 및

면담

· 시·도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면담

·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시·도 교육청 파견교사 면

담

2016. 5

- 2016. 10

· 자료 분석 및 해석
· 문헌 자료 및 면담 자료 분석 및 해석, 구조화

· 추가자료 수집 및 재분석

2016. 8

- 2016. 11

· 논문 작성 · 종합적 기술, 순환적 검토 및 수정·보완
2016. 7

- 2016. 11

<표 Ⅲ-5> 연구 절차



- 61 -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

육정책집행의 모형들과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교육정책집

행에 관하여 한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은 그 속성상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정성수, 2008). 연구대상으로 삼은 혁신학교 정책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을 혼합한 통합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의 출발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학교 정책의

시작은 ‘자발적인 학교개혁 운동’이었다. 이렇듯 아래로부터의 개혁 운동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집행

현장의 행위자들이 인식한 문제와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정책의 본질적인 집행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는 상향식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둘째, 아무리 혁신학교 정책이 자발적인 운동에서 시작되었다할지라도

정책화되는 순간, 그것은 하향적 속성을 띠게 되어 있다. 정책이란 정책 목

표가 설정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그에 합당한 정책 산출이 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은 단위학교의 자발적 개혁을 지원하

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를 늘려나가고 일반화시키는

단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향적 집행 방식이 강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향적 접근법에 의한 집행과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은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전국

적으로 퍼져나간 정책이다. 따라서 그동안 정책이 집행됨에 있어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여러 정책 행위자(언론, 학부모, 의회 등)들에

의해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집행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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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서 기존 정책집행 모형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왔던 상향식 접근법에

서 제시하는 영향 요인들과 하향식 접근법에서 언급하는 정책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범주화할 것이다. 먼저 상향식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관련 요인들은 일선관료(집행자)의 추진전략 및 활동, 집행요원들의 기술,

집행 관료와 대상 집단간의 전략적 상호관계(Berman, 1978; Elmore, 1979;

Hjern & Hull, 1987; Lipsky, 1980) 등이다. 하향식 접근법에 제시하는 관

련 요인들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데,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기

준과 목표, 자원(재원), 집행기구의 특성, 기구간 의사소통, 경제·사회·정치

적 조건, 사회경제적 상황, 대중매체의 관심, 대중의지지, 정책 결정자의 지

지, 집행관료의 성향 및 의사결정규칙(Edwards, 1980; Sabatier &

Mazmanian, 1979; Van Meter & Van Horn, 1975) 등이다.

위와 같이 방대한 요인들을 개인 연구자가 분류하고 범주화시켜 나열하

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작업을 하더라도 자의적이고 작위적일

수 있어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최근 국내에서 수

행된 교육정책집행 연구들 중 통합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분석틀을 구성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틀을 참고하여 혁신학

교 정책집행을 분석하기에 알맞은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집행을 분석한 최근(10년 내)에 수행

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재웅(2007), 정성수(2008), 서용희와 주철안

(2009), 박상완과 김재웅(2015)의 연구이다. 각 연구의 분석틀의 범주를 제

시하면 <표 Ⅲ-6>과 같다.



- 63 -

구분 관련 요인 하위 분석 요인

김재웅

(2007)

정책 자체 요인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집행기관 및 집행자

요인

집행기관의 구조, 정책책임자의 리더십과 관료의 태

도, 정부부서 간 조정 및 협력

정책 대상집단 요인 5가지 불순응(의사소통, 자원, 정책, 행위, 권위)

정책 환경 요인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언론, 대중의 지지와 관심

정성수

(2008)

정책 결정자 요인 사업 목표, 사업 성격, 사업 예산

집행 집행자 요인 집행자(기구)의 구조,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 정책대상자의 집행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정책 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 지배기관의 지원, 이해 관련 집단

의 특성

서용희·

주철안

(2009)

정책 목표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집행 수단 선택

정책 집행자 정책 집행자의 성향, 추진전략·활동

정책 대상집단 대상 집단의 반응, 정책에 대한 인식

환경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관련 이익집단 및 언론·대중

박상완·

김재웅

(2015)

정책 특성
정책내용(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명확성·일관성·소망

성

정책 결정자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도

정책집행 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집행 주체의 능력과 태도, 집행조직의 관료 규범

과 집행절차, 집행체제의 특성(정부 부서 간 조정 및

협력)

정책 대상집단과 정

책 관련 집단의 지지

정책 대상집단의 태도(순응)과 정치력, 대중 및 매스

컴의 지지

<표 Ⅲ-6> 정책집행 관련 요인 분류 비교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연구들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

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시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책내용이나 목표의 특

성 또는 정책 수단과 자원을 포괄하는 영역, 둘째, 정책기관의 구조나 집행

담당자의 태도, 행위, 전략 등을 포괄하는 영역, 셋째, 정책대상자 또는 대

상 집단의 순응, 특성, 태도, 만족도, 인식 등을 포괄하는 영역,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언론, 대중의 지지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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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고 위 분류기준을 참고하

여 새롭게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즉,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

책 대상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속한 하위요인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가. 정책 자체 요인

국내 선행연구들은 여러 요인들 중 정책의 기준과 목표, 자원(재원)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정책 자체 요인, 정책 결정자 요인, 정책 목표, 정책 특성

등으로 범주화시켜 분석하였다. 이 범주는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정책 수

단과 자원을 대표해야하므로 연구자는 ‘정책 자체 요인’이 이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범주에서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정책목표

또는 내용의 명확성, 소망성, 일관성 등이 있고,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연구자는 세부구성요소로 ‘정책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무’,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 집행의 적절성’

를 선정하였다. 특히, 기존에 제시되었던 요소 중 정책 목표 및 내용의 소

망성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소망성’은 정책 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태도

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 뒤에 제시될 정책 집행자 요인이나 정책 대

상집단 요인과 상당부분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학교 정

책의 경우, ‘소망성’이 전체 요인을 관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부요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나. 정책 집행자 요인

두 번째 분류인 일선관료(집행자)의 추진전략 및 활동, 집행요원들의 기

술, 집행기구의 특성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선행연구들은 정책기관 및 집

행자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집행조직과 정책집행담당자 요인 등으로

명명하고 있었다. 정책기관이나 집행조직, 집행 담당자는 모두 정책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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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통칭하는 범주를

‘정책 집행자 요인’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세부 요소들은 정책기관의 구

조, 정책책임자의 리더십과 관료의 태도,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정책 집

행자의 성향, 정책집행 주체의 능력과 태도, 집행조직의 관료 규범과 집행

절차, 집행체제의 특성, 정부부서간 조정 및 협력 등이 나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기관 구조의 경직성’과 ‘정책집행담당자의 행위

및 전략(태도 및 전문성)’을 하위 분석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들

에서 다루었던 정부부서간 조정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은 ‘정책집행기관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함께 다뤄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다.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대상자 또는 대상집단의 순응, 특성, 태도, 만족도, 인식 등을 포괄

하는 영역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등으로 범주화시켰다. 혁신학교 정책의 경우, 정책 대상자

및 정책 대상집단에 해당하는 개체가 이 정책을 수용한 단위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집단 요인’이라고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하위 요인을 정하는 데 있어 정책 대상집단의 경

우 가장 범위가 넓다. 이 영역에서 김재웅(2007)은 5가지 불순응을 하위 요

인으로 삼았고, 정성수(2008)는 정책 대상집단의 특성 및 집행에 대한 인식

과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서용희와 주철안(2009)은 대상집단의 반응, 정책

에 대한 인식을 꼽았고, 박상완과 김재웅(2015)은 정책 대상집단의 태도(순

응)와 정치력을 도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정책 대상집단이 정책에 대해 어

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각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선정한 경향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도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혁신학교 정책

을 단위학교에서 순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

고자 한다. 그래서 하위 요인으로 ‘정책 대상집단(단위학교)의 반응’을 혁신

학교 정책의 내용인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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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라. 정책 환경 요인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언론, 대중의 지지 등도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

적으로 범주화시켜 함께 ‘정책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책 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도’,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사회·경제적 여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선정하였다. 다른 요인

들과 다르게 본 영역에서 선정한 하위 요인들은 선정 근거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도’의 경우, 박상완과 김재웅(2015)은 ‘정

책 결정자’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 다루었고, 김재웅(2007)은 ‘정책 집행자’

요인의 하위 요소로서 ‘정책책임자의 리더십’을 다루기도 하였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이 요인이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에 정책의 환경 요인에 넣기에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박상완과 김재웅

(2015)의 연구처럼 독립적인 범주로 분석하기에는 다룰 내용이 많지 않고,

김재웅(2007)의 연구처럼 ‘정책 집행자’ 요인에 포함하기에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구분되지 않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정책 환경 요인의 하위 요인으

로 삽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의 영향’을 하위 요인으로 삽입한 것이

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다루고 싶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측면(송경오, 2015)이 있어, ‘혁신학교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요인 및 하위 요

인들을 정리하면 <표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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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하위 분석 요인

정책 자체 요인
- 정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일관성 유무
-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예산과 인사) 집행의 적절성

정책 집행자 요인
- 집행기관(시·도 교육청)의 구조의 경직성
- 집행담당자(교육청의 장학사)의 행위 및 전략

정책 대상집단 요인
- 정책 대상집단(단위학교)의 반응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학
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정책 환경 요인

- 사회·경제적 여건
- 정책 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 대중매체 및 이익단체의 지지와 관심
- 중앙 정부의 교육정책의 영향

<표 Ⅲ-7>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별 하위 요인

<표 Ⅲ-7>의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들과 그 하위 요인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Ⅲ-3]과 같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간 관련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책 집행자

- 집행기관의 구조

- 담당자의 행위 및 전략

정책 환경

- 사회적 환경

- 정책 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 대중매체 및 이익단체

-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정책 대상집단

- 대상집단의 반응

정책 자체

- 정책의 명확성, 일관성

- 정책집행수단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시·도 교육청 간
상호작용

[그림 Ⅲ-3]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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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정책 자체 요인

가.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유무

1) 명확성

정책내용이 아무리 잘 전달되더라도 정책이나 정책지침 속에 나타난 정

책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면 정책관련자들이 그 정책내용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정책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의미

에는 정책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정책집행 관련자, 특히 정책 집행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정정길 외,

2016).

Ⅱ장의 <표 Ⅱ-3>과 <표 Ⅱ-4>에서 볼 수 있듯이, 14개 교육청의 혁신

학교의 목표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 않고 큰 틀에서 유사하다. 이

를 종합하여 보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윤

리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체,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을 하는 행복을 추구

하는 공교육의 모델’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 모두 혁신학교에 대

해 큰 개념과 철학을 정의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최창의 외, 2015). 명확성의 기준은 정책집행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정정길 외, 2016). 위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정책의 명확성 기준

에 따라 판단해볼 때,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측

면에 혁신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한다는 기본교육안이 제시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조형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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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관성

정책내용이 상호 모순·대립되는 목표와 수단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정

책 집행자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혼돈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외, 2016).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 및 중점과제는 전술하였듯이, ‘지역 사회와의 연계

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체, 창의적인 교

육과정과 수업을 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이 과제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역 사회와의 연계 속에 민주적

학교 운영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혁신학교 정책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09년에 세

부 중점과제들이 서로 위계가 있는 6개 과제였었는데 반해, 2011년에는 4

개 과제로 바뀌었다. 6개 과제 안에 있는 ‘대외 협력·참여 확대’ 관련 부분

이 ‘지역 사회’의 지원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과제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Empowerment 체제 구축’과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이 ‘민주적인 학교운

영’으로 합쳐지면서 4개 과제로 정리되었다. 아울러 이때까지만 해도 ‘학교

운영 → 자치 및 학습 공동체 형성 → 교육과정 변화’의 위계가 있었다. 그

러나 2015년에 와서는 4개의 중점과제가 선후의 관계없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내용의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볼만하다. 그러나 2015년의 경기도 혁신학교 모델을

보았을 때,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가 밑바탕이 되고(가장 아래쪽에 위치),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운영 속에서(중간 양옆으로 위

치), 창의적 교육과정이 운영되는(가장 위쪽에 위치) 모델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최창의 외, 2015).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3번의 모델이 바뀔

때마다 변함없이 중점과제의 환경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혁신학교 정책

을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원, 전북, 전남, 광주의 경우에도 위 4가지

의 정책 내용이 경기도와 유사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고, 2년차인 2기 교육

청들도 마찬가지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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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혁신학교 정책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였

으나, ‘지역 사회 연계’를 바탕으로 ‘민주적 학교운영’ → ‘구성원의 공동체

화’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1) 물적 자원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물적 자원은 예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표

Ⅳ-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기 혁신학교들 즉, 2011년의 혁신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당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보통의 연구시범학

교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예

산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서울
29 3,616,000 61 8,881,470 67 10,035,370 67 4,690,000
124,690 145,598 149,782 70,000

광주
4 400,000 10 1,000,000 18 1,436,500 26 1,872,000
100,000 100,000 79,806 72,000

경기
89 9,150,000 155 14,018,000 230 17,590,000 285 17,910,000
102,809 90,439 76,478 62,842

전북
20 1,700,000 48 2,055,000 84 4,216,000 101 3,938,000
85,000 42,813 50,190 38,990

전남
30 2,650,000 40 2,600,000 51 2,920,000 65 2,990,000
88,333 65,000 57,255 46,000

강원
9 900,000 41 2,600,000 41 1,909,200 41 1,517,000
100,000 63,415 46,566 37,000

총계 181 18,416,000 355 31,154,470 491 38,107,070 585 32,046,673

<표 Ⅳ-1> 1기 혁신학교 현황 및 지원예산

(단위: 개, 천원)

※ 2011년-2014년 서울시혁신학교에는 서울시가 학교당 1000만원씩을 지원

※ 경기도는 2009년 13개 학교(12억 원), 2010년 42개 학교(54억 원)을 지원

* 출처: 박주희(2014). 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바른사회시민회의.



- 71 -

그러나 <표 Ⅳ-2>와 <표 Ⅳ-3>19)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6년 현재

학교당 연간 평균 예산 지원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이다. 혁신학교

초창기 1억원에 비해서 1/2 또는 1/3가량으로 적게 책정되었다. 그것은 학

교수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

문일 것으로 보인다.

19) 학교 규모에 따라 기본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학급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시·
도 교육청별로 다르기 때문에, <표 Ⅳ-2>와 <표 Ⅳ-3>은 현재 예산 지원의 경향성만을 보
여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0) 시·도 교육청의 제시 순서는 1기의 경우, 가장 먼저 시행된 경기도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강원도 순으로 제시하였고, 2기의 경우,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제주 순으로 제시하였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연평균

경기20) 7,0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4,375만원

서울

신규 5,500만원 5,500만원 5,500만원 5,500만원 5,500만원

재지정 3,5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3,500만원

강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광주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전북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

전남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2> 1기 혁신학교 예산 (2016년 기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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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연평균

세종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3,500만원

충북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충남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대전 5,000만원 5,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3,500만원

부산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경남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인천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제주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750만원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3> 2기 혁신학교 예산 (2016년 기준 계획)

위와 같이 예산지원 상황을 보면 2016년 현재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

원은 시행 초기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산 지원

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하다.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혁신학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것인

지 불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나 혁신학교 정

책을 담당하는 장학사 및 교사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첫째, 많은 예산 지원으로 인해 ‘잦은 강사 초빙’과 같이 불필요하게 예

산을 사용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이월되는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형식적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학교 부장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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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이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강사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시설비에는 투자를 몇 퍼센트 해라, 

뭐에는 몇 퍼센트를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활동에 돈을 많이 쓰게는

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만약 난타를 배운다면 교사가 배워서 교사가 정말 애들

과 함께 호흡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사 불러서 하는 건 너무

쉽죠. 근데 자꾸 예산이 주어지니까 이 예산을 결산 내야 되고 다음에 이월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하게 돼요.(1기 A도 한지희 교사)

둘째,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자돈’으

로서 일정 금액의 예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느라 정작 단위학교에서 일로 느껴서 고통으로 작용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자: 초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요즘은 훨씬 낮은 수준

으로 주잖아요. 이것은 기존 교육청에서 들었던 비판들이 반영된 금액인가요?

담당자 :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돈 주면 그게 일이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돈 내려온다고 하면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혁신학교 운영을 하려면 ‘종자돈’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문제는 왜 학교 현장에 이 돈이 내려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고통

으로 작용했을까. 왜 이걸 일반적인 수업이나 애들하고 상담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뜯어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

록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은 혁신학교에서 돈

내려가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2기 K시 황대방 장학

사)

위와 관련하여 혁신학교 초기에는 의도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혁신학교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밖에 예산이 일회성으로 쓰이지 않고, 학교

문화를 바꾸거나 지역사회에 투자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바꾸는 데 사용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파견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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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예산을 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시설도 투자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환

경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요.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

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교실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실제 교사 협의실과

교사 휴게실이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중략) 

교육과정을 바꾸는 데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저는 교사가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학교 문화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나왔거든요. 근데 교사들이 몇

명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한순간 이더라구요. 그래서 마을에

계신, 그니까 지역 주민, 학부모님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기 C도 정선희 교사)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물적 자원은 혁신학교 초기에 충분히 지급되면

서 혁신학교 정책집행에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예산 지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절한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혁신학교

예산은 꼭 필요한 수준에서 많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혁신

학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 확충,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학교를 지속적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투자 등을 예산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다.

2)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과 더불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

요한 요인이다. 인적 자원은 전문기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의미한다.

혁신학교 정책에서의 인적자원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장,

교사, 행정직원 등이고, 교육청에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다. 이

러한 교직사회에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승진 가산

점, 전보, 전문직 진입 등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인적 자원과 관련된 혁신학교 정책 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

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연구·시범학교와 같은

정부주도 교육정책들이 승진 가산점을 원하는 교사들로 인해 본래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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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질되는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다(신철균, 2011). 혁신학교 정

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한데, 승진 가산점

부여가 오히려 이런 자발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김성천, 오재길, 2012). 따라서 1기 시·도

교육청과 2기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경남 교육청에서는 유공교

원 표창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승진가산점’과는 무게가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승진가산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

기도 한다. 교육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철저하게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대

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이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혁신학교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승진가산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다.

인센티브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약간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 시교육청

도 혁신학교 교사들에 대해 인센티브는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제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

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 규정, 승진 방안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실력이 있는 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의 역량을 갖춘 자가 관리자가 되게 하고, 행정 역량을 갖춘 자가 관리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현재 작동되고 있는 승진체제는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을

현재 마련하려고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는 못 찾았단 말

이에요. 정말로 학교를 이해하고 교육을 이해한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가? 그 길을 우리는

아직도 50프로밖에 못 찾았고 그마저도 현재 법과 제도들 인거죠. 이런 것에 의해 막혀있

는 거에요. 이랬을 때 가산점을 주지 않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

해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려점은 있어요. 그것만을 찾아서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결국

은 그만큼 그게 사람들 관심사라는 이야기에요. 그만큼의 관심사면 그 관심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터부시, 내지는 굉장히 독하게 치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일은 법과 제도로 하면서 (2기 G시교육청 홍택훈 장학사)

둘째, 전보(전보유예 및 초빙교원)와 관련된 인적 자원 정책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자율학교로 지정되고 교육청 방침에 따라 30%-50%의 교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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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교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혁신학교 운영 철학에 동의하는 열정

있는 교사들을 초빙하되 일반학교보다 높은 비율로 초빙할 수 있게 한 것

이다. 다음으로 전보유예 관련 규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학교 운

영을 주도하는 교사들이 이탈했을 경우, 혁신학교의 운영의 지속성이 보장

되지 않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교사들이 기존 근무기간보다 오래 근

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전보와 관련된 교원초빙이

라든지, 전보유예는 2기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혁신학교 3년차가 구성원이 바뀌면 다시 1년차의 고민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다람쥐 쳇

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깊어지는 혁신학교를 위해서 인사가 핵심이

거든요. 혁신학교에서 구성원이 바뀔 때 바뀐 인원에 대해서 초빙교사나 유예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한 번 어디까지 깊어지는지 가보자 하는게 핵심적인 요소인거죠.(1기

D도교육청 김운형 장학사)

셋째, 교장 공모제 활용 여부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들에 대해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한 이승호와 박대권(2016)의 연구에 따르면, 공모 교

장인 경우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관한 성과가 더욱 잘 나타난다고 보고한

다.

넷째, 전문직으로의 진입 가능 여부이다. 서울, 전북, 충북, 광주 등에서

는 전문직 선발에 있어 ‘혁신 역량’ 또는 ‘혁신 교육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선발 척도로 설정함으로써, 그동안 혁신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사들

이 전문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놓았다.

전문직 시험 제도를 완전히 개편을 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천을 해본사람들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실행해야한다는 관점에서요. 예전에

는 서류점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걸 대폭 낮췄어요. 문제 자체도 암기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문제라면 ‘실제 무엇을 재구성 해보았는가?를’ 

써보라는 거에요. ‘학교 공동체 운영해봤을 때, 무엇이 어려웠는지? 해법은 무엇이었는

지?’ 써보아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

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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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승진’을 위한 새로운 경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승진

때문에 혁신학교에 근무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실력이 아닌 인

맥으로 뽑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혁신학교를 잘 아는 사람이 장학사로 선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사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공부하면서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에 장학사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훨씬 더

선생님들이 모이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모임에 더 적극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

나 그렇게 승진한다면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새로 업

무를 맡은 장학사님이 잘 모르신다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많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승진 때문에 혁신학교를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경로를 만들어야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1기 A도 혁신학교 혁신

부장).

마지막으로 행정실무사 배치 여부이다. 혁신학교에서의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원, 배치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

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행정인력 배치 또는 행정 인력 우선 배치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혁신학교의 철학과 맞지 않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 인력이 학교에 오면 비정규직일 것이고,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면에서 새로운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적

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비민주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인력채

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00도는 당장 뭐가 있냐면 인력지원이 있어요. 교육청 차원에서 인력지원. 그러니까 행정

업무 경감차원에서 한명씩 더 두명씩 막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4000만원 주면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쓰면 선생님

업무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몰라도 갑을관계가 또 만들어지죠. 행정보조인력은 ‘을’ 아니

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한 학교를 민주적으로 경영하자라고 하면서 왜 새로운

형태의 갑을관계를 만들어서 내가 왜 또 갑이 돼서 그러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건 아니

라고 생각하거든요.(2기 H시교육청 주준현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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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 인적 수단은 전보 유예 및 전보 가산점,

교장공모제, 전문직 진입 경로, 행정실무사 배치, 승진가산점 미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심층면담을 통한 각 인적 자원 정책을 분석해보면 전보 유예

및 전보 가산점 부여, 교장공모제 등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전문직 진입 경로, 행정실무사 배치, 승진

가산점 미부여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지 여부는 찬반 의견

이 공존한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시·도 교육청별 세부 사항을 제시하면

<표 Ⅳ-4>, <표 Ⅳ-5>와 같다.

교육청 승진가산점 전보 전문직 진입 경로

경기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초빙교사비율을 상향
조정
․ 혁신학교 근무기간을
전보연수에 반영

․혁신역량 중심으로 전문직
선발제도 개선

서울

․ 시행 초기 승진 가산
점 미부여
․ 2015년부터 혁신학교
교육력 제고 가산점을
운영

․ 혁신학교 첫해에 한하
여 다른 학교 진출 허용
․ 초빙교사제와 유임교
사제 활용

․파견 교사

광주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전체 교원 중 10%이내
2년간 유예 가능

․혁신 역량을 중심으로한
전문직 선발제도

전북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유공 교직원 교육감
표창

․ 전보유예가 가능하도
록 인사관리규정 개정

․ 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혁
신에 대한 이해도 및 열정
중요한 판단척도

전남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

강원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정원의 50%범위 내에
서 초빙 허용

․파견 교사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4> 1기 시·도 교육청별 인적자원 지원 및 유인 체계



- 79 -

교육청 승진 전보 전문직 진입 경로

세종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

충북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

충남 ․ 승진 가산점 미부여
․정원 50%이내 교사초빙
가능

-

대전 ․ 승진 가산점 미부여

․자율학교 지정시 정원
의 30%범위 내 교사초
빙
․우수 운영교사 전보 유
예

-

부산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파견교사 형태, 전문직 업
무 수행 후 복귀

경남
․ 승진 가산점 미부여
․ 기관 및 유공교원 표
창

․근무연한 확대(핵심교원
전보유예)

-

인천 ․ 승진 가산점 미부여
․정원의 50%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

-

제주 ․ 승진 가산점 미부여

․전보 유예 가능
․각종 교직원 연수 및
선진시찰 등에 우선 선
발

-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5> 2기 시·도 교육청별 인적자원 지원 및 유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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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은 정책집행 조직 구조의 경직성과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태도와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정책집행 조직의 구조와 집행자의 전략을 파악하고, 면담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가. 정책 집행조직 구조의 경직성

혁신학교 정책집행의 조직 구조는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조직과 혁신학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담당조직과 지원조직은 <표 Ⅳ-6>, <표 Ⅳ-7>과

같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기존 조직을 개편하

였다. <표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1기 혁신학교 교육청들은 ‘과’단위의

조직 명칭을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하였다. 기존에 ‘학교정책

과’, ‘교육정책과’ 또는 ‘교육진흥과’로서 기능하던 부서를 ‘학교혁신과’ 또는

‘교육혁신과’로 바꾸어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013년도 보수교육감이 들어옴으로써 ‘학교혁신과’가 ‘학교정책과’로 바뀌었

다. 또한 혁신학교 업무를 ‘초등교육과’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의 변화도 있

었다. 한편 2015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혁신과’를 ‘학교정책과’로 명

칭을 다시 바꾸었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정책기획관’에서 혁신학교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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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인 2기 교육청 조직의 특징은 <표 Ⅳ-7>를 보면 확인할 수 있

듯이, 세종, 경남, 인천에서는 ‘혁신’이 들어간 ‘과’로 명칭을 바꾸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학교정책과’, 또는 ‘교육정책과’에서

명칭을 바꾸지 않은 채로 혁신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담당 조직 혁신학교 지원 조직

경기
· 2009년 학교혁신과
· 2014년 학교혁신과: 4팀 28명 규모
· 2015년 학교혁신과 → 학교정책과

․ 2009년 혁신학교 전담팀
․ 2011년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혁신학교
T/F
․ 2015년 혁신교육 지원센터

서울

․2011년 학교혁신과
․2013년 학교혁신과→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2015년 교육혁신과

․2011년 혁신학교 지원협의회
․2011년 혁신학교 정책자문위원회
․2015년 혁신학교 정책추진단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2016년 학교혁신 지원센터

광주
․2011년 정책기획관 학교혁신지원팀
․2015년 혁신교육과 및 정책기획관

․2011년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

전북
․2011년 교육진흥과→교육혁신과
․2015년 교육혁신과

․2011년 혁신학교추진단(지역교육청)
․2015년 학교혁신추진단(지역교육청)

전남
․2011년 교육진흥과
․2015년 학교혁신과

․2015년 무지개학교 지원센터
․2015년 무지개학교 지원단

강원
․2011년 학교혁신과
․2015년 정책기획관 학교정책담당

․2015년 학교혁신 지원단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6> 혁신학교 정책을 위한 조직 (1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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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 마다 혁신학교 ‘추진단’, ‘추진위원회’, ‘전담팀’, ‘지원단’,

‘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추진위원회’의 경우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객관적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장학관,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무지개학교 추진위원

회’의 경우는 역점과제로서 무지개학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무지개학교 운영 관련 부서의 장

학관 및 사무관 등이 행․재정분과, 운영분과, 연수지원 분과 등으로 나누

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Ⅳ-7>을 보면 후발주자인 2기 교육청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추진단,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진단 및

구분 시·도 교육청 담당 조직 혁신학교 지원 조직

세종 ․2015년 학교혁신과 ․2015년 학교혁신 지원센터

충북 ․2015년 기획관 혁신기획연구담당

충남 ․2015년 학교정책과
․2015년 학교혁신 지원센터
․2015년 행복나눔학교 추진단

대전 ․2015년 교육정책과
․2016년 창의인재씨앗학교 추진기획단
․2016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부산 ․2015년 교육정책과
․2015년 부산다행복학교 추진위원회
․2015년 부산다행복학교 지원단

경남 ․2015년 학교혁신과 ․2015년 혁신학교 추진단

인천 ․2015년 교육혁신과
․2015년 인천형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2015년 인천형 혁신학교 실무추진단

제주 ․2015년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 ․2015년 혁신학교 추진지원단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7> 혁신학교 정책을 위한 조직 (2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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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는 비교적 경직된 조직인 관료제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면서 보다 원활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혁신학교 정책이 초기에는 관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장학관님들이랑 장학사들

의 이해가 부족했고 저항도 있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혁신학교 정책을 받아들이지를

않거나 트는거죠. 그래서 추진단이라고 하는 기획단위를 만들어서, 이 기획단위에서 매칭

을 해서 협의를 하는거죠. 기획단 하는 사람들은 그 때 따로 모여서 전략들을 짰던 것 같

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있는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혁신학교 기획

단 같은 조직이 그런 역할을 한거죠. 이들이 관료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종의 ‘브

로커’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또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도 ‘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학교들의 실

제 어려움을 찾아내고, 그것의 해결을 지원해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

다. 기존의 경직된 관료조직에서 벗어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혁신지원단을 꾸려서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업무를 만들어내

고, 기존의 전시행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실제로 어려

움이 무엇이고, 그것이 학교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밀착돼있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고민들을 먼저 하고 있어요.(1기 C도교육청 곽훈범 장학사)

또 한편으로는 지원조직으로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

청에서는 2015년에 ‘혁신교육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학교정책과장을 센

터장으로 하는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운영 기획 및 평가, 혁신학교 네트워크,

연수 운영 등 혁신학교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혁신 지원센터’란 명칭으로 센터총괄장을 교

육혁신과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교사 4명의 인력

을 배치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의 운영지원 및 연수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총

괄하고 있다.

2기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센터 형태의 조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충남

및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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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라 볼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경기와 서울에서 본격적인 지원조직으로서 ‘지원센터’가 개설되어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요컨대,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으로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브로커’ 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혁신학교 지원 조직으로

인해서 관료제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혁신학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집행자들은 여러 가

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책 대상 집단을 선정할 때, 혁신학교 목표와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책 대상 집단에서 쉽게 일

어나는 정책 불순응 현상을 애초에 최소화하였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혁

신학교 철학을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수

를 실시하였다. 그 후 혁신학교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혁

신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하기 전에 예비

혁신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적응기간을 두었다. 궁극적으로 혁신학교는 선

도학교(pilot school)로서 하나의 학교 개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

교로의 전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학교 정책이 각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른 교육청의 시

행 양상을 교류하는 목적의 전국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 유도 전략: 신중한 혁신학교 선정 과정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들은 초기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순응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혁신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먼저 혁신학교 선정 절차는

정책 대상 집단을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정책집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 대상 집단이 정책에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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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혁신학교 선정의 효율성과 소망성

을 높이기 위해 예비혁신학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학교 선정에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

직원 및 구성원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학교의 동력

이 교직원의 자발성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

을 방문하고 교직원을 면담함으로써 지원 학교의 혁신학교 실행 의지를 보

고 선정한다.

특히 2기 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동안 1기 교육청에서 시행되었던 시행착

오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정단계에서 철저히 옥석을 가려내려고 노력한다

고 한다. 또한 혁신학교 자체적으로 내부 연수를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있다.

후발주자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아마도 1기 교육청의 경우는 먼저 하면서 시행착오들

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일단 선정 단계에서부터 현

장 출사를 굉장히 강화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동의를 했

을 때 이걸 바탕으로 운영이 되어요. 그리고 혁신 정책이 이미 타시도에서 4년 동안 한 것

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도 내부 연수를 통해서 다른 데도 다

녀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건하에서 조금 더 혁신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를 선발했기 때

문에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봐요. (2기 I도교육청 허

구희 장학사)

둘째, 기본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절차에 맞춰 신청하고 이를 인증하는

형태이지만, 신설학교이거나 특별한 조건의 경우에는 교육감 직권으로 지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예비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당장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일단 예비 기간을 거쳐서 학

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자연스레 얻는 전략을 실행한 것이다. 이 경우는 일

부 구성원은 동의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대다수의 구성원

이 동의하지만 관리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정도 실행해 본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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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용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특정 교육청의 경우, 한 학교가 전

부 예비 혁신학교를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학년형 또는 동아리형으로 일

부만 혁신적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완충지대를 마련하였다.

학년형이 재밌는 반응이 나와요. 학교형은 조금 뭐라해야 될까.. 일부 학교에서는 시범

학교로 여전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학년형은 마음을 맞춰서 진짜 자발적으

로 하는 학교는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또 실천 내용도 수준이 아주 높더라구요. 동아리

형은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긴 만들었는데, 일부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

하거나 하지 않으시면 모일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반응들이 있어요.(2기 J도교육청 김형진 장학사)

저희 학교는 혁신학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혁신 학교는 아니고 그런 어떤 혁신 학교

의 교육을 시도해보는 학년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학년이 굉장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학년들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혁신학교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1기 A도교육청 홍지선 혁신부장) 

그러나 예비혁신학교 성격의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공감학교의 경우, 80%

이상의 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신청만 하면 실사과정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부

장 교사는 혁신공감학교가 ‘수박 겉핥기’ 식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며,

형식적으로 수행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참여자: 올 해가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과 선택

을 할 수 있는데 혁신공감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까 그게 아니에요. 혁신공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4대 과제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1년짜리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공감학교에서 혁신 업무를 맡

은 사람은 말 그대로 업무인 거예요. 

연구자: 거기서 잘 해야 혁신학교로 되나요?

참여자: 네. 그렇게 해서 혁신학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혁신공감학교에

서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나중에 혁신학교로 지정되는데 있어서 조금은 플러스알파가 되

는 것 같긴 해요. 

연구자: 오히려 독일 수도 있네요? 혁신공감학교가

참여자: 그러니까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정말 선생님들이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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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하면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혁신공감학교는 1년짜리라 그럴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고서는 잘 됐다고 내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혁신학

교는 사실 올 해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1기 A

도교육청 홍지선 혁신부장) 

위와 같이 혁신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정책 대상집단의 순

응을 유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학교구성원들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실사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예비 혁신학교 제

도를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인 혁신학교 선정에 앞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혁신학교를 경험하게 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혁신공감학교의 경우,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지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에 선정되었다. 이어 ‘수박 겉핥기’식의 운영을 하

는 학교가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다.

다음의 <표 Ⅳ-8>과 <표 Ⅳ-9>는 시·도 교육청별 혁신학교 선정

절차 및 기준, 그리고 예비 혁신학교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구분 선정 절차 예비 혁신학교

경기

․일반지정
- 혁신공감학교 중 현장심사 후 발굴
- 조건: 학교의 구성원들이 혁신학교를 추진할 의지

가 있고,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학교, 지
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여건 고려 지정

․특별지정
- 특별 사안 발생으로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 학
교

- 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정책적 시범이 필요한 학
교(혁신고, 초중고 연계 모델, 마을 협력 모델 육
성 등)

* 신청 과정에서 집단성 민원 야기 등의 물의가 있
는 학교는 배제

․혁신 공감학교
- 신청 후 선정
- 별도의 실사 과정은 없
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모두 지정 가능

<표 Ⅳ-8> 혁신학교 선정 및 예비 혁신학교 (1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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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모지정
- 서울관내 공사립 초, 중, 일반고
* 연구시범학교 운영교 신청 가능하나, 혁신학교 지
정 후 연구학교 신청 불가
-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 동의율 각각 50%이상인
경우

- 예비혁신학교 운영 결과 반영
․임의지정
- 신설 학교 또는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는 교육감이 임의 지정

․예비 혁신학교 공모 및
지정

광주

․ 인증형
- 예비혁신학교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운영 후
인증 심사 절차를 거친학교

․ 공모형
- 예비혁신학교 운영 없이 구성원(교직원, 학부모)
의 요청으로 공모를 요청하고, 적격 심사판정을
통과한 학교

․ 지정형
- 신설학교 중에서 지정형의 필요성(유, 초, 중, 고
연계 등)이 제기될 경우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통과한 학교

․ 예비 혁신학교
- 신청 후, 심사단 실사
-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서 심사단의 실사 결과
를 참고하여 선정

전북
․공모형
-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
서 및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 혁신 예비학교 운영
-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통한 성장 지원
(혁신학교벨트와, 중고등
학교 지원)

․ 혁신학년제 운영
- 학년단위 교사 학습공
동체 운영

- 학년단위 교육과정 재
구성, 수업혁신, 평가개
선을 통한 학교혁신 견
인

- 지역별 혁신학년 운영

전남

․공모형
-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
서 및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무지개학교 지정
- 무지개학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 자율무지개 학교 지정
운영

- 무지개학교 기반 조성
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

강원
․공모형
-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
서 및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89 -

선정 예비 혁신학교

세
종

․ 공모형
-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및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지정형
- 신설학교 중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혁신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중 심의를 거쳐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

충
북

․ 행복씨앗학교 공모 및 선정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 필요)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운영

충
남

․ 공모, 선정
-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
어진 학교

- 학교장과 구성원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실천 의
지가 강한 학교

․ 지정
- 신설학교 및 급별, 지역별 연계 필요성을 고려한
지정

․ 행복나눔 준비교 운영

대
전

․ 공모
-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현장실사 선
정

․ 지정형
- 학생 및 학부모의 지원 기피 학교나 소외 지역
학교로 향후 창의인재 씨앗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정기간 준비
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학교

․ 창의인재씨앗 준비학
교(지정형)

부
산

․ 공모, 선정
- 학교구성원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학교

․ 지정
- 학교, 지역 여건상 지정․운영이 필요한 학교

․ 부산다행복 예비학교
운영

경
남 ․ 공모 및 선정

․ 행복맞이학교
- 학교형
- 학년형
- 동아리형

<표 Ⅳ-9> 혁신학교 선정 및 예비 혁신학교 (2기 교육청)



- 90 -

2) 질 관리 전략

가) 질 관리 전략 1: 혁신학교 연수 및 리더세우기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취지를 교육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구축하

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육청과 같이 기초와 심화의 2단계 과정을 제공하

는 교육청에서부터 기초, 심화, 리더, 전문가의 4단계의 연수과정을 제공하

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까지 다양하다. 둘째, 혁신학교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관리자를 위한 연수들이 개설되어

있다. 셋째, 행정실장과 같은 행정 인력을 위한 연수도 대부분의 교육청에

서 개설되어 있다. 넷째, 혁신학교에 선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와 혁신학교 준비교 또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하여 연수가 실시되고 있

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후발주자인 2기 교육청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혁신학교를 확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학교나 희망학

인
천

․ 공모
- 구성원들이 혁신학교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며,
미래형 학교 교육을 주도할 학교

- 혁신학교 준비교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혁신
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

- 교육감이 인증방법으로 선정
․ 지정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할 수 있
고,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음.

․ 혁신학교 준비교 운영
․ 혁신학년형 운영
․ 혁신동아리형 운영

제
주

․공모형
-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출한 계획
서 및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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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또는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지원, 단

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공동체 연수 등이다. 이러한 연수들은 독서토

론, 교육 연극 등 연수 수강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

로 연수효과 및 호응이 높았던 연수들이다.

연수원에서 하는게 독서토론 연수가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

멘토강사로 보내죠. 거기에서 그 혁신 마인드를 이식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 선생님은 그

학교에 가서 독서토론을 주도하려면 자기만의 혁신이나 철학이 있어야하거든요. 자기 자신

도 정비해야하고 또 부딪혀 보면 아, 이런 문제가 교사들에게 있는거구나 생각해요. 그리

고 반박도 많이 받아야되니까 거기에 설득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준비를 많이 해야해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요.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1기 D도교육청 김운형 장학사)

한편 연수 자체보다는 연수의 목적이 혁신학교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궁

극적으로는 혁신학교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 리

더가 혁신학교에서 핵심세력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축

해야 혁신학교 정책을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 장학사들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혁신학교를 컨설팅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고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이전에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혁신이고요. 이게 본질인 것

을 아는 장학사들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연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 완

전히 성장한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오히려 핵심에 두는 건 무

엇이냐하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과 독서토론을 하고, 같이 모여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거죠.  (1기 D도교육청 김운형 교육청)

그리고 그 리더가 학교에 없을 때는 형식적인 리더인 교장, 교감, 교무부

장, 연구부장들을 실질적인 리더가 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 역시 위에서 언급한 워크숍 방식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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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의 단 하나의 요인을 찾아라 하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 한 명, 리더가

결국은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리더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

나는 정책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소 품격 있는 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 저 사람

의 말을 들으면 저게 맞아,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왠지 함께하고 싶은

매력을 풍기는 사람과 풍기는 무엇을 우리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중략)... 리더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리더가 있어요. 교장 교감 교무 연구 이 4명은 정말 형식적

인 리더에요. 그러면 이 형식적 리더를 실질적 리더로 키우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들을 키워내는 것 더하기 구성원들에게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을 명

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건 말로는 전혀 되지 않는 거고 저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

한데 그게 워크숍 방식이면 좋겠어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나서든, 아니

면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람이 나서든 어찌됐던 혁신학교 일은 학교에서 하고 개념은 명확

하게 알려줘야 해요. (2기 G시교육청 홍택훈 장학사)

각 시·도 교육청의 연수현황을 정리하면, <표 Ⅳ-10>과 <표 Ⅳ-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연수과정 특징

경기

․ 혁신학교 아카데미 과정
- 기초과정(15시간)
- 직무연수(35시간)
- 리더과정(90시간)
- 전문가 과정(6개월)
- 관리자 과정(합숙 18시간)
- 행정실장 과정(합숙 18시간)

․ 체계적인 혁신학교 연
수 시스템으로서 혁신학
교 아카데미 운영

서울

․ 혁신학교 선도요원과정(초 30시간, 중 60시
간)
․ 서울형 혁신학교 기본과정(15시간)
․ 서울형 혁신학교 관리자 과정(기본 15시간
/ 심화 초 15시간, 중 30시간)
․ 서울형 혁신학교 행정관리자 과정(14시간)
․ 공모형 맞춤식 연수(15시간)

․2010년 이후 혁신학교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
진. 특히 2012년 혁신학
교 워크숍은 교육 연극
기법을 도입하여 연극을
통한 토크쇼 형식으로 추
진

<표 Ⅳ-10> 혁신학교 정책 연수 (1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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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혁신학교 아카데미
- 기본과정(15시간)
- 심화과정(30시간)
- 리더과정(18시간)
- 전문가 과정(60시간)
․ 관리자 직무연수(15시간)
․ 일반직 직무연수(4시간)
․ 예비혁신학교 교직원 연수(15시간)
․ 신규 및 전입교직원 연수(3시간 이상)
․ 컨설턴트 연수(4시간)

․ 연수 강좌의 체계적 운
영(기본-심화-리더-전문
가)
․ 빛고을혁신학교 실무교
사의 업무지원을 위한 혁
신학교 리더 과정 운영
․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연계한 전문가 과정 운영
․ 현장 맞춤형 연수 지원
(혁신학교 전입교사, 예
비혁신학교 등)

전북

․ 신규 혁신학교 지정교 합동 직무연수
․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
․ 학교별 독서토론 연수
․ 혁신학교 해외 탐방연수

․연수원과 교육청 간 공
조 체계 원활: 연수원 내
에 혁신팀을 구성하여 적
극적으로 타 기관과 소통
하며 혁신학교 관련 연수
를 적극적으로 전개함.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지원 등 연수원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지
원
․단위학교를 연수단위로
하는 독서토론 연수 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
음.

전남

․ 무지개학교 이해 과정(15시간)
․ 무지개학교 심화 과정(30시간)
․ 무지개학교 전문가 과정(60시간 또는 120시
간)
․ 무지개학교 관리자 과정(2박 3일)
․ 무지개학교 행정실장연수 과정(1박 2일)

․기초부터 심화, 전문가
과정까지 이어지는 체계
적 과정
․관리자 및 행정실장과
같은 학교 운영에 관한
과정

강원
․행복더하기학교 핵심요원 집중연수
․행복더하기학교 워크숍
․행복더하기학교 교사연구회 지원

․학교의 리더 및 관리자
를 위한 중점 연수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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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특징

세종

․지정교 합동연수: 혁신학교 지정교 교원 및

학부모(3박4일, 30시간)
․설계형 직무연수 개설: 혁신학교 교직원(30

시간)

․설계형 직무연수의 경우,

연수내용, 시간, 방법으
설계하여 운영할 수있도

록 지원

충북

․행복씨앗학교 기초․심화 과정

․행복씨앗학교 교육역량 강화 과정

․배움중심 교육역량 강화 과정
․혁신교육 전문가 과정

․혁신교육 리더십 과정

․행복씨앗학교 행정 지원 과정
․교무실무사 과정

․학교혁신 아카데미(행정)

․학습 공동체 운영

․ 기초, 심화, 전문가 과
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인 교육과정

․ 리더십과정 및 행정 지
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

고, 행정과 관련하여 교

무실무사 과정, 행정과
관련한 학교 혁신 아카

데미가 개설되어 있음

․ 학습 공동체 운영을 연
수과정으로 지원함

충남

․ 행복나눔학교 선정교 역량준비 직무연수(15

시간)

․ 행복나눔학교 선정교 역량준비 담당자 연수
(6시간)

․ 행복나눔학교 여름 직무연수(15시간)

․ 행복나눔준비교 역량 강화 연수(6시간)
․ 행복나눔학교 희망교 준비 연수(6시간)

․ 행복나눔학교 전문가 과정(24시간)

․ 행복나눔학교 리더과정(23시간)
․ 행복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연수(2회)

․혁신학교와 준비학교를
중심으로 담당자 연수

준비를 중점적으로 실시

․ 기초에서 전문가과정,
리더과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교육과정

대전

․ 창의인재 씨앗학교 관리자 연수

․ 창의인재 씨앗학교 기초 과정 연수
․ 창의인재 씨앗학교 심화 과정 연수

․ 창의인재 씨앗학교 컨설턴트 교육역량 강화

과정
․ 창의인재 씨앗학교 행정지원과정

․ 학습공동체 연수

․기초에서 심화로 이어지

는 체계적 연수과정
․관리자, 행정실무자를 대

상으로 한 연수

․단위학교의 학습공동체
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

형 연수

<표 Ⅳ-11> 혁신학교 정책 연수 (2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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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반학교 대상

- 학교혁신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직
무연수(15시간)

- 학교혁신 이해를 위한 교감 역량강화 직무

연수(15시간)
- 초중등 부산다행복학교 기초과정 직무연수

(30시간)

- 초중등 부산다행복학교 심화과정 직무연수
(30시간)

- 혁신학교 이해를 위한 원격연수(30시간)

․ 부산다행복학교 대상
- 부산다행복학교 역량강화 공모형 및 특수

분야 직무연수(15시간)

-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여름방학 역량강화
직무연수(15시간)

-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성찰 직무연수(15시

간)
- 부산다행복학교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3-15시간)

- 부산다행복학교 역량강화 직무연수(2박3일)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구별하여 연수를 특화시

켜 실시함
․ 기초에서 심화로 연결

되는 체계적 연수 과정

․ 관리자를 위한 과정 개
설

․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학습공동체형’
연수 실시

경남

․ 행복학교 이해 원격연수(15시간)

․ 행복학교 직무연수(기초 15시간)
․ 행복학교 직무연수(심화 33시간)

․ 행복학교 직무연수(리더 90시간)

․ 행복학교 관리자 연수(6시간)

․ 기초과정에서 리더과정

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연수과정
․ 경남교육연수원과의 협

력: 30시간 이상 직무연

수에 혁신학교 3시간 이
상 확보

인천

․ 혁신학교 기초연수(15시간)

․ 혁신학교 대상교 직무연수(21시간)

․ 학교혁신 맞춤형(준비교, 희망교) 직무연수
(15시간)

․ 학교혁신 관리자 직무연수(15시간)

․ 학교문화개선 강사과정 직무연수(50시간 이
상)

․ 원격연수(30시간)

․ 혁신학교 선정교와 준
비교를 구별하여 연수

실시

․ 혁신학교 관리자를 위
한 연수과정 개설

․ 혁신학교 강사요원을

위한 과정 개설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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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 관리 전략 2: 혁신학교 평가 및 컨설팅

혁신학교 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운영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통적

으로 혁신학교 평가와 혁신학교 컨설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4년간의 혁신학교 지정기간동안 3가지 종류의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 2년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4년

차에 실시하는 종합평가가 그것이다. 전라북도만이 특이하게 3년차 종합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학교 자체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혁신학교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

가 많다. 2년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4년차에 실시하는 종합평가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방문하여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 다만 2년차의 경우, 평가단 방문 없이 학교 문화 진단도구를 활용한다

거나(경기), 학교간 그룹별 상호평가(서울)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기도 한다. 2년차 평가는 지정철회 여부, 4년차 평가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

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2년차 평가를 준비하는 2기 교육청 정책 집행자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외부에 있는 평가단이 가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날 하루

본 걸 가지고 그 학교를 정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기존의 학교들의 의견도 평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이 뭐 그

러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자꾸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뭔가를 내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큰 틀에서 보면 더 지금 당장은 뭔가 드러나는 것처

럼 보이지만 4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

고. 또 하나는 중간점검처럼 해서 분명히 방향을 그 학교가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이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2기 G도교육청 허구희 장학사)

컨설팅형으로 평가계획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간단한 자기들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고 주제별로 분임별로 해서 각각 학교 상황과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하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서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

로 자리를 마련하고. 물론 이제 평가단은 구성을 해서 그 모둠이라든가 분임에 각각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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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했던 이야기 나눴던 것을 토대로 해서 그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이

거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써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어요. (2기 G도교육청 허구희 장학사)

평가라고 할 때, 그 기존의 평가는 줄세우기잖아요. 사실은 평가를 시험과 동일시하면서

줄세우고, 그다음에 별로 학교에 도움이 안되는 수치화 된 어떤 걸 하는데 이 평가가 사실

은 성장을 위한 평가가 되면, 이 평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우리가 중간 평가를 안 해봤는데 작년에 자체평가를 할 때도

자체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도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올해 중간평가 부분도 어

떻게 하면 이 평가가 그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

고. (2기 I시교육청 황대방 장학사)

둘째, 2년차 및 4년차 평가 모두 평가 지표를 보면 혁신학교 중점과제에

대한 구성원들이 정성적으로 인식하는 바를 묻고 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

청의 평가 지표는 <표 Ⅳ-12>와 같다. 이를 보면, 이 지표를 바탕으로 지

정 철회 및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지정철회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고 한다.

교육청입장에서 이러한 학교 평가 지표를 통해 각 혁신학교들을 관리하

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뉠 수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질 관리를 관리의 차

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지원의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두 가지 시각이 있

다. 먼저 관리 차원의 접근을 ‘반(反)혁신’이라 규정하고, 비판하는 시각이

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혁신 교육 지표 인가? 학교 혁신 지표인가? 이런게 있어요. 혁신학교

가 추구하고 있는 몇가지 리스트들을 뽑아서 그걸 점수화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몇 점, 

이 학교는 몇 점... 이렇게 학교를 서열화시켰어요. 물론 이것을 학교에 제시를 하지는 않

아요. 그러나 장학사들과 관련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상위 몇 개 학교는 실사도 나가보

고.. 하위 몇 개 학교는 컨설팅도 나가보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이런

정책을 펴지? 이건 반 혁신이잖아요. 줄세우기잖아요. 학교들을 줄세운단 얘기잖아요. (1기

D도교육청 김운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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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과 정부주도적인 ‘정책’은 달라야한다

고 생각하는 담당자도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차원에서 이런 관리

차원의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정말로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운동과.. 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은 목

표가 분명한 거고,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지표로 평가 받아야 되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만 하더라도 학교 문화 지식을 또 개발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학교, 학

영역 평가 지표

자율 경영

체제 구축

1-1.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1-2. 권한위임을 통한 구성원의 재량이 확대되고, 책무성이 발휘되

고 있는가?

1-3. 학교장의 혁신적 리더십으로 구성원의 자발성이 발휘되고 있

는가?

1-4.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실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적

자치공동체

형성

2-1.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2-2.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가?

2-3.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적 관계를 유

지하고 있는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3-1. 학교 조직을 학습조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3-2.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는가?

3-3. 학교 교육활동 중심의 학습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가?

창의지성

교육과정운영

4-1. 학교의 특성에 기반하고, 창의지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

성․운영하고 있는가?

4-2. 학생의 자기생각 만들기를 위한 배움중심수업을 실현하고 있

는가?

4-3.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있는가?

* 출처: 경기도교육청(2014). 혁신학교 컨설팅 및 평가매뉴얼.

<표 Ⅳ-12> 혁신학교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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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관련 교육청은 반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학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고. 이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렇게 하겠노라고 또 비전 제시 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야 된다. 

(2기 E시교육청 홍택훈 장학사)

혁신학교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 평가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학교의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컨설팅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혁신학교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와 연결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에 대해 교육청 차

원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컨설팅의 방법으로는 주로

경청 컨설팅이 활용되고 있다. 경청 컨설팅이란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들어

주는 활동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다.

이번에 컨설팅을 경청 컨설팅을 해왔어요.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서는 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느냐 하고 불만을 토로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가졌던 정신

은 그런 문제해결은 집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하고, 우리가 답을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같이 협의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

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어떤 전문

가가 ‘이 길로 가시오’라고 한다면 그럼 옛날하고 똑같죠.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따

라가면 되고 그런 소극적인 것 말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답답해하죠. 예를 들어서 교장

과 교사간에 갈등이 있다. 또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후속조치를 통해서 뭔가 해주

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교육청 장학관이나 과장이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고 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이런건 고전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공동체의 자생력을 잃어버리

는거죠. 물론 자생력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코멘트를 해주긴 하죠. 담당자들에게 이런 식

으로 의견을 모아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깊이 개입해

서 갈등을 조정해주고 하는 이런 것 까지는 하지 않죠.(1기 D도교육청 김운형 장학사)

컨설팅이라는 것의 테마를 주제를 잡아두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는

하여튼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웠거든요. 뭐냐하면 최대한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 먼저 실천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곁들여 주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2기 G도교육청 허구희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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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는 혁신학교 상호간 컨설팅을 권장하는 것이다. 학교컨설팅이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만큼, 이 전략은 학교컨설팅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 또한 학교

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하고 그 해결방안을 구성원과 함께 모

색하는 방식의 컨설팅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 장학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경청만 하다보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담당 장학사들이나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가 그걸 해줄거냐? 그런 방법말고 뭐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안한 것이 ‘학교 간 컨설팅’이에요. 혁신학교 A학교와 B학교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각자의 문제를 나누고 각자 해결하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요. (1기

D도교육청 김운형 장학사)

그리고 컨설팅단을 꾸릴 경우, 다른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컨설턴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컨설팅을 받는 학교는 먼저 경험을

했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는 장점

이 있다. 컨설턴트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을 해주면서 컨설턴트 자신들도 배우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2015년도에 처음에 했던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담당자들 위주로 컨설팅단을 꾸렸어

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 중심으로 컨설팅을 했고요. 컨설팅은 내부적인 컨설턴트들도 상당

히 도움이 되는 서로 간에 컨설팅을 받는 학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컨설팅을 하는 학교

도 아직까지 미완이지만 추진하고 있는 학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거죠. 학

교간은 아니고요. 컨설팅단을 그렇게 꾸렸다는 거죠. 1년차 위주로 컨설팅단을 꾸리고 (1

년차에 계시는 혁신학교에 계시는 분들로) 네네. 그런 분들이 직접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기 학교만 알고 또 그러다가 1년차 학교들을 둘러보면서 오히려 이 선생님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거죠.(2기 G도교육청 허구희 장학사)

위에서 언급한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평가와 컨설팅 현황은 다음

의 <표 Ⅳ-13>과 <표 Ⅳ-14>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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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컨설팅

경기

․ 매년 자체평가(학교평가 공통
지표 사용)
․ 2년차 중간평가(학교자체평가,
학교조직문화 진단, 평가보고회
및 토론회)
․ 4년차 종합평가(학교자체평가,
혁신학교 종합평가 평가단의 현
장평가)

․ 혁신학교 인력풀을 활용하여 혁신학교 단
계별 맞춤 컨설팅
- 혁신학교 간 상호 컨설팅(신규, 중간평가,
종합평가 대상학교)
- 외부 전문가 컨설팅(컨설팅 요청시)
․ 혁신학교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 2015년에는 지역교육청에 컨설팅 역할 배
분. 도교육청 역할을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서울

․ 매년 자체평가(일반학교의 자
체평가와 일원화)
․ 2년차 중간평가(학교자체평가
를 바탕으로한 혁신학교 그룹별
교원, 학부모 상호평가)
․ 4년차 종합평가(학교자체평가,
혁신학교 평가단, 혁신학교 운
영위원회의 심의)

․ 2011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서울형혁신학
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함.
․ 2012년 혁신학교컨설팅장학 지원단 운영
․ 2013년 이후에는 혁신학교 컨설팅 미실시
․ 2014년부터는 다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
중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방문 컨설팅(1년차 학
교)
- 중간평가에 의한 컨설팅(중간평가 후 컨설
팅 대상교)

광주

․ 매년 만족도 조사(혁신학교 교
직원, 학생, 학부모)
․ 2년차 중간평가(혁신학교 추진
위원회)
․ 4년차 종합평가(혁신학교 추진
위원회)

․ 예비, 1년차 혁신학교(혁신학교 운영 전반
에 대한 컨설팅)
․ 3년차 혁신학교(2년차 평가결과와 학교 요
구사항에 대한 컨설팅)
․ 2,4년차 혁신학교(모니터링 및 학교 요구
시 학교에 맞는 컨설팅)

전북

․ 매년 자체평가(교사, 학생, 학
부모 만족도)
․ 3년차 종합평가(자체평가, 학
교방문 면담평가)

․ 2011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맞춤
형 지원
․ 1, 2기 혁신학교와 신규학교의 멘토-멘티
운영으로 상호 성장 유도
․ 성찰 컨설팅, 주제별 컨설팅
*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원하
고 그 해결방안을 구성원과 함께 모색(외부
의 감시자나 확인자가 아니라 지원자로서의
위치설정)
* 혁신학교 스스로 성찰과 소통의 기회 제공,
역량 강화, 피드백

전남

․ 매년 만족도 조사(평가 매뉴
얼)
․ 2년차 중간평가(도교육청 평가
단 방문)
․ 4년차 종합평가(도교육청 평가
단 방문)

․ 무지개학교 컨설팅단 운영
- 무지개학교 운영 과제 및 문제점 해결 지
원
- 연중 상시 운영

<표 Ⅳ-13> 혁신학교 평가와 컨설팅 현황 (1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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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매년 자체평가
․4년차 종합평가(지정 유지 여부
판단 자료 활용, 학교혁신 활성
화 사업에 반영)

․현장지원 컨설팅
- 1교 3컨설턴트제
- 학기당 1회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평가 컨설팅

세
종

․ 매년 자체평가
․ 2년차 중간평가(혁신학교 평가
단 방문, 실천과정중심의 변화
과정)
․ 4년차 종합평가(혁신학교 평가
단 방문, 우수 사례는 일반학교
에 전파)

․혁신학교 운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
․혁신학교 철학과 운영 원칙 유지를 위한 질
관리
․혁신학교 발전 방안 제시

충
북

․매년 자체평가
․2년차 중간평가
․4년차 종합평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과 연구를
통한 평가

․행복씨앗학교 컨설팅단
- 기획 협의회 교원, 행복씨앗학교 교원, 학
습연구년 및 파견교사 등 외부전문가
- 행복씨앗학교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전
문적 지원

충
남

․ 매년 자체평가(교원, 학부모,
외부인사)
․ 2년차 중간평가(학교자체평가,
보고회 및 토론)

․ 행복나눔학교, 준비교 모니터링
․ 경청컨설팅(행복나눔학교 모든 교직원 참
석)
․ 공감컨설팅(행복나눔학교 교장, 교감, 담당
자)
- 컨설팅 과정에서 학교와 컨설팅단이 함께
문제를 진단·공유하고 학교로 하여금 스스
로 문제 해결 방안을 구안하도록 하며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단에서 해결 방안
을 지원함.
․ 2년차 컨설팅(행복나눔학교 간 상호컨설
팅, 외부전문가 컨설팅(요청시))

대
전

․ 매년 자체평가
․ 2년차 중간평가(혁신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 4년차 종합평가(혁신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

․ 창의인재 씨앗학교 컨설팅단 구성, 운영
- 창의인재 씨앗학교 운영 내실화 지원

부
산

․ 자체평가 - 매년
․ 2년차 중간평가(시교육청 평가
단 현장방문)

․ 부산다행복(예비)학교 컨설팅
- 운영 과제 및 문제점
- 단위학교 요청에 의한 맞춤형 컨설팅

<표 Ⅳ-14> 혁신학교 평가와 컨설팅 현황 (2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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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

각 교육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혁신학교를 일반화시키는데 궁극적인 정

책의 목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 목표에서 공교육의 모델학교,

진정한 배움이 있는 학교 등의 슬로건을 내걸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혁신

으로’ 또는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 등의 슬로건이 일반화전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준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보면, 중장기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마지막에는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은 혁신학교 정

책집행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 일반화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

학교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권역별, 지역단위의 혁신학

교 간 소통 및 교류를 함으로써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길잡이 혁신학교, 혁신 모범 학교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혁신학교

를 발굴하여 선도학교(pilot school)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혁

신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직(경기, 대전, 부산)하였다. 즉, 혁신학교와

경
남

․ 행복학교 관련 전문기관과 연
계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자료를 도출
․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하여 행
복학교 성공 방안 모색

․ 1학기는 핵심요원 중심 컨설팅, 2학기는
행복학교별 3명의 전담 컨설턴트 배치
․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 학교형은 정기·
수시 컨설팅 실시
․ 행복맞이학교 학년형과 동아리형은 학교의
요청에 의해 컨설팅 지원

인
천

․ 매년 자체평가(혁신학교 평가
지표 참조)
․ 2년차 중간평가(자체평가, 설
문조사, 컨설팅 위원단 관찰 및
구성원 면담)
․ 4년차 종합평가(자체평가, 설
문조사, 컨설팅 위원단 관찰 및
구성원 면담)

․ 인천형 혁신학교 컨설팅 위원단 조직 운영
․ 자체 요청 컨설팅
․ 혁신학교 및 준비교 컨설팅(멘토-멘티 형
태의 상호 컨설팅)
․ 교육청 기획 컨설팅(혁신학교 평가 후 컨
설팅)

제
주

․ 매년 자체평가(혁신학교 평가
지표 참조)
․ 2년차 중간평가(추진 지원단)
․ 4년차 종합평가(추진 지원단)

․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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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를 연계하여 혁신학교에서의 성과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피로감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는 의견도 있다. 아직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혁신학교 정신이나

철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를 추진하는 것은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천천히 기다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강하

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다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혁신학교의 혁신

부장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에서 하는 게, 그리고 00학교에 계시다가 위로 올라가신 분들이

자꾸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교육을 다시 상명하달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닐까

요?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만든 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닌

데 자꾸 혁신학교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성과발표 하세요. 하거든요. 성과가 없으면 어

쩔거에요.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결국 교육은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교사에

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투

자를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안 해도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배운 것들을 정말 교실 안에서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교사들을 좀 믿고

맡겨줘야죠. (1기 A도교육청 홍지선 혁신부장)

이와 관련하여 A도 교육청의 강성종 장학사는 이에 대해 자발적인 성격

의 ‘운동’과 빠른 확산을 요구하는 ‘정책’의 특성 사이에서 벌어진 긴장관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혁신학교라는 것이 자발성과 운동성의 원리로 출발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게 되었을 때,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확산하고 싶

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거죠. 운동의 원리는 자발적이고, 속도가 천

천히 가야하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야하는 것인데, 정책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문

법과 다르거든요. 제도화시킬 수밖에 없고, 인센티브를 일정하게 작동을 해야 빠르게 확산

될 수 있는데, 이 긴장관계가 혁신학교의 그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제도화되는 과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필연적인 긴장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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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교육청의 일반화 전략은 <표 Ⅳ-15>와 <표 Ⅳ-16>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일반학교 확산

경기

․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
-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
- 지역 단위 혁신학교 네트워크

․ 혁신교육실천 연구회
․ 혁신학교 중심의 클러스터 조직
- 혁신고등학교 클러스터 모델
- 초중고 연계 혁신학교 클러스터 모델

․ 2015년에는 혁신 공감학교 지정을 통한 일반화 전략 추진
․ 혁신 모범 학교 운영

서울

․ 네트워크 운영
- 자율협의체
- 학부모 지원 활동

․ 2012년 단위 혁신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 혁신 성과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인 자율협의체를 구성
․ 자율협의체를 통해 학교 간 경험 공유, 상호 학교 공개 등 다양한 활동
․ 2015년에 16개 권역으로 구성 운영
․ 2015년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 길잡이 학교(본보기 혁신학교) 8개교 운영

광주
․ 혁신학교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학교 내외의 소통을 확대하고, 교육 및 연수
공유를 통해 혁신교육의 일반화를 도모함.

전북

․ 혁신교육네트워크 운영 지원
- 혁신교육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지역별, 주체별, 학년별, 교과별, 학
교급별)

- 배움과 성찰의 수업 축제 운영
- 참학력 학교 운영(초 35, 중 30) 및 지원(고51)

․ 2014년부터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혁신학교 성
과를 일반화하고자 함
․ 혁신교육네트워크운영 지원

전남
․ 무지개학교 연구동아리 운영
․ 무지개 학교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표 Ⅳ-15> 혁신학교 일반화 (1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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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홈페이지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자료 개발 보급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한 역량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혁신학교 네트워크 및 일반학교 확산

세
종

․혁신학교 네트워크
․학부모 네트워크
․충청권 네트워크

충
북

․ 행복씨앗학교 네트워크/클러스터
- 행복씨앗학교 협력 네트워크 운영
- 행복씨앗학교 클러스터 운영
- 학교혁신 연구모임 운영

충
남

․ 행복나눔 네트워크
- 초등, 중등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
- 행복나눔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 학교혁신 연구연합 동아리

대
전

․ 창의인재 씨앗학교 네트워크 운영
- 창의인재 씨앗학교간, 충청권혁신학교지원센터 등과 연계

․ 창의인재 씨앗학교 클러스터 운영
- 창의인재 씨앗학교와 인근 학교 간 정보 공유

․ 창의인재 씨앗학교 성과보고, 우수사례 공유․확산, 창의인재 씨앗학교 홍보

부
산

․ 부산다행복학교 2017 기획팀 구성 운영
- 부산다행복학교 클러스터 운영 및 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운영
방향 모색

- 부산다행복학교 모델 일반학교 적용 방안 마련
․ 부산다행복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

경
남

․ 교육지원청, 지자체,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예정

인
천

․ 권역별 혁신사업 운영
․ 혁신학교 ‘교사 및 학부모 네트워크’ 구성 운영

* 출처: 각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16> 혁신학교 일반화 (2기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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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 교육청 간 협조: 전국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학교 정책은 초기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2011년 5

개 교육청, 2015년 8개 교육청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시작한 2기 교육청들은 1기 교육청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1기 교육청의 정책 실행 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정책집

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4개 시·도 교육청이 각 분과별로 모여

서 정책을 공유하고, 아젠다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2기 교육청들은 이

과정에서 1기 교육청이 경험한 것들을 해당 교육청에 맞게 확인하여 시행

착오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

14개 교육청이 전국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다음 지점은 뭘 할 건

데? 그래서 다음 지점을 설정하는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 혁신 교육을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기도 하고 또 다음 지점, 즉, 아젠다를 창출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

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실무적으로 증명을 하고...(중략).. 또 여기에서는

정책을 공유를 해요. 정책을 공유하는데 이제 14개의 교육청에서 3명 내지 4명은 오는 거

죠. 그러면 약 5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한 곳에 있어가지고서는 듣기만 하지 사실은 서

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정책 공유는 분과별로 해요. 교육청에서 3명씩 오니까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각자 각 교육청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

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정책공유를 하고요. 2차적으로는 과제

를 도출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도달해야할 지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데 대체로 경기처럼 먼저 했던 교육청들을 참조로 해요. 현재 이제 우리 지점은 여기 와있

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선행 교육청들을 보면 대체로

그 과정들을 지나갔거든요. (2기 E시교육청 홍택훈 장학사)

또한 위와 같이 혁신학교 담당자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그밖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정보를 공

유하고 있다. 즉, 강사 풀(pool)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21)’라

는 모임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러

21) 전국 네트워크로서 혁신학교 정책과 연관된 장학관, 장학사, 교사, 연구사 등이 가입되어 있
다.(http://www.newschoo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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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학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무늬만 혁신학교’

가 양산되는 등의 폐해를 경계하기도 한다.

하나는 혁신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저서들과 논문들이 각 교육청별로 나와있잖아요.   

ㅇㅇ도 교육청만 해도 혁신학교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공유가 되어요. 그리고 교육청간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책 참모진 네트웍이 있어요. 시

도교육감 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아래에 교육감들을 보좌하는 정책 보좌진들

간의 네트웍 회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정보가 공유가 되는 거죠. 강사진들도

공유가 될 수 있는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ㅇㅇ도 교육청의 그것들이 이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문서가 아니고, 네트웍이죠. 새로운 학교 네트웍이라든지, 

교사들간의 네트웍이 있고, 정책 담당자들간의 네트웍이란게 있는거죠. 그리고 연수네트웍

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 ㅇㅇ도 교육을 실천해왔었던 강사들이 혹은

타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일정하게 관여를 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도 ㅇㅇ교육청 같

은 곳을 처음에 많이 세팅을 해주었고, ㅇㅇ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곳에 가서 설명을

해주었어요. ㅇㅇ교육청 같은 곳도 해주었고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전수가 되면서, 

예를 들어 그분들은 ‘양적 확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5) 학습 조직 및 자가 발전 전략: 교육전문직의 학습공동체 및

혁신학교에서 배우려는 혁신 노력

교육정책 집행자인 교육전문직들도 혁신학교 철학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

고 있고, 전문직들끼리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가 전문직들도 공부해야한다.. 하는 장학사 포럼 같은 것들도 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의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직, 행정직도 학습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ㅇㅇ도에서는

교육전문직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세미나 하는 학습 공동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전체 전문직이 모여서 하는 워크샵도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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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리고 뭐 같은 부서 혹은 같은 기수끼리 알아서 모여서 책도 읽으시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승진지향적인 인물보다도 혁신지향적인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승진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 이후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분

명한 자각을 위한 자기 연찬과 동료 간의 학습 공동체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기 C도교육청 곽훈범 장학사)

또한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교육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단위학교 교사들보

다 지식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받아

들인 장학사들은 자체적으로 독서 토론 모임과 같은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혁신학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혁신학교가 되고 혁신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의 학습공

동체 수업에 대한 변화, 수업혁신 이런 노력들. 예전에 학교별 담당 장학사님들이 있었어

요. 컨설팅을 가면, 가서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학교 선생님보다 본인의 전문성이 떨

어져요.  이런 교육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걸 몰라. 배움의 공동체가 뭔지, 수업 대화가 뭔

지. 오히려 가서 배워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혁신학교 컨설팅 가는 걸 두려워해요. 장학

사들이. 거기 나 안 가면 안 돼? 하고 두려워해요. 흔히 교사도 교육 전문가이고 장학사도

교육 전문가인데 유독 장학사를 교육전문직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데 오히려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학사님

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책을 읽어야겠다, 우리도 독서토론을 해야

되고, 우리도 뭔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역청에서 그런 독서모임이나 공동체 모이는데도

있고, 이런 걸 도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혁신학교 흐름 속에서 교육청의 장학

사님들이 아까 말했던 위기의식, 긴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기 D도 김운형 장학사)

또한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들은 정책집행 방식이

혁신학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원업무경감이나 교사학습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 학교의 혁

신을 위해서는 기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기

도 하는 등의 변화조짐을 보인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운동정책이 이게 들어오면서 제도화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

는 거죠. 예를 들어 혁신학교를 하다보니까 교직원 업무 빼기 정책을 하더라. 그러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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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교직원 업무 경감이 교사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실무사

를 더 배치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인거죠.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견인

해왔다고 본다면, 역으로 지금상황에서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정책과 사업

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습공동체라는

이런 것은 예전에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 아니었죠. 근데 혁신학교에서 학습공동체가 굉장

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학교혁신의 혁신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학습공동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요. 그러니까 현장이 정책을, 현장이 교육청을 견인해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요. (1기 A

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그리고 교육혁신운동이라는 흐름 속에 교육 외적책무성보다는 교육 내적

책무성(이승호, 한은정, 2013)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기도 한

다. 즉, 교육청이 평가를 하기보다 단위학교에서 자체평가를 하기도 하고,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면서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제출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제출하기도 한다.

지금의 상당히 많은 시도가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학교 자체 평가로 바꿨어요. 학교에서

스스로 자기 학교 운영, 교육과정 평가 지표를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아

니라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우리학교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나아갈 방

향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토의하고 새롭게 수정한 결과 보고서만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면 끝이에요. 학교 자체평가라고 하죠. 즉 익숙한 용어겠지만 외부적 책무성

이 아닌 내부적 책임감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오는 학교 내에서 이런 것이 다 불 켜진 거

죠. 하여튼 모든 교육정책이 사실은 그러한 공문 하달, 평가지표, 처벌대상, 인제 혁신학교

정책뿐 아니라 학교평가정책을 보듯이 정책이 지금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교육감님과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혁신학

교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혁신운동들이 교육행정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요.(1기 C도교육청 곽훈범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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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대상집단 요인

연구자는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

하여 혁신학교들의 실제 정책 운영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

에서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에 관해 탐색할 때는 설문지 등을 통하여 양적

분석을 하였다. 이것으로 평균적인 대상집단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

였으나 혁신학교 내부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또는 사례

연구들을 몇 개 인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극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각의 사례연구들을 통

합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22)

각 단위 혁신학교에서 정책집행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

면, 정책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한데,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학

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조이다.23) 따라서 선

정된 10편의 연구물(김수경, 2011; 나종민, 김천기, 2015; 나효진, 안선회,

2015; 남미자 외, 2015; 배은주, 2014; 유경훈, 2014; 윤석주, 2015; 이경아

외, 2016; 장훈, 김명수, 2011; 전현욱, 2016)을 위 기준에 따라서 연구물들

간의 유사점(analogy)을 찾아서 상호간 해석을 실시하였다(Noblit & Hare,

1988).

22) 이 장에서는 이승호․박대권(2016)의 연구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삽입하였다.
23) 이승호·박대권(2016)은 그들의 연구에서 혁신학교를 학교급에 따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었
고, 이를 다시 교육주체에 따라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연구물은 같지만,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에 따라 민주적 학교운영, 교
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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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

민주적 학교 운영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학교장과 교사의 측면에서 탐색하여 보았다. 아울러 학생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1)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장은 학교 내 여러 사안들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력이

큰 존재이자,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혁신학교의 교장들은 전반적으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경우가 많

았으며(김수경, 2011; 나효진, 안선회, 2015; 장훈, 김명수, 2011), 구성원들

과 비전을 공유하고 권한을 자발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학교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첫째, 교장의 권한 위임, 둘째,

민주적이고 봉사적 리더십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교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예는 다음의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

었다. 나효진과 안선회(2015: 46) 연구의 교장은 ‘교사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여 수평적인 학교 풍토를 만들어나갔다.

‘혁신초’의 교장과 교사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교사를 협력

자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교직원 회의인 ‘다모임’과 학교장의 교사에로의 권한 위임이었

다(나효진, 안선회, 2015: 46).

나종민과 김천기(2015: 90-91)의 연구에서는 여러 학교들을 통합하여 연

구하였는데, ‘자발적인 권한 위임’을 통하여 교사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혁신학교 철학의 구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하였다.

가을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의 자발적인 권한 위임이 민주적 협의문화를 정착시키고, 교

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동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교장의 권한위임이 혁신학

교 철학의 구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으로써 교장은 교사들에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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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고 혁신학교의 학교 관리자로서 지배적 위치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된다(나종민, 김

천기, 2015: 90).

유경훈(2014: 247)의 연구에서는 교장이 적극적으로 교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희망고에서 지속적인 전체회의와 잦은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

결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가능한 것은 모든 교사들이 서로 자유롭

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구조가 정착되어 있고, 의사결정 및 학교운영에 대해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유경훈, 2014: 247)

둘째, 민주적이고 봉사적 리더십에 관한 예들은 다음의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장훈과 김명수(2011: 322)가 수행한 연구의 교장은 ‘혁신학교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민주적이

고 봉사적 리더십’을 갖췄다.

C초등학교 교사들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장의 열정과 축적된 노하우(Know-how), 

혁신학교의 비전을 교사들과 끊임없이 공유하려는 노력, 학교장의 민주적이고 봉사적인 리

더십, 수평적인 위치에서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교직

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등의 모습이 교사문화의 변화를 조금씩 가져온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장훈, 김명수, 2011: 322).

배은주(2014: 155-157)의 연구에서도 교장의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리더

십이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만들고, 교사의 자발성을 유도하며, 교직원 회

의 및 학생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기존 학교 교장의 리더십이 ‘권위주의’로 대표되었다면, 혁신학교 교장은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인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수용하고,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

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교사를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 특

징이다(배은주, 2014: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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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수경(2011: 155) 연구의 학교장들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열의’를 가지고 혁신학교 철학 중 하나인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힘

쓰는 경향이 있었다.

A초등학교, B고등학교의 공모제로 선출된 두 교장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열의가 높았

고, 학교의 자율권이 일반 학교에 비해 상당 부분 보장된 만큼 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김수경, 2011: 155).

그러나 위의 전반적인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교

장의 경우 교사와 상호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권위적

인 교장도 있었다. 또한, 너무 과도하게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나머

지 교사들이 업무참여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 예들은 다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종민과 김천기(2015: 90-91)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상호

견제’를 하는 교장이 있었다.

은빛초등학교에서 학교관리자가 소외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보직 교사와 학교관리자의

대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략) 혁신학교의 장에서 핵심교사는 학교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상호견제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나종민, 김천기, 2015: 91).

배은주(2014: 155-157)의 연구에서는 교장이 일방적인 리드(166쪽)를 하

는 바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랑중학교의 경우 교장의 민주적이고 지원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갈등 사례를 가지고 있다. (중략) 언론을 통한 홍보에는 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고, 

교장의 화법 또한 강제적인 어투를 가지고 있어 다른 교사들의 동조가 쉽지 않았다. (중

략) 교사들은 내실있는 변화보다 교장 개인의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하였다(배은주, 2014: 166).

한편, 유경훈(2014)의 연구에서는 교장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수

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로 인해 교사들이 권한을

‘사유화’하여 업무 참여를 회피하는 경향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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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희망고의 권한부여는 교사들에게 학교를 위한 ‘자율성’의 권한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사유화’의 권한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화’의 모습은 몇몇 교사에

게만 업무가 편중되게 만드는 갈등현상을 발생시키고, 교장 리더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

지기까지 한다(유경훈, 2014: 249).

위와 같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민주적

학교 운영 영역에서 혁신학교 학교장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학교장들은 교사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고자 하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교사와 상호견제를 하는 등 부정

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였다. 한편, 과도하게 부여된 자율은 오히려 교사들이

권한을 ‘사유화’하여 업무 참여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

도 있었다.

위와 같이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 있어 학교장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

을 정리하면, <표 Ⅳ-17>과 같다.

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장훈·
김명수
(2011)

· 교장공모제
· 구성원들과 비전 공유, 혁신학
교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민
주적, 봉사적 리더십(22쪽)

- -

김수경
(2011)

· 교장공모제(155쪽)
·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열
의(155쪽)

- -

나종민·
김천기
(2015)

· 자발적인 권한 위임(90쪽)
· 교사와 상호견제
(91쪽)

-

나효진·
안선회
(2015)

· 교장공모제(39쪽)
· 교사로의 권한 위임(46쪽)

- -

<표 Ⅳ-17>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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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참여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교사회’를 통해 학교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었으

며, 공감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협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교사간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첫째, ‘교사회’를 통한 의사결정과 협의문화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은 다

음과 같다. 윤석주(2015: 117)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사회를 통해 학교

내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사회에서는 혁신학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와 같이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부터 교실 복도 쪽 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일 것인지처럼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교사회에서 다루고 있었다(윤석주, 2015: 117).

전현욱(2016: 45-47)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가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교사들 간에 ‘자유로운 의견 교환’

을 통해 학교에 ‘새로운 기운’이 흐른다고 하였다.

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유경훈
(2014)

· 권한부여: 교장의 적극적 권한
부여, 수평적 구조(247쪽)

-

· 과도한 자율: 교사들
이 ‘자율성’을 ‘사유화’
하여 업무 참여를 회
피(249쪽)

배은주
(2014)

· 교장의 민주적이고 지원적 리
더십
- 상향식 의사소통구조(155쪽)
- 교사의 자발성 유도(156쪽)
- 교직원 회의 및 학생회가 의
사결정(157쪽)

· 교장의 일방적 리
드(166쪽)

-

종합논의

-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학교장들은 혁신학교 정책에 따라 긍정적 반응
과 부정적 반응을 동시에 보이나,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음.

- 긍정적 반응은 권한위임, 민주적 리더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부정적 반응
은 교사와의 상호견제, 교장의 일방적 리드로 분류할 수 있음.

- 한편,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
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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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초등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가운데 하나가 ‘행정에 관여하는 거’라는 말인데.. 

(중략) 그 가운데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교가 만들기’다. 대부분의 학

교에서 교가의 가사를 쓰거나 곡을 만드는 데 교사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러

한 관행과는 달리 달빛초등학교의 교가는 교사들의 손으로 씌어졌다(전현욱, 2016: 45).

학교 관리자와 부장교사들의 협의만 거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교사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전현욱, 2016: 47).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한 일들, 특히 행정에 관여하는 일을 새로이 하게 되

면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온다고 이야기 한다. 누군가가 만들었을지도 모를 관행들을

아무 생각과 비판없이 따르던 기존의 생활에서 벗어나 학교와 학급운영, 학생 생활, 수업

과 관련된 행정 사항들을 협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감을 깨닫는다(전현욱, 2016: 46)

이경아 등(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 협의체인 ‘다모임’에서 공감을 바탕

으로 토의하고, 자유로운 협의문화를 위해 교무실이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중등학교의 경우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지는 특성상 민주성의 실현 혹은 이상

적 의사결정의 장을 마주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 이후 교무실이 학

년 위주로 재구성되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의사결정 협의 문화를 자생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연계되었다(이경아 외, 2016: 86).

“우리학교에서 따뜻한 민주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가장 노력한 부분이 바로 교

사 협의 문화인 ‘다모임’이예요. 공감토의토론연수를 통해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

음에 공감하여 눈물을 흘리는 등의 과정을 통해 토의토론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C초등학교 한미지

교사, 이경아 외, 2016: 87).”

둘째, 대체로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간의 대립구도를 묘사하고 있었다. 이

에 대한 예시는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종민과 김천기

(2015: 92-98)는 ‘핵심교사’와 ‘비핵심교사’로 나누어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

다. ‘핵심교사’는 혁신학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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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며,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반면 ‘비핵

심교사’는 주로 특정 교원단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핵심교사에 대한 거부감

을 가지고 있으며, 핵심교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핵심교사는 혁신학교에 대한 연수 및 네트워크를 통해 확고한 신념을 가

지고 혁신학교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를 말한다. (중략) 학교관리자의 권

한이 축소된 교사중심의 혁신학교 문화에서 핵심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자기 스스로를 혁

신학교 철학과 일체화시키게 만들며 혁신학교에서 가장 지배적 위치에 있게 하는 정당성

을 갖게 만든다(나종민, 김천기, 2015: 92).

혁신학교에서 비핵심교사는 핵심교사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혁신학교에 참여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지 않는 교사를 말한다. 다시 말해 비핵심교사는 혁신학

교가 되기 전부터 근무하고 있었으나 혁신학교 철학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교사이

거나, 혁신학교가 된 후 전입하여 혁신학교 철학을 접하게 되는 교사를 말한다(나종민, 김

천기, 2015: 96).  

비핵심교사는 자기검열을 하며 핵심교사들을 따라하기도 하지만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모든 활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혁신학교를 이끌어가는 핵심교사들과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나종민, 김천기, 2015: 98).

윤석주(2015: 114-115, 120-122)는 이를 ‘주류교사’와 ‘비주류교사’로 표현

하고 있다. 대다수가 전교조 조합원인 ‘주류교사’들은 교사회를 통해 학교

내 사안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비주류교사’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류교사들을 ‘수뇌부’라 지칭하며, ‘주류교사’들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 와 같이 표현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교운영의 방향을 주도하는 교사들을 ‘수뇌부’라고 표현하

였으며, S학교의 일부 교사들은 혁신학교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중략) 해가 갈수록 주소지 우선 무작위 배치에 따라 교육청에서 발령받아 중도에 혁신학

교로 합류한 전입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사들 간의 갈등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

었다(윤석주, 2015: 120).

모든 조직 사회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있기 마련인데,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교장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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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남교사가 주류였다면, S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

반학교에서 ‘주류’였던 교사들이 이에 반발심을 갖는 모습도 있었다(윤석주, 2015: 121).

유경훈(2014)의 연구에서는 교사간의 갈등을 다루기도 하였지만, 어떤 경

우는 혁신 과정에서 드러나는 ‘양가성(ambivalence)’에 주목하였다. 먼저

위 연구에서 보듯이 ‘적극적 참여’를 하는 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의도적

회피’를 하는 교사가 있다고 하였다. 즉, ‘적극적 참여’를 하는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며, 신념을 이식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의

도적 회피’를 하는 교사들은 ‘적극적 참여’를 하는 교사들을 향해 ‘그들만의

공동체’라 이야기하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자신들을 ‘배제’함으

로써 일방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가진다.

희망고의 교사들은 새로운 구성원들에게 기존의 방식을 이식하고, 공동체로의 ‘참여’

를 독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의 주체인 학교 공동체의 적극적 행동들은 오히려

새로운 구성원들의 소통과 융화를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새구성

원들은 오히려 참여를 ‘회피’하게 되기도 한다(유경훈, 2014: 250).

김수경(2011: 161)의 연구에서도 교사들 간에 어떤 학교를 지향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혁신학교는 각 학교마다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혁

신학교 모델을 각 학교에서 모방하고 있지는 않았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사들과

혁신학교 모델교의 태생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교사들의 역할 차이로 인해, 혁신학교의 교

사들이 혁신학교 교사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과 다른 형태의 혁신학교 교사모델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분되고 있다(김수경, 2011: 161).

배은주(2014: 166) 또한 교사간의 갈등을 포착하였다. 초빙교사와 일반교

사의 갈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하여 이들 교사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과 퇴근시간 지연에 대한 불만

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초빙교사들은 교사협력 및 수업 중심의 업무분

장 등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만, 일반교사들은 이로 인한 변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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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거부하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주(2015)의 연구 대상학교에서는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한 해결

책도 제시했는데, 교사회 회의시, ‘사회자 순환제’를 실시하여 의사결정 방

향이 주류교사들의 의견에만 편향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소그룹을 통해 의

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창구를 열어놓는 방식이었다.

S학교에서는 교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교사들을 고려해서, 교사들

을 소그룹화하여 동학년이나 분임별 모임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었다. 

(중략) 또한, S학교에서는 교사회에서 사회자 순환제를 도입하였다. S학교에서는 ‘수뇌부’

인 업무담당자가 교사회의 사회를 봐왔었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교사회 진

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껴 사회자가 좀더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각

학년과 업무담당팀에서 한 명씩 나와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도록 하였다. 이 역시 교사회에

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었다(윤석주, 2015: 129).

위와 같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민주적

학교 운영 영역에서 혁신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교사들은 교사회를 통해 학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고, 공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협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

간 대립구도를 여러 연구들에서 묘사하고 있었다. 즉, ‘핵심교사 vs 비핵심

교사’(나종민·김천기, 2015), ‘주류교사 vs 비주류교사’(윤석주, 2015), ‘적극

적 참여교사 vs 의도적 회피교사’(유경훈, 2014), ‘초빙교사 vs 일반교사’(배

은주, 2014) 등으로 각 연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립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윤석주(2015)는 ‘사회자 순환제’

를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어떻게 참여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표 Ⅳ-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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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김수경
(2011)

-
· 교사 간 어떤 학교를 지향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161쪽)

나종민·
김천기
(2015)

-

· 핵심교사: 학교관리자 견제, 혁신학
교에 대한 강한 신념(93,94쪽)

· 비핵심교사: 중심 교원단체에 대한
거부감, 핵심교사 견제(97,98쪽)

윤석주
(2015)

· 교사회를 통한 학교
내 사안에 대한 의
사결정(117쪽)

· 대다수가 전교조 조합원(114쪽)
· 비주류 교사들: 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주류교사들을 ‘수뇌부’, ‘그들만
의 리그’로 지칭(120쪽)

· 사회자 순환
제로 부정적
현상 극복, 소
그룹을 통한
의견개진(129
쪽)

이경아
외(2016)

· 교사협의체 ‘다모임’:
공감을 바탕으로 토
의(87쪽)
· 자유로운 협의문화:
학년 위주로 재구성
된 교무실(86쪽)

-

전현욱
(2016)

· 행정에 관여: 교가
만들기(45쪽)

· 자유로운 의견 교환
(47쪽)

-

유경훈
(2014)

-

· 적극적 참여: 참여 독려, 신념 이식
(250쪽)
· 의도적 회피: ‘그들만의 공동체’라는
피해의식, 자신들을 ‘배제’, 일방적
학교운영(251쪽)

배은주
(2014)

-

· 초빙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166쪽)
· 업무분장에 대한 교사간 다른 생각
(167쪽)

·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171쪽)
· 퇴근시간 지연 불만(172쪽)

종합논의

-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교사들의 참여는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뉠 수
있음.

- 자유로운 협의문화를 통해, 학교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간의 대립구도가 드러나고
있음.

- 한편, 윤석주(2015)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자 순환제’를
제시하고 있음.

<표 Ⅳ-18>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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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참여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생활약속’을

만들거나 ‘규정 개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장이나 교사들처럼

특이한 점이나 부정적인 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아

래와 같다. 배은주(2014: 160)는 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강화되어서 대학교

학생회 수준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소망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학교와는 달리, 소망

고등학교는 학생회를 학생들의 대표로 인정하고 대표로서의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데, 교장에게 학교 정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청원권을 부여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학생회가 여러 학교 규정 제정과정에

참여함은 물론이거니와, 방송국에서 학생들을 촬영하여 방송하고 싶어 하면 교사들의 허가

가 아닌 학생회와 의논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배은주, 2014: 160).

남미자 등(2015: 44)은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생

회가 학교의 규정 개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희망고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회 활동

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은 거의 받고 있지 않았다. 

(중략) 또한 희망고 학생들은 생활윤리규정의 개정 등과 관련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적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남미자 외, 2015: 44)

나효진과 안선회의 연구(2015)에서는 혁신초등학교에서 학생회가 활성화

되고,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한 생활 약속을 제·개정하는 등 민주적 학교운

영을 위해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를 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시간으로 교육과정 속에 학생회 활동을 위한 12시간을 확

보함으로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학생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략) 학생들

과의 괴리를 좁히고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 위원회를 통한 생활 약속을 제·개정 하였다(나효진, 안선회, 2015: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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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학생의 참여를 정리하면, <표 Ⅳ-19>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으로 민주적 학교운영 측면을 학교장, 교사,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학교장들은 교사들에게 권한위임을 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교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만들고,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을 견제하거나 독단적인 운영을

하는 학교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사들 간의 대립구도는 부정적인 면으로

드러났다.

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나효진·
안선회
(2015)

· 학생회 활성화(44쪽)
· 학생자치위원회를 통한 생활약속(45쪽)

- -

배은주
(2014)

· 학생 자치 강화: 대학교 학생회에 버금
감 (160쪽)

- -

남미자
외(2015)

· 규정 개정에 관여하는 학생회(44쪽) - -

종합논의
-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주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음.

- 학생회가 활성화되어있어, 학교 내 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있음.

<표 Ⅳ-19>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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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학습공동체 측면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동료성을 기반으로한 협력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

고 있었으나, 어떤 연구들에서는 교사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협력하고,

교사소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첫째, 교사들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에 관해 언급한 예들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나효진과 안선회(2015)의 연구에 등장하는 혁신학교에서는 교사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있어 학교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

‘혁신초’ 교원들은 2013년부터 학생지도에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학교

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교사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나효진, 안

선회, 2015; 45).

이경아 등(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교사협의체에서 공감을 바탕으

로 토의’하며, ‘친근한 인간관계로서 동료성’을 가진다고 언급한다. 또한 ‘수

업과 학습에 관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한다고

이야기한다.

친교로 굳건해진 인간관계는 동료성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이상적인 개념을 탄생시키고

이는 학교의 갈등과 문제 해결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자발적 해결의 지침이 된다. 이

같은 탄탄한 동료성의 탄생을 위해서 친교적 문화의 확산은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야

만 하는 과제이다(이경아 외, 2016: 88).

학습에 대한 공동체적 개념은 교사를 늘 고민하게 만들고 배움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

다. 수업이 교사 고유의 권한이라 생각하여 타인에게 닫고 있었던 문은 협의와 나눔을 위

해 자연스럽게 열렸고, 이는 네트워크, 공동체, 참여와 소통, 전문성과 자율성이라는 혁신

학교의 하위 담론을 형성한다(이경아 외, 2016: 92).

작은 수업의 변화, 의사결정의 변화, 대화 방식의 변화, 일상의 변화 등이 분위기의 변

화를 가져오고 분위기의 변화를 통해 교육적 실천의 변화를 혁신학교 교사들은 경험한다. 

(중략)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의 확산, 함께 무엇인가를 성취해가

고 있다는 경험의 공유, 학교가 변해가고 있다는 분위기의 확대 등은 혁신학교 성공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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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이경아 외, 2016: 94)

그리고 배은주(2014: 163)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생활지도 중심의 교사

협력을 하고, 수업중심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소망고등학교와 햇빛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도할 때 담임교사

나 한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해야 했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러 교사가 필요한 단계

별로 지도하기도 하고, 적절한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도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생

활지도방식과 다르게 여러 교사들이 협력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배은주, 

2014: 163).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준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무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분장을 획일적으로 행정부서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학년 중심 업무분장으로 운영하여 수업과 학생을

중심에 두고 있다(배은주, 2014: 163).

둘째, 교사학습공동체 측면에 있어서 위의 긍정적인 내용과 다른 예들은

다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훈과 김명수(2011)의 연구에서 교사들

은 ‘교사들의 실행력 부족’으로 인해 교실을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

다. 그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상호 배움과 교실 열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교실 개혁이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모든 교사들이 동료 간 상호 배움과 교실 열기의 중요함을 절

실히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실행의지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중략) 교사들이 수업

공개를 통한 상호 배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교실 열기

도 필요하다. (중략)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일 년이 지난 지금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자신의 교실을 여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부끄러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장

훈, 김명수, 2011: 323-324

그리고 유경훈(2014)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헌신’을 하는 교사와 ‘불가피

한 희생’을 하는 교사로 나누어 교사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자발적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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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하는 교사는 자신을 버리며 매진하고, 신념 및 책임감이 있다고 하였

다. 반면, ‘불가피한 희생’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은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

을 바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교사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의 교육적 성과에 큰 의미를 두고 ‘헌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새로 부임한 교사들에게 기존 희망고 교사들의 ‘헌신적’ 역할 수행의 모습은 교

사의 ‘희생’으로만 비추어지기도 한다(유경훈, 2014: 245-246).

한편 특이한 점은 남미자 외(2015: 4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로

부터 피드백을 받아 수업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교사 간 학

습공동체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간 학습공동체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

다.

희망고 교사들은 평소 수업시간에도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수업방식이나 내용구

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남미자 외, 2015: 46).

위와 같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교사학습

공동체 측면에서 혁신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사들은 교사동아리 활성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관계, 수업과 학습

에 관한 공동체, 좋은 경험의 공유 및 확산, 생활지도 중심 교사협력, 수업

중심 업무분장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의 실행력

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협력을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한 교사 소진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교사-학생 간

학습공동체의 가능성도 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 정책에 관한 혁신학교 교사들의 반응을 교사학습공동체 측면에

서 살펴보면 <표 Ⅳ-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7 -

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장훈·
김명수
(2011)

-

· 교사들의 실행력 부족 (323
쪽)

· 자의반, 타의반 상호배움과
교실 열기 실천(324쪽)

-

나효진·
안선회
(2015)

· 교사 동아리 활성화(45쪽)
· 교사간 원활한 협력관계 유
지(46쪽)

- -

이경아
외(2016)

· 친교를 통한 동료성을 기반
으로 생겨난 신뢰관계(88쪽)
· 수업과 학습에 관한 공동체
(92쪽)
· 좋은 경험의 공유 및 확산
및 수용적인 분위기(94쪽)

- -

유경훈
(2014) -

· 자발적 헌신 vs 불가피한
희생
- 자발적 헌신: 자신을 버
리며 매진하는 교사, 신
념 및 책임감 있는 교사
(243쪽)

- 불가피한 희생: 교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시스템, 교사 소진현상
(245쪽)

-

배은주
(2014)

· 생활지도 중심의 교사협력
(163쪽)
· 수업중심의 업무분장(164쪽)

- -

남미자
외(2015) - -

·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
는 교사(46쪽)

종합논의

- 교사학습공동체 측면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주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
두 발견되었음.
- 긍정적 측면으로는 교사간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 있고, 신뢰를 바탕으로 경
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등 교사 협력이 부각됨.
- 부정적 측면으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업공개를 하고, 교사들이 본인의
열정을 불가피한 희생으로 인식하여 교사소진 현상이 발생됨.
- 한편,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등 교사학습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사-
학생 간 학습공동체의 양상도 보임.

<표 Ⅳ-20>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교사학습공동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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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교육과정 측면

창의적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다. 단 3편에서

다루고 있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었

고 학습자세도 개선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었다. 그러나 입시에 대비한 활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 체험활동 및 협력 태도에 대한 예들은 다음의 연

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남미자 등(2015: 4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

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희망고등학교의 비교과활동은 교육과정 내에 편성되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

동 이외에도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과학 창의력 대회, 진로 스토리보드 공모전, 또래 멘토

링 등 매우 다양하다(남미자 외, 2015: 43).

김수경(2011: 156)의 연구에서는 학력향상중심학교인 연구대상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학습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혁신학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방과후학교, 체험활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었고(김수경, 2011: 156) (중략)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특정 기간 전시회·박람회 관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업에 대한 부가적인 체험을 하는 등에 국한되어,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김수경, 2011: 156).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입시를 위한 활동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김수경(2011: 156-158)의 연구에서는 혁신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여 ‘개인별 스펙’ 쌓기를 지원하고, 체험식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해당 운영은 성적향상(예: 학업성취도 평가), 진학 강조를 지향하고 있었다(김수경, 201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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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적보다 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독자적 성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학교 모두 성적향상이 중요한 학교평가 기준이

되고 있었다(김수경, 2011: 158).

유경훈(2014)은 입시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전인적

성장’보다는 대학 입시에 목표를 맞춘 수업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희망고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했지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소위

‘대학을 가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사회와 학교구조에서 영향을 받아, ‘입시교육’에

대한 교육목표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유경훈, 2014: 241).

남미자 등(2015: 43)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희망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대학입시, 특히 수시나

입학사정관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남미자 외, 2015: 43).

위와 같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창의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시

에 목표를 둔 활동으로 인하여 창의적 교육과정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혁신학교의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창의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정리하

면 <표 Ⅳ-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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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측면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도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의 과한 기대,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이기심,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요구 등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첫째,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은 다음의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

었다. 김수경(2011: 157)의 연구에서도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있었

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총회, 교실수업참관, 자녀교육상담, 평생

교육교실 등이 활성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연구대상인 두 학교 모두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었

다. A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학교 행사 및 수업, 교사-학부모 연수 및 다

모임을 추진하고 있었다. B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 총회, 교실수업참관, 자녀교육상담, 

평생교육 교실 등에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김수경, 2011: 157).

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김수경
(2011)

· 다양한 체험활동(156쪽)
· 입학사정관제 대비: ‘개인별
스펙’쌓기 지원, 체험식 동아리
지원(156쪽)

-

유경훈
(2014)

-
· 전인적 성장(239쪽) vs 입시교
육(241쪽)

-

남미자
외(2015)

· 학생들의 협력적이고 적
극적 태도(41쪽)

·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 참여:
대학입시에 유리(43쪽)

-

종합논의

- 창의적 교육과정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나오고 있으나, 입시
를 대비한 활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언급한 위 3개의 연구가 모두 중등학교를 대상
으로 했다는 점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음.

<표 Ⅳ-21>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창의적 교육과정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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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효진과 안선회(2015: 47)의 연구에서는 학교장 및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활발하고 친밀감이 있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 교육 활동을 수시로 학부모와 공유하면서 학부모들이 갖게 되는 친밀감이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학부모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장

이 학부모들과 ‘문턱이 낮은’ 소통을 통해 학부모들의 생각과 요구를 수렴하고 학교운

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나효진, 안선회, 2015: 47).

그러나 학부모의 과한 기대, 학업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이기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요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김수경

(2011)의 연구에서 보면, 학부모의 기대가 막연하게 과하다고 언급하고 있

다.

한편으로는 학부모 참여가 학교의 교육적 목표를 상실하여 이루어지거나 일관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에 저해가 우려되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는 혁신학교로 지정되었기에 어떠한

부분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보다는, 기존과는 확실하게 다른 무엇인가

가 있기를 막연하게 바라는 경향이 있었다(김수경, 2011: 157).

또한 배은주(2014: 173-174)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 대해서는 부모의

이기심이 작동하여 다른 활동보다 학업성적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하

였다. 또한 혁신학교라는 점 때문에 부모들이 본인들의 바람에 대해 무분

별하게 요구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였다.

자녀의 학업성적에 관한 학부모들의 이기심은 여전히 학교의 교육적 시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혁신학교는 학생의 배움을 중심에 두는 수업운영과 업무분장, 생활지도 등을

실현하려 애쓰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자녀의 성적 향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배은주, 2014: 173).

혁신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준다는 장점

을 오해하여 무분별하게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망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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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혁신학교를 자신의 왜곡된 정당화기제로 삼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방

어하고 설득하는 것이 초기의 큰 과제였다고 한다(배은주, 2014: 174).

한편, 김수경(2011)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서 과잉

언론보도로 인해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지자체의 지역 내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지만, 혁신학교의 운영 현실과 문

제점 파악, 개선안 제시에 미흡한 상태였다. (중략) 혁신학교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과잉

언론 보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김수경, 2011: 162).

위와 같이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나타난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측면에서 혁신학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반응은 다음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교사들과도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

역의 학교에 대한 과한 기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이기심으로

인해 무분별한 요구 등은 부정적 측면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자체의 관심

과 기대, 이로 인한 과잉 언론보도 등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관해서 각 연구물들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Ⅳ-2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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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통점 차이점 /

특이사항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김수경
(2011)

· 학부모들의 다양한 지원(157
쪽)

· 학부모 총회, 교실수업참
관, 자녀교육상담, 평생교
육교실 활성화(157쪽)

· 학부모와 학생의 높은 만
족도, 그러나 학부모의 과
한 기대(157쪽)

·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높으나
과잉언론보도
(162쪽)

나효진·
안선회
(2015)

·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 및
친밀감
·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47
쪽)

-

배은주
(2014)

-

·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이기심(173쪽)

·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요구
(174쪽)

종합 논의

-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드러나고
있음.
- 긍정적 측면으로 학부모들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각종 학교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와도 긴밀하고 소통함.
- 부정적 측면으로는 학부모의 과한 기대,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이기심,
무분별한 요구 등이 드러나고 있음.
- 한편 지자체의 과도한 기대로 인한 과잉 언론 보도가 학교에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었음.

<표 Ⅳ-22> 혁신학교 연구의 통합(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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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환경 요인

가.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 및 상황의 변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결

국 그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어렵게 할 수 있다(서용희, 주

철안, 2009; 정성수, 2008). 혁신학교 정책에 사회적 환경이 미친 영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사

고를 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학교 개혁이 시도가 되었다. 처음

에는 하향식 방향은 정부주도적인 학교 개혁 움직임에서 최근에는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 혁신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Elmore(2004)는

학교개혁에 있어서 주(state)나 교육구 수준의 변화가 아닌, 단위학교 수준

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등의 시

도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학

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이어갔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목표

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교 교육의 다양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

화’ 등인 것을 보면 점점 개혁이 흐름이 단위학교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29

개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폐지하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13개 업무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였다. 그리고 교육과

정 자율화, 교직원 인사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였다(김재웅, 2011). 혁신학교가 ‘자율학교’의 한 종

류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학교 개혁 흐름은 혁신학교 정책이 결정되

고 집행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는 혁신학교 정책이 형성되고 전파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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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입시 경쟁에 대비하여 진행되는 학교의 비교육적

상황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대

한 사회적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다(김성천․오재길, 2012).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교육적 요구들은 보다 개혁적 성향을 띤 진보교육

감이 당선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면서 혁신학교 정책이 전

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기에 정책집행에 있어 적극성을 띠고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공교육 회복에 관심이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자녀들

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대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혁신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중등 단계에서의 혁신학교

정책집행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학부모들은 현재 대학 입시 교육이 바

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학 입시 결과가 자녀의 사회적 계층이

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다. 따라서 초등 단계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혁신학교 지원이 상당히 높

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혁신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서는 청라 고등학교 혁신학교 선정에 관해

주민들의 항의가 있기도 하였다(인천일보, 2015. 7. 24.). 또한 보수 교육감

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의 경우에는 중학교까지만 혁신학교 대상으로 삼는

등(대전광역시교육청, 2015) 입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혁신

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책 결정자의 지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의 성공에 대한 관심 및 중시하는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책 집행자의 의욕, 태도가 달라진다. 또한 정책 결정자는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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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의 획득, 그리고 제약조건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정정길 외,

2016).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 정책 결정자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

과 정책 수단과 자원을 결정하는 시·도 의회이다.

먼저 교육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혁신학교 정책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었고 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절대

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도중 진보교육감에서 보수교육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책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혁신학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예산

이 삭감되고 운영조직이 축소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다시 진보교육감이 당

선되어서 교육감의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독특한 경우

인데, 권력의 교체가 진보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이에 교육감 권력의 교체

에 따른 차별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에 이어 경기도교육

감이 된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의 성과를 계승·도약시키겠다는 공

약을 지키기보다는 실제로 이전까지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서 별도의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이광호

외, 2015). 이에 정책 대상집단인 학교에서는 피로도가 증가하여 일부 교사

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태도로 혁신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백병

부 외, 2016).

시·도 의회는 혁신학교의 정책집행 수단인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와 같은

규칙을 만드는 등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도

의회의 성향에 따라 각 교육청의 정책집행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표 Ⅳ-23>과 <표 Ⅳ-24>는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시·도 의회의 성

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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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 1. - 2014. 6. 30. 2014. 7. 1. - 현재

경기 새정치민주연합 81명 / 새누리당 50
명 / 기타 8명 / 교육의원 7명

더불어민주당 72명 / 새누리당 52명
/ 기타 3명

서울 새정치민주연합 79명 / 새누리당 27명
/ 교육의원 8명

더불어민주당 74명 / 새누리당 27명 /
기타 5명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20명 / 민주노동당 3명
/ 교육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21명 / 통합진보당 1명

전북 새정치민주연합 33명 / 기타 3명
교육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28명 / 국민의당 8명 /
기타 2명

전남 새정치민주연합 48명 / 기타 9명
교육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33명 / 국민의당 22명
/ 기타 3명

강원 새누리당 23명 / 새정치민주연합 14
명 / 기타 6명 / 교육의원 4명

새누리당 37명 / 더불어민주당 6명 /
기타 1명

* 출처: 각 시·도 의회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23> 1기 혁신학교 정책집행 시도의 의회 성향

1기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시·도 의회의 경우,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민주당 비율이 높았고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안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4. 7. 1. - 현재

세종 더불어민주당 8명 / 새누리당 6명 / 기타 1명

충북 새누리당 20명 / 더불어민주당 11명

충남 새누리당 27명 / 더불어민주당 11명 / 기타 2명

대전 더불어민주당 15명 / 새누리당 6명 / 기타 1명

부산 새누리당 45명 / 더불어민주당 2명

경남 새누리당 48명 / 기타 6명

인천 새누리당 24명 / 더불어민주당 9명 / 기타 2명

제주 새누리당 18명 / 더불어민주당 16명 / 기타 2명 / 교육의원 5명

* 출처: 각 시·도 의회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Ⅳ-24> 2기 혁신학교 정책집행 시도의 의회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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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시·도 의회의 경우, 세종시와 대전시는 더

불어민주당의 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시·도의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

주당 비율이 비슷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의 비율이 압도적

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비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혁신학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인천과 충북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되기도 하였다(대전일보, 2014.9.22; 시사인천, 2014.9.14.). OO시교육청

의 경우도 혁신학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 시·도 의회의 의원

들을 설득하는 등의 정치력을 발휘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거의 보수진영이죠. 그니까 처음에 2014년도에 교육감께서 당선되시고 14년도 연초에

2013년도의 예산 편성을 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겠

습니까? 근데 예산을 100프로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2014년도에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 깎는다 안깎는다, 막 무상 의무급식가지고

얘기해서 의무급식부분을 완전히 삭감하고 이거를 어느정도 살려준거죠. 근데 올해에는 다

깎였어요. 늘상 우리는 이제 칼날위에 서있는 거죠. (2기 K시교육청 황대방 장학사)

또한 시·도 의회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성과물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통한 산출물은 학생의 시험 점

수 향상과 같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

입에 따른 성과를 즉시 요구함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하기

도 한다.

의회에 가보면 그런 공격들을 받죠. 투입했으면 산출이 나와야하는 것 아니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는거냐하고요. 심지어는 3월 1일자 시작해놓고 2학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

지 보고하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제 투입해놓고 1년도 안지났는

데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뭘로 볼거냐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교

육청에서는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제시를 했죠. 답은 알아요. 그런

요구에 무슨 답을 주면 만족을 할지 그 답을 알아요. 실제 성과물을 만드는 건 지금까지

교사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맞춰줄 순 있어요. 그래도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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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혁신학교 했더니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이렇게 좋아졌다.. 학력

신장을 뭘로 볼거냐, 학력을 뭘로 볼거냐, 하면 저사람들이 원하는 건 점수에요. 그러나 그

것이 옳은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주지 않는 거에요. 

애들 점수올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

요.(1기 D도 장문국 장학사)

다. 매스컴 및 이익단체의 지지와 관심

혁신학교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는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왔

는데, 그 매체가 진보 진영인지 보수 진영인지에 따라 양상이 확연히 구분

되었다. 유성상과 권순정(2016)의 연구를 보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담론분석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 전체에 대한 언론보도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대표 진보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른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행

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내려

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제목과 내용에 상반된 담론전략(Fairelough, 2015)’

을 펼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혁신학교에 대해 불확실한 정책 내지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유성상, 권순정, 2016). 내용에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목에는 정책이름보다는 정치색을 드러내는 방법으

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을 보게하는 것이다. 또한 혁신학교

의 평가기준을 학업성취도에 두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진보진영

의 지자체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교

정책을 전교조와 같은 진보진영의 특정집단과 특정 인물의 정책으로 논의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혁신학교 정책이 상당히 긍정적이

고 좋은 정책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내었다. 기사 내용에 보면, 혁

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이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확산이 당연한 것

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한 자화자찬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국내용

정책’으로 정치성이 다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혁신학

교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어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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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하러 온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유성상, 권순정, 2016). 또한, 혁신학

교를 반대하는 집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혁신학교의 장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하고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에 관한 교원단체의 지지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에 따라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교사들의 낮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교총’에서 강하게 비판한

예가 그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6.7.12.).

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혁신학교를 추가로 공모하면서 기존과 달리 교원을 배제하고 전

체 학부모의 25%의 동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신청학교가 10개교에

그쳐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한 만큼, ‘돈’으로 하는 학교혁신의 한계를 드러냈다.

교총입장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확산을 목표로 그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공격을 하며, 혁신학교를 한계를 지적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이다. 한

편, 대전시에서는 보수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시행하고 있으

나, 대전시의 혁신학교 계획에 따르면 기존 연구시범학교와 비슷하게 시행

되는 것으로 보여 ‘전교조’에서 강하게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전국교직

원노동조합, 2014.10.16.).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형 혁신학교가 정책연구학교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

지 않을 것이다. 만약 대전시교육청이 혁신학교 도입을 열망하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

통행정을 고집한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제반 민주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보수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시·도 교육청이기에 감

시의 수준을 높여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흐름과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는 주장을 보도 자료로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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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 정부의 교육 정책

혁신학교 정책집행 논의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자유학기제 시행

을 제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어서(송경

오, 2015)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

다. 기존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자유학기제 정책이 우연히 만나 상생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학기제 매뉴얼에 나온 사례들은 다 혁신학교 사례들이에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을 만나서 더 잘할 수 있는. 게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자유학기

제에선 지필 평가가 폐지되고 성적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바꾸기 더

좋은 거예요. 이미 잘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흐름에 중앙 정부의 정책이 우연히 같이 전유

된 거죠. ...(중략)... . 저는 내년에는 올 해 자유학기제가 전면화되고, 내년 2학기가 매우

중요하다. 올 해 자유학기제 경험했던 교육과정 속 평가를 내년도 중학교 2학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학교 혁신의 일반화다 중학교 혁신의 일반화다 라고 보고 이것

은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자유학기 정책과 혁신학교 정책이 갈등 없이 서로 상생 작용

을 하면서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의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1기 C도 곽훈범 장학사)

그러니까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자유학기제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실현시키고자 할 때는 혁신학교, 현재 학

교 혁신 정책,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혁신 정책이니까, 학교혁신정책의 용어와 학교혁

신정책의 철학과 결합시켜서 소개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시의 학교혁신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 맞춰서 자유학기제를 해봅시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혁신지원센터의 자유학기제 담당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일하시면

서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돈이 풍부해지니까, 이걸 지렛대 삼아서 중학교 혁신 이제

추진하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2기 G시교육청 홍택훈 장학사)

또한 각 시·도 교육청들은 자유학기제를 각 지역에 맞게 재가공하여 활

용하기도 한다. 교육부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 변형시켜서 정책 간 충돌을 없애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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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도 00형 자유학기제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00형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교육

과정, 수업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교사들의 협의체,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집토

끼를 안 잡고 산토끼를 잡고 돌아다녀봐야 말짱 도루묵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책 재구성이란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부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려고 하는 방

향과 맥락에 맞게 가야한다.. 특별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단위학교에 그냥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예산을 써야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나가야겠다.. 라고 하는 쪽

으로 정책을 중간에서 재가공할 필요가 있는거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충

돌하는 부분은 없는거죠. (1기 A도 강성종 장학사)

그리고 혁신학교 정책이 이미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기에 자유학

기제 정책이 효용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 즉, 자유학기제 정책이 잘 시

행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진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정

책이 본 목표대로 잘 집행되려면 교육과정과 수업에 연계가 되어야하는데,

일반학교의 경우, 형식적인 예산 사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

이다.

자유학기제를 잘하는 데가 혁신학교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게 단지 예산

만 준다고 뭐든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유학기제로 막상 던져놨지만 혁신학교의

철학이나 바탕이 없는 학교들에서는 그냥 예산 쓰기에 급급하고 시험 안치는 정도 뭐 진

로 체험하고 체험학습 한 번 갔다오고는 그런 정도로 해요. 결국은 교육과정하고 수업하고

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의 성향이 거의 뭐 혁신학교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다 보니까. 뭐 이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유학기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지금 혁신학교를 제

대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아예 그냥 입시

중심, 이전의 중학교처럼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상황 속에서는 자유학기제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거예요. (2기 G도 여한준 장학사)

한편, 또 다른 시각은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이 취지는 비슷

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집행방식에 있어서 자유학기제

가 Top-down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혁신학교 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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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잘 하고 있는 혁신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이야기 하냐하면 자기들이 혁

신학교 운동을 하는데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막혀있던 것

들이 확 뚫려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제한된 제도 안에서 그럭저럭 해왔는데, 이건(자유학

기제) 틀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방향이 그쪽으

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길이 열려서 아주 잘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 두 개 (자유

학기제, 혁신학교)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일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에서 자유학기제를 Top-down 방식으로

가버리면 이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1기 D도교육청 장문국 장

학사)

한편 자유학기제보다 혁신학교 정책이 늦게 시행된 2기 교육청에서는 자

유학기제에 대한 피로로 인해 혁신학교를 시도하기 꺼려하는 등 같은 정책

이라도 정책의 선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가 내년도 혁신학교공모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안한다고 부결됐어요. 그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자

유학기제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학교 자유학기제 때문에 일이 너무

많다. 혁신학교를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기존의 연구학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중에

하나가 기존의 연구시범학교를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학교의 일을

어떻게 빼줄 것인가 이걸 자기의 과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기 전과 비교

해보면 업무량이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업무량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일반선생님들은 혁신

학교도 하나의 연구시범학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하는

데 또 이것마저 하란말이야 라는거 때문에 판판이 다 부결되고 있는거죠. (2기 I시교육청

황대방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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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먼저 정책집행과정의 관련된 요인인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 개혁’이라는 단위학교

중심의 개혁을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정책’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래

부터의 개혁’인 혁신학교 운동을 정책화시키는 과정에 있어 열린교육 정책

과 같이 정책 실패(김재웅, 2007)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 관련한 요인들

을 분석하여 ‘아래로부터의 학교 개혁’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장에서는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관련 요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

는지 밝히고, 시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변화했는지 논

의하였다.

1. 정책 자체 요인의 특징

가. 불명확성과 일관성이 공존하는 정책 내용 및 소망성이

고려된 정책 수단

먼저 정책 자체 요인의 하위 요인인 정책 내용의 명확성이나 일관성, 그

리고 정책 수단인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등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논의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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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

기 보다는 기본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내용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24).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수

동적으로 받아들여 전달하기보다는, 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집행

하려 하고 단위학교에서도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혁신학교의 정책 내용 중 교육과정이 명

확하지 않은 점이 정책내용의 명확성 부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정해진 교

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로 보는가, 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능

동적으로 가르치는 존재로 보는가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사

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집행

권한배문모형에 따르면 이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정책 권한 배분모형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Nakamura & Smallwood, 1980). 교사들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목표만 막연히 결정하고, 전문가인 정책 집행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되 실험적으로 결정·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틀린 방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골치 아픈 부분을 정책 집행자에게 떠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의 문제도 상존한다. 즉, 혁신학교의 성패

의 부담이 ‘교사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장훈, 김명수, 2011).

한편, 정책 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초기부터 지금까지 큰 틀이

바뀌지 않았고,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사업이나 과제 등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내용이 정책 집행자와 정책 집행대상에 일관적

이지 않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

24) 이와 같이 정책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면 정책 관련자들이 그 정책내용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내용을 지나치게 명백하고 세밀하게 구체화시
키는 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정책집행 현장마다 특수성이 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정
책내용은 추상적으로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현장의 사정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할 때,
정책집행의 신축성을 얻어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행상의 신축성은 집
행자의 재량권 남용·악용을 초래하여 정책목표의 변질이나 반대중적·비효과적 집행을 가져오
는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정정길 외, 2016: 533).



- 146 -

저 물적자원, 즉 예산 측면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정책 초기에는 단

위학교에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이 삼분의 일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일반 연구시범학교들에

비해서는 2-3배 정도 많게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혁신학교 운영도 성공

적이라 평가받았고, 그 결과 혁신학교 주위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일어

났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김성천, 오재길, 2012). 예를 들어, 혁신

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라면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활동들이

혁신학교에서는 무료로 진행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과

다지원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박주희, 2014). 정책 대상집단인 단

위학교에서는 예산을 사용하느라 본래의 혁신학교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 박주희(2014)의 연구에서는 서울의 혁신학교

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인건비 과다, 수

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한 체험학습, 기자재 및 시설비 과다, 학교기본운영

비로 지출될 항목에 예산집행, 축제-행사 지원 과다, 혁신학교 취지와는 무

관한 사업에 지원, 취미와 관련된 교사 동아리 지원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지급되고,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내외로 구성되

도록 함으로써,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 여건을 강제로 향상시켜 놓은 불평

등학교라는 지적도 있었다(조형곤, 2015). 예산 사용에 대한 피로를 느낄

것을 우려한 학교의 경우 아예 혁신학교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

하였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학교장 주도하에 혁신학교에 지원하고 선정되어 ‘무늬만 혁신학교’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 실패의 주요 요

인 중 하나가 정책집행 지침은 엄격하게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예산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이다(정정길 외,

2016). 그러나 혁신학교의 경우에는 예산이 풍부하다 못해 과다하게 지급

됨으로써, 일반학교와 불평등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거나, 예

산을 지원받기 위해 혁신학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신

청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던 것이다(나민주 외, 2013). 다음은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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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측면이다. 혁신학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정책

집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소위 승진가산점을 쫓아 학교를 옮겨 다

니는 ‘철새’ 교사(신철균, 2011)가 유입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우수한 인적 자원이 몰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혁

신학교 정책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역으로 혁신학교 정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적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하는 방법을 택했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폐해가 훨

씬 크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혁

신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한 교사에게 제도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혁신학교 정책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열린교육과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은 열린

교육 정책과 비교되어 논의되어 왔다(김성천, 오재길, 2012). 즉, 혁신학교

정책과 열린교육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혁신학교 정책의 장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정책 결정보다 정책집행에 따라 정

책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혁신학교 정책이 어떻게 집

행되고 있는가를 열린교육의 정책집행(김재웅, 2007)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

다. 정책자체 요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Ⅴ-1>과 같다.

구분 정책 자체 요인

열린교육 정책
· 목표: 추상적이고 모호

· 수단: 시범·연구학교

혁신학교 정책

· 목표: 일관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임

· 수단:

- 물적자원(예산): 과다지급 → 적정수준 지원
- 인적자원: 승진가산점 부여하지 않음

전보유예와 초빙교원 활용

행정실무사 배치

<표 Ⅴ-1> 정책 자체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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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체 요인 중 정책 목표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혁신학교

정책은 열린교육 정책과 유사하다. 김재웅(2007)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 목

표의 불명확성이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나 혁신학교 정책은 대략적인 큰 틀만 제공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

대상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목표와 내용의 불명확성

이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수단의 경우, 초기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

을 받았고, 승진가산점 미부여, 전보제도 개편, 행정실무사 배치 등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열린교육 정책의 경우, 시범·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해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수단은

풍부한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정책 수혜자의 ‘소망성’을 강조하여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다.

나. 시·도 교육청 간 유사한 정책 내용 및 오차가 수정된 정책 수단

다음으로 정책 자체 요인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에서 처음 시행한 이후로 2011년에는 5개 교육청에 추가로 퍼져나갔고,

2015년에는 8개 교육청에 추가로 퍼져나가 전국적으로 14개 교육청에서 시

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범학교를 거쳐 어

느 시점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들과 다르게 1기와 2기가 4년의 시

차를 두고 집행되고 있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교육청은 6년에서 8년차(1기)에 해당되는 경기, 서울, 강

원, 전북, 전남, 광주와 1년차에서 2년차(2기)에 해당되는 세종, 충북, 충남,

대전, 부산, 경남, 인천, 제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 교육청과 2기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목표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하다. 정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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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공교육의 모델, 행복한 학교 등으로 수렴되고, 정책 내용은 민주적 학

교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라는 4개의 키워

드로 압축된다. 즉, 혁신학교 정책 내용은 경기도에서 먼저 철학, 비전, 중

점내용을 설정하면, 1기 후발주자인 5개 시·도 교육청이 따라가고, 2기 후

발주자인 8개 시·도 교육청도 그 내용을 따라가는 양태를 보인다. 전국 14

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서로 매우 닮아있고, 같은 가치를 공

유하고 있는 것을 앞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적 자원

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부

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기 시·도 교육청은 소위 ‘철새교사’의 유입으로

혁신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승진가산점’에 대해 철저히 1기 시·도 교육청

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1기 교육청들과 2기 교육청들의 차이점

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2기 교육청들의 시행 초기의 예산이 1기 교육청들

의 그것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이는 1기 교육청들이 일반학교와의 예산

지급에 의한 형평성 논란에 의해 2기 교육청의 예산은 자연스럽게 적정 금

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에 있어 ‘오차 수정’과 ‘제도화’라는 개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오차를 수정해가

며 더욱 온전한 정책으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정책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

되면 그 제도가 오차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 수

정의 실패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간다는 것이다(송하진, 김영

평, 2006: 43).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1기 교육청들은 2016년 현재, 2기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초기 예산의 3분의 1수준으로 예산 지급을 하면서 일

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을 완화시켰다. 즉, 정책의 오차를 수정을 한 것이

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 초기 예산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 일반학교와 혁

신학교의 형평성 논란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아쉬운 일이

다. 하지만 2기 교육청의 경우, 처음부터 비교적 적정 금액이 책정됨으로써

위와 같은 오차를 애초에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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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집행자 요인의 특징

가. 확산 전략과 정책 개입

1) 급속한 확산 vs 완만한 확산

이 장에서는 정책집행 담당자의 행위와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

다. 각 시·도 교육청들의 혁신학교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모델을 지향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 전북, 충북, 인천 등에서 공교육 모델 학교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전북에서는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라는 슬로건

을 내걸며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 교육청별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지점에서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

면 전통적으로 교육개혁에 있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부터 정

책과 현장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곤 한 것이다(김재웅, 2007, 2011; Tyack &

Cuban, 1995).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진보교육감이 선

거시 주요 정책 공약으로 삼으면서 주목받긴 하였으나 그 시작은 남한산

초, 조현초, 덕양중, 이우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학교

변화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김성천, 오재길, 2012). 이런 자발적 변화 운동을

최초로 민선으로 당선된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정책으로 채택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출발이 학교 현장의 자발성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

었다. 그러나 영훈초등학교와 운현초등학교 등 몇몇 사립학교에서 출발한

열린교육 운동을 보면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 및 일반화 전략에 대해서도

우려가 생긴다. 열린교육 운동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확산하면서 어느정도 변화가 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개입

하여 보급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고 점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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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김재웅, 2007; 김재웅, 오은순, 윤희정,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혁규(2013)는 혁신학교 정책이 열린교육 운동과 다

른 점을 이야기하였다. 열린교육 운동은 변화의 대상을 교사 개인을 상정

하고 있고, 개혁의 전략적 단위로 단위 교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혁신학교 정책은 변화의 대상과 전략적 단위를 학교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열린교육운동을 포함한 기존의 개혁이

교사 개인과 수업 변화에 있었을 때, 이러한 개혁은 부정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도 학교 문화가 공문 처리를 중심으로 관료화되

어 있고 업무 부담이 수업 준비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제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혁신학교 정책은 교

사 개인과 교실을 둘러싼 학교의 문화, 환경, 맥락까지 바꾸어줌으로써 기

존의 자발적 개혁 운동들과 차별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은

자발적인 운동이면서도 기존에 일어났던 교수법 및 교실 차원의 변화를 추

구하는 운동을 넘어서 학교 차원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학교 차원의 최초의 자발적 변화를 정책적으로 확산, 보

급시키는 것에 따른 영향이 열린교육의 실패와 다른 양상을 보일지는 의문

이다. 자발적인 개혁 운동의 형성과 그것이 정책적 지원과 만나서 확산 및

보급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자발적 개혁 운

동의 성격이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것이고 대다수의 교육 주체가 그 방향

성 및 철학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해도, 확산 및 보급에 있어서 관

차원의 개입에 따른 폐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확산 전략을 주도적으로 채택한 전북 교육청에서는 확산에

따른 폐해를 경계하고 있었다. 초기 전북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주

도적으로 집행한 경험이 있는 박일관(2014: 62)은 그의 저서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는 학교의 내적 성과를 수평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넓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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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을 계획서에 담았다. 학교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모두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거나 지도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혁신학교

간 또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쌍방향으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수평적인

교류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배움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 그 중심에

혁신 모델학교나 거점학교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구성원의 자발

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략

인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학교 중심의 클

러스터 조직 등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 하는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전략으로서 유용해 보인다. 혁신학교 정책과 같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

는 정책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요할 필요가 없이, 학교 현장

의 필요에 의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만

으로 정부의 역할은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김재웅, 2011).

그런데 혁신학교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공감학교’ 정책은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확산 전략으로는 위험해 보인다. 물론 혁신공감학교

정책은 다른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비 혁신학교, 혁신학년, 혁신동

아리 정책과 같은 정책순응 유도 전략이다.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

기에 앞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혁신학교의 활동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이

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교원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시 규모를 볼 때 확산

및 일반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2015년 기준 경기도의 ‘혁신공감

학교’는 1,723교로 혁신공감지정 대상학교의 90%에 달하기 때문이다(경기

도교육청, 2016). 겉으로 보기엔 혁신공감학교 또한 학교구성원의 70% 동

의를 바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원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학교가 모두 하

고 있고, 혁신공감학교에도 혁신학교에 준하는 예산이 지원되므로 이것은

‘자발성’을 빙자한 ‘강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

서 심사를 한다고는 하나, 90%에 달하는 거의 모든 학교가 혁신공감학교

에 선정된 것을 볼 때, 조건을 갖춰서 신청만 하면 모두 받아주는 형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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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그 이면에 혁신공감학교 구성원들이 과

연 자발적으로 신청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된다. 형식적으로는 교원의 자

발성에 의해 요청된다고 하나, 혁신공감학교의 규모로 보나 신청 및 선정

과정을 볼 때,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이 가장(contrived)되었을 가능성이 매

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사들도 본인의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인 것

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혁신공감학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이 업무와 관계없는 교사들은 소외되는 등(노컷뉴스, 2016.6.22.)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각 시·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그동안 정책순응

유도 전략 그리고 확산 및 일반화 전략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왔다. 혁신

학교를 선정할 때도 학교구성원의 동의 및 변화 의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보았고, 서류보다는 실사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전파과정도 상명 하달식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혁신학

교 내에서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철학이 공유되듯, 학교 간·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한 전략을 사용해왔

다. 기존의 교육 개혁 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확산 전략을 사용해왔던 것

이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민선

교육감에 의한 것이었고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단기간에 일정한 성과

를 내야한다는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의 예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차기 교육감이 다른 진영의 후보로 바뀌면 혁신학

교 정책의 동력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혁신공감학교를 통해 혁신학교 운영 철학에

근거해 운영하게 하고, 그로부터 학부모들에게 혁신학교의 열매를 접하게

함으로써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는 전략을 사용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러

나 이는 그동안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개혁운동이 정책과 만나 실패한 사

례들의 전철을 밟는 것처럼 보인다. 성과주의에 연연한 급격한 개혁 확산

은 그 성장 동력을 기초부터 꺾을 수 있으므로 개혁의 확산 전략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향을 위한 땜질

(Tinkering toward Utopia)’로 대변되는 정책 실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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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Tyack & Cuban, 1995).

그렇다면 ‘완만한 확산’과 ‘급속한 확산’은 어떤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 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완만한 확산’과 ‘급속한 확산’에 대해

연구자는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역별 네트워크, 클러스터 네트워크 등을 통

한 확산 및 일반화 전략은 ‘완만한 확산’으로 본 반면, 혁신공감학교 전략

은 ‘급속한 확산’으로 보았다. 아울러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린 ‘무늬만 아래

로부터의 개혁’으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확산체계 특징 중앙집중적 확산체계 탈중심적 확산체계

결정 및 권력

집중화 정도

․정부의 행정관들과 전문가들이
개혁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조

절함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은 권력
및 통제권을 널리 공유함.

․개혁대상자는 지역 체계에서

관리
․대부분의 확산은 자발적이고

무계획적임.

확산의 방향
․전문가들로부터 개혁이 사용자
들로 하향 확산됨.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료
간 확산

개혁의 원천
․전문가들에 의해 집행되는 공
식적 R&D

․개혁의 사용자인 비전문가(일
반인)의 실험 및 지도

개혁 확산의
결정자

․최고 행정관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계층들

․지역 사용자들이 개혁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
들에게 필요한 개혁의 확산을

결정함.

개혁대상자의

욕구가 지닌

중요성

․개혁중심적 접근

: 개혁 자체에 대한 욕구를 발생
시키고 기술적인 점을 들어 개

혁 채택을 유도함.

․문제중심적 접근

: 지역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족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개혁이 채택됨.

재발명의 양 ․비교적 낮음 ․비교적 높음
출처: Rogers(2003: 422)

<표 Ⅴ-2> 중앙집중적 확산체계와 탈중심적 확산체계의 특징



- 155 -

신철균(2011)은 그의 연구에서 연구학교 체제가 ‘기계적 일반화’에 치우

쳐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교가 처한 환경에 맞게 지역 특성과 결합하는

‘유기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같은 형태의 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기계적 일반화’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산 체계와 관련하여 Rogers(2003)는 중앙집중적 확산체계와 탈중심적 확

산체계의 특징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표 Ⅴ-2>와 같다. 그것이 갈리는 지

점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집중적 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그렇

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 전략

은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였지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동료간 확산’,

‘지역 사용자들과 연계’ 등과 같은 탈중심적 속성이 강하다. 그러나 혁신공

감학교 정책은 탈중심적 속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정책집행이

란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적’ 속성을 띨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탈중심적’ 속성을 차용하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심스러운 정책적 개입

한편, 정책 집행자인 담당 장학사들은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할 때, 본래

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된다. 즉, 혁신학

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학교 교사들의 자발성 및 열정’을

어떻게 하면 고양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혁신학교 담당자들

은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집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받거나 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을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있다. 성과물 또한 요구하는 것

이 아니라,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확

인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한

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학교에 개입하고 상벌을 주었던 방

식에서 탈피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

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수과정을 진행하더라도 독서 토론 형식으로 교사



- 156 -

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또한 단위학교에 ‘리더’라고

하는 내부주도자를 발굴하고 길러내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무늬만 혁신학교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교장 주도하에 혁

신학교가 되었으나 교사들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혁신학교 리더그룹인 교장,

교감, 혁신담당부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정도를 최선으로 삼고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었다. 물론 혁신학교 평가를 통해 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지만, 기존의 학교 평가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학교 평가를 하더라도 지표

화시켜 줄세우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컨설팅 방식의 평

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지원해줄 거리를 찾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컨설팅 방식에서도 ‘경청 컨설팅’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어떤 과제가 있을 때, 과제의 직접적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조력자 입장을 취하는 ‘학교컨설팅(진동섭, 2003)’의 정신

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학교 상호간 컨설팅’이

라는 방식도 취하고 있는데, 혁신학교 간 상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각

학교가 직면한 문제들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조언해주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혁신학교 정책에서의 정책적 순응은 위에서 내려온 정책적 요

구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발휘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위에서 내

리는 정책적 요구를 수동적으로 순응한다면 이것이 곧 불순응이 되는 모순

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만났던 혁신학교 담당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

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연수,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이유

는 3가지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혁신학교 담당자들의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정책 담당자가 되기 전에 혁신

학교와 관련된 공부를 하였거나, 전교조에 소속되었거나, 혁신학교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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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의 자발적인 동력을 고양시

킬지에 대한 고민이 보였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집행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 또는 ‘정책 담당자의 잦은 교체’등(송경

오, 2013; 정성수 외, 2010)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의 어려움이 혁신학교 정

책집행에서는 비교적 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집행 담

당자와 정책 대상집단이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면 정책집행의 성

공 가능성이 커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나쁘게 판단하면 정책

에 대한 협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집행관련

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정책내용의

소망성25)이라고 한다(정정길 외, 2016: 535). 혁신학교 담당자들은 소망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학교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조차도 혁신학교 정책의 철학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었

다. 두 번째는 교육계 전반에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학교평가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고 검토했던 것을 이제는 학교 자체 평가로 바뀌어, 구성원들이 스

스로 성찰하고 방향설정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가

25) 정책 집행자의 구성 및 정책이해도는 정책의 ‘소망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다. 정책의
소망성은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 내용을 얼마나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로 소망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정정길 외, 2016). 따라서 정책집행 담당자들의 소망성은 매우 중요하
다. 먼저 혁신학교 담당자들은 대체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기존에 혁신학교와 관련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한 인
사들이 배치되어서 이들이 정책 내용의 소망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정책 내용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도 중요하다. 혁
신학교 정책대상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정책 내용의 소망성을
인정한 단위학교만이 혁신학교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또한 충족되었던 것이다. 그
러나 구성원들이 어느정도 비율로 동의했는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선정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은 교사들도 꼭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장이 예산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들에게 동의를 강제했을 소지가 있다.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들 대부분이 이러한 이유에
의해 생겨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재지정 논란(교총, 2016.7.12),
인천시 교육청의 청라 지역 혁신 고등학교 선정 논란(인천일보, 2015.7.24) 등은 혁신학교 구
성원들의 정책 내용에 대한 소망성을 좋지 않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데에서 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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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던 혁신학교 담당자 중, 위에서 언급한 배경을 가지지 않고 갑자기 배

치된 장학사들도 간혹 있었다.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교육청 장학사

중에 하그리브스의 ‘4의 길’을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교육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장학사들은 모여서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는 등 학습공동체로서 활동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

청도 혁신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

하려면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하고 혁신학교 정책 본질에 맞게 집행

하려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셋째, 각 권

역별 네트워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먼저 실시했던 지역이나 타지역의 정책집행 사항을 타산지

석으로 삼아서 최선의 정책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집행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에 대해 책무성이 따르기 마련

인데, 너무 조심스러운 접근을 추구하다보면 ‘지원’보다는 ‘방기’에 가까운

정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혁신 역량’을 표준화시키

는 등의 노력을 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컨설팅을 나가는 곳도 있었다. 이런 경우, 단위학교의 자발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자발성을 고양시키면서도 침해하지 않는 정책적 지원의 지점은

어디인가? 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혁규(2013)는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 예로 교

사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행정요원의 배치, 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을 위

한 제도적 지원,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교 단위 학습 동아리의 지원,

학교 혁신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현

장의 자발성이 촉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조급한 성과주의를 강요하지 않

는 합리적 관리와 경영 등의 ‘합리적인’ 지원을 언급하였다. 위에서 언급하

고 있는 ‘적절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 등은 그 범위가 유동적이고 주관적

이다. 승진가산점과 같이 어느 누구가 보아도 자발성을 침해하는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지원 정책들이 어떠하다고



- 159 -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정책적 지원을 받는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따라 달려있다. 결

국 사례가 축적되고 경험에 의해서 학습해야 하는 부분이다. 같은 개입을

가지고도 단위학교의 상황, 교사 개인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원의 자발성을 존중하기 위해 컨설팅을 시행했을

경우, 컨설팅이라는 말 자체에서 수직적 위계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수평적인 소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수

평적인 소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이는 ‘적절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자발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 지점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 논의에 덧붙여 열린교육 정책과 비교하여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책 집행자 요인의 특성을 비교하면 <표 Ⅴ-3>과 같다. 정책 집행자 요

인 중, 집행조직의 구조 측면에서 보면 혁신학교 정책은 열린교육 정책과

같이 의사소통, 헌신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던 관료제 조직이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다.

구분 정책 집행자 요인

열린교육 정책

· 관료들의 형식적인 접근

· 질 관리: 강한 책무성 구조(교육청평가지표 삽입)

· 교육부 장관의 적은 관심

혁신학교 정책

· 관료제 구조 + 지원적 구조

· 질 관리: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질 관리

· 교육청 내부, 외부 담당자 네트워크
·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

<표 Ⅴ-3> 정책 집행자 요인 비교

다만,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보조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의 전략 및 태도 측면에서 보면, 혁신

학교 정책의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들이 배치된 경향이 있어, 정책집행의

철학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이 많았다. 이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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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교육 정책에 있어 관료들이 정책에 대해 형식적으로 접근한 것에 비해서

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기 교육청들의 경우, 6년에서 8년차이기

에 담당자가 교체될 수밖에 없었지만, 담당자 교체에 따른 문제(송경오,

2013; 정성수, 2008)는 비교적 덜 발생했다. 그 이유는 혁신학교 담당자의

경우, 후임 담당자도 혁신학교에 있었거나 특정단체 활동을 했던 인력 중

에 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의 관심 측면에서 보면, 혁

신학교 정책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라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교육부 장관의 적은 관심을 받은 열린교육과 달리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 성공에 있어 정책 결정자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Edwards, 1980; Sabatier & Mazmanian, 1979).

나. 정책집행 조직의 동형화와 정책 오차의 제도화

여기서는 정책 집행자 요인 차원에서 시·도 교육청 별 혁신학교 정책의

특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집행 조직 구조가 비

슷한데,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관료조직과 지원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학교 선정을 주로 학교의 희망에 의해서 하고, 그것을

돕는 장치로서 준비교를 운영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질 관리 전략에서 연수, 평가,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수의 형태

가 유사하고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할 때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는

동형화(isomorphism)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DiMaggio & Powell,

1983). 동형화란 서로 다른 조직이 가장 그럴 듯하다고 인정받는 조직 구

조와 형태를 닮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동형화는 강제

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측면의 3가지 형태를 가

지는 데, 혁신학교 정책은 주로 규범적 동형화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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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문가 조직이나 협회 등을 통해 전문관리자들 사이에 조직형태에 대

한 규범이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시·도 교육청 혁신담당

자 네트워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규범들을 자연스럽

게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 집행자의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2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나

각 학교들이 혁신학교 신청이나 선정을 신중히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그리고 혁신학교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는 점에서도 구별이 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2기 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은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래서 혁신학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혁신학교를 급격하게 확

산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또한 ‘정책오차 수정(송하진, 김영평, 2006)’의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급속한 확산 전략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혁신공감학교’ 정책 등은 경

기도 교원들로 하여금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냉

소 섞인 반응을 유발하였다(백병부 외, 2016). 이러한 정책들은 예산과 같

이 매해 새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오차 수정’이 매우 어렵다.

일단 한번 택해지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게 되어 그 경로로부터 이탈하기 어려워진다는 ‘경로의존’적 성격

을 가지기 때문이다(하연섭, 2003). 즉, ‘오차’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2기 교육청들은 1기 교육청들의 정책집행의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오차’를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 정책 대상집단 요인의 특징

가.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종합 해석26)

26) 이승호·박대권(2016:150-153)의 ‘논의 및 결론’ 부분을 보완하여 삽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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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집단에 해당되는 단위 혁신학교 운영과정에 주목하고 이에 대

한 종합적이고 풍부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

루어져 온 국내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혁신학교 정책 내용에 해당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조 영역으로 나누

어 유사점 및 차이점을 찾아내어 연구 간 상호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민주적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 교사, 학생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학교장의 경우, 민주적 학교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권한 위임, 비전

공유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장과 교사가 상호견제를 하거나

교장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진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교사의 경

우, 흥미로운 점은 많은 연구에서 교사 간 대립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다. 즉, 혁신학교에 동조하는 교사와 이를 견제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

는 교사들 간의 갈등 양상이 4개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대립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정리하면

<표 Ⅴ-4>와 같다.

구분 동조하는 교사 견제하는 교사

나종민·김천기(2015) 핵심교사 비핵심교사

윤석주(2015) 주류교사 비주류교사

배은주(2014) 초빙교사 일반교사

유경훈(2014) 적극적 참여 교사 의도적 회피 교사

<표 Ⅴ-4> 혁신학교 내 교사 간 대립구도

위 연구들에서는 이런 대립을 교사들 간의 갈등, 권력관계 구조 등으로

표현하면서, 혁신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유경훈(2014:256)은 이를 ‘조직의 유지’나 ‘학교개혁 생존 동

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일관(2014:51)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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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류의 교사를 ‘앞바퀴 교사’와 ‘뒷바퀴 교사’로 표현하였다. 이는 열정,

방법, 생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어느 조직이든 변화를 위해서는 감내하

고 극복해야하는 당연한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사유의 폭과 깊

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혁신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셋

째, 학생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학교 수준의 학생회를 구성하여 적극 참

여하기도 하고, 학교의 규정개정에 참여하고, 학교의 생활 전반에 관한 약

속을 제·개정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 측면의 경우, 교사 간 수업공개, 원활한 의사소통, 친근

한 인간관계 등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교사 동아리가 활성화되기

도 하고, 교사간 협력을 통해 수업을 공유하는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사

학습공동체에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수업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 교사간의 학습공동체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간에도 학생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업 공개 및 협력에 주저하는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학습공동체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헌

신하는 교사가 있는가하면, 불가피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교사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

창의적 교육과정 측면의 경우, 연구대상물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아

교사별로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구성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수행

하는 지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단, 고등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하

는 3개의 연구에서 학생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연구들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

었는데, 주로 다양한 활동들이 입시를 위한 성적 향상을 지향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스펙쌓기 지원, 체험식 동아리 지원, 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고, 혁신학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래 의도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입시’를 위한 교육이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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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훈, 2014).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측면의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학교 행사, 교사-학부모 연수 등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부모들이 다른 활동들보다 ‘입

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함으로써 학교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다. 즉, 10편

중 7편이 혁신학교 운영이 잘 되어 교육청 추천을 받았거나, 언론에 노출

이 된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대상 선정 학교 중 절반 이상이 혁신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Ⅴ-5>와 같다.

구체적으로 각 사례연구들에서 혁신학교 운영으로 주목받는 학교(장훈, 김

명수, 2011: 318), 언론 등을 통해 운영성과 및 교육당사자의 만족도가 좋

은 곳(김수경, 2011: 150), 학교 체제 변화 관찰에 유리한 학교(나효진, 안

선회, 2015: 37), 혁신학교의 성공적 모델 학교(윤석주, 2015: 114)를 연구대

상 선정 이유로 제시하였다. 한편, 전현욱(2016)의 연구는 학교를 선택했다

기보다 혁신 학교의 교사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 교사의 선정이유

역시 ‘혁신학교 내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해 분투하는’ 교사를 선정하였다

(전현욱, 2016: 38). 또한 언론에 많이 노출된 학교(배은주, 2014: 150)를 선

정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들로 알려진 혁신학교들의 존재가 보고된 현

실에서 그 학교들의 운영 양상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 한

계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혁신학교 연구가 <표 Ⅴ-5>와 같이 성공적인 학

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양적 메타분석에서 출판 편향27)이 존

재하는데, 질적 메타분석도 비슷한 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이란 저널 편집자들이 부정적인 연구결과보다는 긍정적인 연구(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연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연구들은 출판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따라서 메타분석을 위한 문헌탐색 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연구들이 더 많이 파악

되어 결과적으로 메타분석결과가 왜곡되는 편향을 의미한다(이준영, 2008; Sime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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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장훈·김명수
(2011)

· 혁신학교 운영으로 주목받는 학교 (혁신학교 업무담당자 추천)
· 언론보도 사례(318쪽)

김수경(2011) · 언론 등을 통해 운영성과 및 교육당사자의 만족도 좋은 곳(150쪽)

나종민·김천기
(2015)

· 혁신학교 근무경력, 혁신학교 내 역할 등 고려 (86쪽)

나효진·안선회
(2015)

· 학교 체제 변화 관찰에 유리한 학교(37쪽)

윤석주
(2015)

· 혁신학교의 성공적 모델(114쪽)

전현욱
(2016)

· 혁신학교 내 더 나은 교육활동을 위한 분투하고, 교사 연구회 활
동에 적극적인 교사(38쪽)

배은주
(2014)

· 언론에 많이 노출된 학교(150쪽)

<표 Ⅴ-5> 연구대상 학교 선정 배경

위와 같이 출판편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운

영과정을 혁신학교의 목표 및 내용별 영역을 나누어 분석해보았을 때, 각

영역별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순응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유경훈(201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반응에 있어 ‘양가성(ambivalence)’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혁신학교 정책과 열린교육 정책을 정책 대상집단 요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Ⅴ-6>과 같다. 열린교육 정책의 경우, 주로 불순응

의 반응을 가지는 데 반해 혁신학교 정책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의 형태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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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불순응인 ‘무늬만 혁신학교’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 메타분석으로는 연구대상 선정의 편향으로 인

해 ‘무늬만 혁신학교’와 같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을 보지 못했

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통해 ‘무늬만 혁신학교’ 양상을 제

한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위 사례 연구 대상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성공요인들이 없거나 취약한 곳일수록 ‘무늬만 혁신학교’ 일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는데, 먼저 민주적 학교 운영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권한 위임을 하지 않고, 교장이

일방적으로 리드하는 학교(배은주, 2014: 166)의 경우이다. 이런 학교의 경

우, 교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지만 교사들

의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 운영을 통한 효과를 기대

하기 어렵다. 또한, 혁신학교에 동조하는 세력인 ‘핵심교사’, ‘주류교사’, ‘앞

바퀴 교사’ 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일반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학습공동체 측면에서 보다면, 교사들이 ‘자발적

헌신’보다 ‘불가피한 희생’으로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협력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배움보다는 ‘입시’를 위한

교육에 치중할 때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도 마찬가지인데, 학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교

구분 정책 대상집단 요인

열린교육 정책
· 의사소통 불순응

· 정책불순응(목표불순응)

혁신학교 정책

· 양가성(ambivalence)
- 민주적 학교 운영 vs 교장의 독단 운영

- 자발적 협력을 통한 교사공동체 vs 마지못해 참여

- 전인적 교육 vs 입시에 치우친 교육과정 운영
- 학부모의 적극참여 vs 자녀입시를 위한 무리한 요구

<표 Ⅴ-6> 정책 대상집단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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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입시’에 대한 일방적인 바람으로 인해 학교 운

영에 방해를 한다면 이 또한 본래 혁신학교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데 일조

하는 것이다.

한편, 혁신학교 정책 불순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무늬만 혁신학교’

에 대한 담당 장학사들이 평가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또한 가늠해볼 수

있다. 혁신학교 담당자들은 ‘무늬만 혁신학교’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관리자의 독단성,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혁신학교 선정 등

이다. 이에 혁신학교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늬만 혁신학교’에서는 이

벤트성 행사운영을 하고, 점수위주의 성적을 강조하는 등 기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의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늬만 혁신학교’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혁신학교 담당 장학사들은 관리자의 성향을 꼽는다. 즉, 교장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예산을 목적으로 혁

신학교에 선정되고 운영하되 혁신학교 철학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 경우,

이는 곧 ‘무늬만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한다.

막상 시작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게 관리자의 성향입니다. 관리자분이 교사들하고

잘 맞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착이 되는데 만일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해야 한다

하고 교장교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혁신학교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들

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2기 J도교육청 김형진 장학사)

또한 관련 장학사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고,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가 나오는 이유의 대부분이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무관하게 혁신학교로 선정되었을 때임을 지적하고 있다.

혁신학교라는 것들을 원하는 학부모들과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를 쉽게 내쳐야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정해주는 과정에서 옥석이 안 가

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가 되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지정해주어야하

는 데,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1기 A도교육청 강성종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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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벤트성 행사위주로 보여주기

식 운영을 하고, 평가 또한 성적중심으로 하면서 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경우를 ‘무늬만 혁신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무늬만 혁신학교들은 이벤트만 많이 벌이고. 성적은 성적대로 학교의 선생님들을 억압

하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모이진 않고.. 기존의 연구 시범학교랑 똑같이 운영하는거죠. (2

기 I시교육청 황대방 장학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무늬만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선정 단계에

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

로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민주적 학교운영 측면에서는

학교장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

정을 하는 경우, ‘무늬만 혁신학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교사 학습공동체 측면에서 교사들이 본인들의 노력을 ‘자발적 헌신’ 보다는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길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창의적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성 행사 위주’, ‘입시 대비를 위한 교

육’ 등으로 치우칠 때, ‘무늬만 혁신학교’의 길로 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학부모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자녀들의 학

업 성취 및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혁신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혁신학교 정책은 정책 내용 속에 ‘자율성, 민주성’ 등이 있어서 정책 집

행대상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정책 불순응

중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28)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혁신학교 정책은

정책의 대상 집단이 되려면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하므로 정책 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인 정책 순응을 잘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잘 운영되는 혁신학교의 경우, 민주적인 학교 운영, 학습공동체 운

28) 의사소통 관련 불순응은 정책의 내용이 정책집행의 참여자 개개인에게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책 결정자로부터 정책 집행자 및 대상집단에 대한 의사전달 과정
에서 차질이 발성할 가능성은 발신자의 왜곡된 전달, 수신자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전달체
계의 붕괴나 과다한 정보량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김재웅, 오은순, 윤희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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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학부모, 학

생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

계로 인해서 정책 불순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혁신학교에 관한 사례연구들은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반대되는 경우를 예상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장이 독단적이거나, 교사들 중 리더그룹이 없거나,

학부모들이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을 요구하거나,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운

영되는 등의 학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불순응은 혁신학교 정책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이 깊다. 혁

신학교 정책은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정책이니만큼, 구성원들의 참여 및 헌신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한 확산’ 과정 속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면에서 후발주자인 2기 교육청들의 시도는 주목할 만

하다. 2기 교육청들은 혁신학교 지정 수를 급속하게 늘리지 않았고, 혁신학

교를 신청하는 학교들도 이미 혁신학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자발적으로

습득하고 혁신학교를 하고자하는 의지가 높았다고 한다. 한편, 정책 담당자

의 강제적인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무늬만 혁신학교’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무늬만 혁신학교’가 생겨난 주요 원인으로 교장의 비민

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경

우, 교장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나, 너무 조심스러

운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 불순응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

이었다. 물론 이런 독단적인 교장에 대해서도 ‘학교간 컨설팅’, 또는 ‘혁신

철학 강사 초빙’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혁신학교 철학이 주입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일반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나면 평가 시기에만 개입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전략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한편,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언제든지 정책 불순응에 빠질 위험

이 있다. 왜냐하면 핵심 세력에 해당되는 소위 ‘앞바퀴 교사’ 또는 ‘리더’들

이 전근을 갔을 경우, 그 학교들은 혁신학교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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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런 리더 교사들이

떠나갔을 때, 학교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혁신학교에 새로 전입해온 교

사들은 어떤 것을 접함으로써 기존에 잘 운영되어 오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답게 운영될 수 있

을지에 대해 많은 혁신학교 연구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언급하며 연구하고

있다(백병부, 성열관, 양성관, 2015). 4년 간 혁신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

고 다시 4년을 맞이했을 때, 일반적으로 1기 때 주도했던 멤버들이 학교를

떠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때, 초창기 멤버들이 교체되어도 유

지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만들거나 차기 리더를 세운 학교들은 자립하

는 데, 그러지 못한 학교들은 다시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혁신학교 정책은 학

교의 체질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들 즉, 주위의 학교들, 지역 인사

등도 혁신학교의 변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즉,

혁신학교 정책은 단위학교들이 정책 순응을 한 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

속가능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한다.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협력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

된 후에 핵심멤버가 바뀌었을 때, 혁신적인 학교 문화를 어떻게 전수시키

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환경 요인의 특징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서 대학입시라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은 중등 단계

의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한계를 갖게 한다. 학부모들은 현재

대학 입시 교육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학 입시 결과가 자

녀의 사회적 계층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

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혁신학교 활동은 주로 대

학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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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정책은 진보 교육감이라면 모두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진보 교육감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지지 측면에서 교육감의 지지는 다른 교육정책들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교육감의 지지가 도를 지나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에 너무 관심이 많은 나머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오히려 ‘성과주의’에 기반한 ‘조급한 확산 및 일반화’

전략을 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정책 결정자인 시·도 의

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물적 자원인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

어, 시·도 의회가 보수 성향인지, 진보 성향인지에 따라서 정책 수단을 확

보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시·도 의회는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도 의회가 혁신학교

의 정책의 성과를 단기간에 요구하는 경우,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와

는 다르게 단위학교에 성적위주의 결과를 은연중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나 교원단체들에 깔려있는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에 따라 혁신학교

집행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관리자들은 교

총 소속이면서도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혁신학교 정

책에서 요구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반

대로 그동안 진보적인 교원단체에서 주장해왔던 학교 운영의 민주성이 교

사들의 자발성과 열정을 고양시키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이것이 혁신학

교 정책에 있어 기본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민주화에 대한

부담은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독으로 작용한다. 학교장들은 기존의 권

한이 침해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예시이긴

하나, 어떤 학교에서는 혁신학교가 되자마자 ‘교장실 폐쇄’가 진행되는 경

우도 있어 학교장들이 혁신학교를 신청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힘든 도전

인 것이다(아시아경제, 2010. 11. 15). 그래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

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혁신

학교 안에서도 학교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교육과정 운영에만 집중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학교 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보수 진

영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혁신학교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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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진보 진영의 시각인 것이

다. 혁신학교 정책 내용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교

원들이 윤리적,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창의

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혁신학교 정책의

뿌리이자, 학교 문화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와 진

보,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의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인식차가 얼마나

좁혀지는가에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을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정책과 혁신학교 정책 또한 영

향을 미쳤다. 기본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를 불러일으켰으나, 중앙정

부의 정책집행 특성상 하향식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혁신학교 정책 또한 피로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다른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 정책과 열린교육 정책을 위와 같이

정책 환경 요인의 특징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Ⅴ-7>과 같다.

먼저 언론과 교원단체의 반응과 지지를 살펴보면, 보수 진영인지 진보

진영인지에 따라 반응과 지지가 엇갈린다. 열린교육 정책은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반면, 혁신학교 정책은 열린교육 정책

과는 달리 진보 진영에서 확실히 지지하고 홍보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 혁

신학교 취지에 반하는 경우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폭적

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상쇄시켜줄 언론과 교원단체

를 확보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구분 정책 환경 요인

열린교육 정책 · 부정적인 언론과 여론

혁신학교 정책

·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상반된 여론

· 교총과 전교조의 상반된 여론

· 자유학기제 정책의 영향

<표 Ⅴ-7> 정책 환경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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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교육청에

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적인 정책이다. 특히 이 정책은 단위학교에서 자발

적으로 일어난 학교변화 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래로부

터의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자발적인 개혁 운동은 교

육 당국의 하향적인 정책 지원과 만나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소멸되어 버

리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도 기존의 정책 실패 사례들과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즉, 혁신학교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소멸되어갔던 정책 실패 사례들과 비슷한 길

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집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집행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집행의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혁신학교 정책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

정과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자체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혁신학

교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집행자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

가? 셋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들 중 정책 대상집단 요인

의 특징은 무엇인가? 넷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들 중 정

책 환경 요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

저 정책집행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접근법들을 탐색하였다. 정책집행에 관

한 이론은 하향식 접근법, 상향식 접근법 그리고 이 두가지를 혼용한 통합

적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학교 정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에

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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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의 분석틀을 도출해내었다. 분석의 요소를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

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의 4가지로 나누었으나, 각

요인별로 하위 요인을 2-3개 설정하여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분석, 질적 면담 방법, 질적 메타분석을 사용하였

다. 문헌 분석과 질적 면담 방법은 시·도 교육청별 혁신학교 정책 및 각

요인을 탐색하는데 활용하였다. 질적 메타분석은 정책 대상집단 요인 분석

에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각 혁신학교의 맥락이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여

1-2개의 사례만으로는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대

상집단을 연구한 질적 사례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해

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관련된 요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책 자체 요인에서는 정책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집행 수

단 중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책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각

학교의 맥락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정책내용의 일관성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이 형태는 정책의 시

작부터 지금까지 각각의 시·도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

다. 물적자원인 예산은 초기에 과다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반학교와

의 형평성 논란, 비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비판, 지원해야하는 학교 수 증가

등의 이유로 적정수준으로 자연스레 조정되었다. 인적자원 측면의 경우, 승

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철새’교사의 유입을 방지하였고, 전보유예 제도

를 적용시켜 핵심교사의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근무 경험

이 있는 교사가 전문직에 진입하기 유리한 경로를 만들어 놓아, 정책이해

도가 높은 담당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정책 집행자 요인에서는 정책집행 조직 구조의 경직성과 정책 집

행자의 행위 및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집행 조직구조를

보면 혁신학교 정책은 주로 시·도 교육청의 ‘과’ 단위에서 전담하였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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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책과’, ‘교육진흥과’ 등이 ‘학교혁신과’ 또는 ‘교육혁신과’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은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별로 위원회, 기획단 등이 존재하였는데, 비교적

경직되어 있는 관료제에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

이 보다 역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 유도

전략, 질 관리 전략,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 전국적인 네트워크 전략, 학습

조직 및 자기 발전 전략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 정책담당자들은

‘강제’ 보다는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개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

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었고, 학습공동체 및 전국

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을 조급하게 일반화

하려는 경향을 보여 현장의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에서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

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각 정책 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들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

응이 공존하였다. 한편, 성공적인 정책 순응에 있어 혁신학교 선정 동기와

관리자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이 충족되

지 않은 경우 불순응의 대명사인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

았다. ‘무늬만 혁신학교’는 관리자의 독단적인 운영, 리더그룹의 부재, 보여

주기식 교육과정 운영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유추된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사회적 환경, 정책 결정자의 지지,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혁신

학교 정책은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정책 결정자는 교육

감과 시·도 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으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

았으나, 시·도 의회 의원들의 정당 비율에 따라 예산 승인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의 경우, 매스컴과 교원단체는 진보

와 보수에 따라 혁신학교에 보내는 지지가 나뉘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은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시너지를 일으켰으나 일부 2기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로



- 176 -

인한 피로를 느껴 혁신학교 신청에 회의적인 시각을 품기도 하였다.

한편, 1기 교육청과 2기 교육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도 논의하였

는데, 먼저 공통점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 내

용은 경기도에서 먼저 철학, 비전, 중점내용을 설정하면, 1기 후발주자인 5

개 시·도교육청이 따라가고, 2기 후발주자인 8개 시·도교육청도 그 내용을

따라가는 양태를 보였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서로

매우 닮아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앞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기 시·도교육청은 소위 ‘철새교사’의 유입으로

혁신학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승진가산점’에 대해 철저히 1기 시·도교육청

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책 집행자 차원에 있어서도 유사했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집행 조직 구조가 비슷한데,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관

료조직과 지원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질 관리 전략을

연수, 평가, 컨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수의 형태가 유사하고 평가와 컨

설팅을 실시할 때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 이는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

화(professionaliz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전문가 조직이나 협회

등을 통해 전문관리자들 사이에 조직형태에 대한 규범이 보편화된다는 것

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수단 측면

에서 살펴보면, 먼저 2기 교육청들의 시행 초기의 예산이 1기 교육청들의

그것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이는 1기 교육청들이 일반학교와의 예산 지

급에 의한 형평성 논란에 의해 2기 교육청의 예산은 자연스럽게 적정 금액

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집행자의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2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나 각 학교들이 혁신학교 신청이나 선정을 신중

히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는

점에서도 구별이 된다. 2기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하는 장

학사들은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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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혁신학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혁신학교를 급

격하게 확산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2기 교육청들은 1기 교육

청들의 정책 집행의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오차’를 택하지 않았

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논의를 하였으며, 열린교육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더욱 두드러

지게 하고자 하였다.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은 열린교육 정책집행과정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인다.

먼저 차이점은 첫째, 정책 자체 요인에서는 정책 수단에 있어 열린교육

정책이 연구·시범학교를 통해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확산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과는 반대로, 혁신학교 정책은 혁신학교에 승진가

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혁신학교 구성원의 ‘소망성’을 강조함으로써 확산

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 집행자 조직 구조

차원에서 보면, 열린교육 정책이 정책 집행자의 의사소통 및 헌신 차원에

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관료제를 활용하였고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도

무관심했던 데 반해, 혁신학교 정책은 관료조직을 보완하는 지원조직이 구

성되었고 혁신학교 담당자들도 혁신학교 운동과 관계가 깊은 인사들로 구

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 담당자들은 구성원의 자발성을 고려한 조

심스러운 정책집행을 하였다. 셋째, 열린교육 정책에서는 정책 대상집단의

불순응이 지배적이었으나,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보면

불순응과 순응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넷째, 혁신학교 정책의

환경 요인에서 보면 긍정적인 여론과 부정적인 여론 즉, 상반된 여론이 공

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열린교육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혁신학교 정책은 자유학기제와 같이 기본 철학을 공

유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의 영향을 받아 일부 시너지 효과를 누

리고 있다는 점은 열린교육 정책과 다른 점이다. 여섯째,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던 열린교육 정책과는 달리 혁신학교 정책은 지역에 따라 순차적

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에서 따라 정책오차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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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통점은 첫째, 정책 자체 요인에서는 정책 목표가 불명확하고 모

호하다는 점인데, 열린교육 정책과는 달리 혁신학교 정책에서는 오히려 정

책 목표의 불명확성 및 모호성이 구성원들의 실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의 장점이 있었다. 둘째, 빠른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즉, 열린교육 정책은 연구·시범학교를 통해 빠르게 획일적인 일반화

를 시도하였는데, 시·도 교육청 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혁

신학교 정책 또한 빠른 일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교육청에서

는 ‘성과주의’에 기반하여 급속한 일반화를 시도함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도

열린교육 정책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다.

혁신학교 정책은 2009년 경기도의 13개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나,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아래로

부터 자발적인 개혁’ 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운동이 현재 전국적인 학교 개

혁 정책이 된 데에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

다. 현재 시·도 교육청 차원의 학교혁신이라는 큰 그림 하에 확산 및 일반

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간혹 중앙집중적 성격을 띠면서 과

거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다만 교육청에서

정책적 개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들이 전략

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집

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제언

본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된 요인을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이

상의 분석 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정책담당자 및 혁신학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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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성과주의’에 의해 ‘급속한 확산’의 경향을 보였다. 교

원들의 자발적인 동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느리지만 ‘탈중심

적’ 으로 네트워크에 의한 일반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한번 정책집행 전

략이 결정되면 이전으로 돌이키기는 어렵다. 중앙집중적 확산 및 일반화

전략으로 인한 정책실패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아직 혁신

학교 정책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2기 시·도 교육청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확산 및 일반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는 책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들의 자발적

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자리에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당자가 바뀌

더라도 일정하게 교원들의 자발적 동력을 해치는 정책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자발성과 책무성의 균형점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되

어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 사례 연구들은 주로 모범 사례 위주로 연구가 되어온 경

향이 있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주로 부각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정책집행 양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모범 사례

뿐만 아니라, 정책 불순응에 해당하는 ‘무늬만 혁신학교’ 또는 평균적인 성

과를 내는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심층

적으로 이루어질 때,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관해 보다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혁신학교 정책집행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연계하여 집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기 교육청들은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학기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1기 교육청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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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러한 우수사례들이 혁신학교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공유되고 전파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향후 혁신학교 정책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려는 정책 입안가들, 정책 집행자들 및 정책집행 연구자

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집행 담당자를 배치할 때,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책담당자의 정책에 대한 형식적인 접근,

의사소통 및 헌신의 부재 등이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혁신학

교 정책의 경우 정책 담당자들의 ‘소망성’으로 인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정

책적 개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집행

하게 될 때는, 정책 담당자의 ‘소망성’을 특히 강조하여 인사배치를 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교원들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승진가산점’을 주지 않은 점은 ‘철새

교사’ 유입 방지라는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원들이

외적 인센티브보다는 교원 스스로의 내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데 큰 역

할을 했다고 본다.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질 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원들의 자발성을 유지하고 전

문성을 활용해야한다. 혁신학교 정책 집행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자체 평

가, 경청 컨설팅, 상호 컨설팅 등은 교원들의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 책무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다른 교육정책의 집

행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성과주의’에 입각한 중앙집중적인 급속한 확산 및 일반화는 경계

해야한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교원들의 자발성이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집중적 확산과 일반화는 이러한

동력의 약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정책을 확산하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느리지만 탈중심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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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육정책의 집행 및 이에 관한 연구에 있어 질적 메타분석이 적

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질적 메타분석은 여러 맥락의 질적 사례 연

구들을 종합하여 분석으로써 정책집행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근래 여러 정책들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교육정책들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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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면담 질문지

1.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요?

2. 00시(도) 혁신학교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다른 시·도 교육청과 다른 점: 장점과 단점)

3. 혁신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반화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

는데,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4. 소위 ‘무늬만 혁신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이러한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정책적 개입

을 할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요? 만약 개입한다면 어떻

게 개입할 것인지요?

5. 혁신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요? 일반 학교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도 의회의 영향은 어떠한지요?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6. ‘자유학기제’와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요?

7. 혁신학교 정책은 다른 교육 정책과 정책집행 방식이 같은지요? 아니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다르듯이 집행방식 또한 다른지요? 아니면 달

라야하는지요?

8. 교원단체의 영향은 어떠한지요? (예: 교총, 전교조)

9. 혁신학교와 관련된 인사정책은 어떠한지요?(가산점, 전문직, 파견교사,

전보, 교장공모제 등)

10.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등의 역할은 어떠한지요?

11. 혁신학교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컨

설팅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요? 또는 컨설팅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12. 전국 또는 지역(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수도권 등) 담당자 회의가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이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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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연구 과제명 :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연구

연구 책임자명 : 이승호(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혁신학

교 정책을 집행하고 계시거나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

의 이승호 연구원(010-9076-2123)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

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횡적

으로 종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분석

을 통해, 이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특성을 밝혀낼 수 있

고, 정책 관련 변인들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를 통해 학교 개혁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 실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약 전국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장학

관,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등 약 50 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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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장소는 귀하가 정하시는 장소에서 면담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

다. 연구자가 질문을 하면 귀하가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

니다. 질문의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서 주로 혁신학교의 정책 집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가 정하시는 장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1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

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

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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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

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이승호 박사과정입니다. 저는 이 연

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

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

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

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

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

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1만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

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이승호 010-9076-2123)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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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

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

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

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녹음)하고 처리

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

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

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

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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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Lee, Seung-Ho

Major Advisor: Jin, Dong-Seop, Ph. D.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s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in depth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that support 'bottom-up reform'

such as innovation schools policy by focusing systematically on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Specific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tself factor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Second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xecutive

factor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ird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urth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Research methods applied are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and qualitative meta-synthesis.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policy itself factor,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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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factor, and policy environment factor of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Qualitative meta-synthe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policy itself factor, the clarity and consistency of the

contents of the polic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terial resources

and the human resource were explored. The clarity of the policy

content suggests the overall direction, but it is unclear in that it does

not provide detailed instruction in the curriculum.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the success of the policy is increased

because each school can operate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text

of the school concer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istency of

policy contents, the policy framework has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from the beginning of the policy to the present. The budget for

physical resources tended to be over-funded at the beginning, but it

was naturally adjusted to the appropriate level due to the issue of

equity with the general school, criticism due to abnormal us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to be supported. In the case of

human resources, the inflow of ‘Migratory Bird Teachers’ was

prevented because the promotion points were not given, and the leakage

of key teachers was prevented by applying teacher movement delay

system. In addition, teachers who have experience working in the

innovation schools have an advantageous path to be a supervisor, so

that a person with high policy understanding can be hired.

Secondly, in the policy executives factor, the rigidity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actions and strategies of policy executives were

explor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generally has bureaucratic forms.

There was a support organization, which served as a lubricant to

relatively bureaucratic bureaucracy so that innovation school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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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come more dynamic and resilient. Innovation schools policy

makers tried not to undermin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through careful policy intervention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the school and avoid ‘forcing’ the intervention. And it

has also established a learning community and nationwide network to

promote self-development. However, the tendency to hastily generalize

innovation schools policies led to a feeling of fatigue in the field.

Thirdly, in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the responses of the target

group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mocratic school operation, teacher

learning community, creative curriculum, parents and community

linkage. The respondents in the policy target group coexis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responses. On the other hand,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innovation schools and the manager's understanding of the

innovation schools were important factors for successful policy

adaptation. If they are not satisfied,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school

becomes a superficial innovation school.

Fourthly, in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 Social environment, support

of policy makers, support and interest of mass and media, and

educ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were explored. In terms of the

social environment, innovation schools policies were influenced b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lthough it received overwhelming

support from the superintendent, it showed differences in the approval

of the budget depending on the percentage of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 members. In terms of public and media support and interest, the

support of mass media and teachers' organizations were divided

according to progress and remuneration. The Free-Semester Program

and innovation schools policy have generally produced synergies, but it

caused fatigue.

Based on the conclusions above, suggestions related to th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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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ssemination

and generalization of innovation schools policies should maintain the

decentralized network form even if it would slow down the process.

Secondly,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makers need to engage in policy

interventions that do not harm the voluntary power while mainta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Un-functional innovation schools, which corresponds to

the nonconformity. Fourthly, innovation schools policy executives need

to think deeply about ways to operate innovation schools policy in

conjunction with ‘The Free-Semester Program'.

Keywords: Innovation schools Policy,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Qualitative Meta-synthesis,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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