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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컨설 은 학교 장 심의 상향식 변화를 추구하면서 등장하 으나, 

최근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컨설 을 실시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 이 지향하는 목 이나 성격

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존 학교컨설  는 컨설 장학 등의 모형

과 원리에만 근거하여 실행됨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괴리되고 장에서 왜곡

되게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활용되는 컨설 의 주요 기능

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컨설 의 원리를 구안한 뒤, 교육부의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사례

에 용해 으로써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사회서비스 역인 교육정책분야에서의 집행은 모호한 정책목표와 산출물, 

느슨하게 결합된 집행체제, 지역조직의 제도  환경과 맥락(context)의 향, 

문  료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  서비스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컨설 은 명령과 통제, 인센티  등 기존 정책집행

도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평 인 계약 계와 공사조직의 력, 네트워크

를 활용하는 간 이고도 새로운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각 받고 있다.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은 집행조직  상집단에 한 정책 순응

(compliance)을 확보하는 기능, 정책집행과 성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함으

로써 정책을 개선하는 기능,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 응(mutual adaptation)

을 진하는 기능, 정책주체들의 역량을 구축(capacity building)하고 학습

(learning)을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를 높이기 

해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원과 일선 료들이 정책을 수동 으로 ‘집행(implementation)’하

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제도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수정하여 능동

으로 ‘실행(enactment)’한다는 을 취한다면, 컨설 이 단지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상호 응 진기제, 역량구축 도구나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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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바람직한 컨설 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을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한 문가들이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

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로서,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

설 은 단 학교  교원의 문제 해결과 역량 제고 뿐 아니라, 간조직인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문제 해결과 정책실행 역량 향상을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특정 교육정책’의 실행을 제로 

한다는 , 학교  교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   그 구성원’들이 

가진 문제에도 을 맞춘다는 에서 학교컨설 , 장학, 컨설 장학과 구별

된다.  정책평가처럼 로그램 운  반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고객이 의뢰하는 문제에 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기능과 개념을 토 로, 교육정책 실행 컨

설 의 개념 모형을 1) 문제의 정의, 2) 컨설 의 목 , 3) 참여주체와 역할, 

4) 컨설 의 과업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안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이 되는 문제는 ‘정책실행 문제’이며, 이것은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와 

실행조직이 가진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컨설 의 목 은 일차

으로는 정책실행 문제의 해결에 있지만, 컨설 을 통해 정책과 조직의 상

호 응을 진하고, 조직과 개인들의 학습을 통해 정책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 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일반 으로 교육

정책 실행 컨설 은 크게 고객과 컨설턴트라는 두 유형의 주체가 참여한다. 

고객인 학교체제(school system) 내부에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존재하며 

컨설 의 필요성과 목 에 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므로, 컨설턴트는 고객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컨설턴트가 

일반 으로 수행하는 과업은 문제 진단, 문제 해결을 한 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육·훈련, 인 ·물  지원체제 구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컨설 의 제 원리들과 교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 실

행 컨설 의 원리를 주체성, 문성, 독립성, 학습성, 력성, 책무성 여섯 가

지로 제안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학교의 자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  진행과정에서 학교, 교원, 일선 료의 주체 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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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에게는 학교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문성 외에 해당 정책에 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요구되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능한 독립 인 치에서 객 으로 조언

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

에게 학습의 과정이며, 정책에 한 학습도 요시된다. 원활한 컨설  수행

을 해 고객과 컨설턴트 간 력 인 계 형성이 요할 뿐 아니라, 컨설

턴트에게는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   개인들과 력하는 능력이 필요

하다. 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있어서 

정책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에 한 강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교육부의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사례에 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개념 모형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문제의 정의  컨설 의 목 , 참여주체, 컨설  과업에 있어서 개념 모형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나 학습 보다는 정책집행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차이 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개념 모형에서는 상

향식 근으로서 ‘ 응 ’ 집행, ‘정책 실행’ 에 입각하여 교원과 일선

료를 능동 인 주체로 설정한 반면,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통

 집행 에 입각하여 ‘정책 순응 확보’를 보다 시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 특성상 학교의 자율성 보다는 책무성이 강하

게 요구되는 면도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장기 인 역량 구축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원리에 비추어 본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

경 학교 컨설 에서는 력성, 학습성, 책무성은 상 으로 강조되고 있었

지만, 주체성, 문성, 독립성은 미흡한 것으로 단되었다. 학교만을 컨설

상으로 악하고 교육청을 컨설  리자나 컨설턴트와 동일시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주체 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  

담당 장학사가 컨설턴트로서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객 이고 독립 인 컨

설 이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행정기 을 모두 

고객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극 인 컨설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외부

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턴트의 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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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개별 인 학교컨설 과 달리 일종의 

‘정책’으로서 특성을 가지며, 정부 차원에서는 순응 확보와 모니터링을 한 

도구로서 컨설 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정책이기 에 하나의 ‘컨설 ’으로서 근해야 하며, 정책성과 보다는 순수

한 컨설턴트-고객 간의 계, 학교와 교육행정가가 가진 문제들에 집 해야 

한다. 교육정책 목표 달성과 컨설 의 성패 여부는 성공 인 개별 컨설  사

례의 축   공유, 확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서는 교육정책 실

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에 입각하여 고객과 컨설턴트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독립성과 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양성·확보하며, 고객과 컨설턴

트간의 력  계를 토 로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 과정에 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양한 컨설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교육정

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이론 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을 제언하 다. 

주요어 : 교육정책, 정책실행, 컨설팅, 개념모형, 원리, 정책도구

학  번 : 2012-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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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목

  학교컨설 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교육개 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장의 교원이 심이 되는 상향식(bottom-up) 변화를 추구하면서 등장

하 다(진동섭, 2003). 지 까지 정책과 제도 심의 개 은 학교를 개 의 

주체가 아닌 상으로 취 하 으며, 그 결과 학교 장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 실패하 을 뿐 아니라 장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하시켰다. 학교컨설

은 교육개 이 일차 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책임이며, 일선교원들의 자발 인 

참여가 교육개  성패의 건이라는 믿음에 기 하고 있다(진동섭, 2003). 동

료교사와 외부 문가들이 학교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는 학교

컨설 의 아이디어는 학교  교원의 자율성과 문성을 존 하면서도 학교

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 인 방법론으로 부각되고 있다(홍창남, 2012).  

  신철균·허은정(2013)은 지난 10년간 학교컨설 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 는

데, 활성화 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이후 학교컨설 의 특징을 “개별 독자

이기보다는 타 정책과의 연계 동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p.51)고 표 하

다. 즉 최근에 학교컨설 은 하나의 ‘고정된(fixed)’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사

회  요구에 맞추어 다른 정책들과 ‘연계되고(linked)’, ‘혼합되는(mixed)’ 모

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를 들어 2010년 교육청 기능 개편 차원에서 

컨설 장학이 도입되었고, 고교 다양화 로젝트, 교원평가제,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  사회  이슈와 련하여 학교컨설 이 도입·활용되었다(신철

균·허은정, 2013). 

  최근에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분의 단 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학교 신 로젝트에서 참여 학교에 한 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창의경 학교 컨설 , 교과교실제 컨설 , 자율형 공립고 컨설 , 

방과후학교 컨설 , 마이스터고 컨설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특색사업과 연계하여 서울·경기· 북 신학교 컨설 , 인천 학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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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학교 컨설 , 세종시 학교특성화 컨설 을 실시하 다(김인희 외, 2013). 

  이러한 흐름에 해 상향식 변화를 지향하는 학교컨설 이 학교개 의 주

요한 방법론으로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고, 교육행정기 의 지원방식이 권

인 방식에서 수평 인 방식으로 환하는데 학교컨설 이 기여하고 있다

고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학교와 교원의 자발성을 주요 원리로 

하는 학교컨설 이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사실상 ‘의무 으로’, ‘반강제 으

로’ 실시됨으로써 장의 컨설 에 한 거부감을 확산시키거나, 통  장학

이나 평가와 차이 없이 형식 으로 시행될 우려도 있다. 

  학교 장에서 교육정책과 연계된 컨설 이 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학계의 심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 이러한 형태

의 컨설 에 한 연구물은 주로 국책연구기 을 심으로 개별 정책 련 

컨설 을 수행하기 한 실용  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주 하는 창의경 학교 컨설 , 방과후학교 컨설 , 교과교실제 

컨설  등의 경우 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컨설  매

뉴얼, 워크   연수 자료집, 컨설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교육

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김홍원 외, 2011; 오상철 외, 2010, 2011; 교육과학

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a, 2012b, 2012c, 2012d, 2012e). 시·도교육청

이 추진하는 컨설 의 경우 서울시 신학교 컨설 (이 규 외, 2012), 세종

시 학교특성화 컨설 (김인희 외, 2013)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부분은 별도

의 연구나 매뉴얼 개발 없이 교육청에서 작성한 시행계획만으로 컨설 이 진

행되고 있다(강원도교육청, 2012; 경기도교육청, 2012 ; 인천시교육청, 2013).  

  홍창남·정수 ·김도기·송경오(2010)는 의뢰인, 컨설턴트, 컨설  리자로 

구성된 일반 인 학교컨설  모형에 교육부가 추가된 ‘교육정책컨설 ’ 모형

을 구안하 고, 송경오(2013a)는 동일한 모형을 토 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책집행 과정에서 컨설 이 담당하는 역할과 한계에 하여 검토하 다. 교

육정책컨설  모형은 학교컨설 과 구별되는 교육정책 련 컨설 에 한 

최 의 일반화된 모형이라는 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육정책컨설 의 개념 

정의와 참여주체들 간의 계가 모호하고, ‘학교’에 한 컨설  보다는 ‘교육

정책’에 한 컨설 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김용, 2013)에서, 개념 정

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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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교육정책과 연계된 컨설 에 한 기 이며 체계 인 연구가 부

족함에 따라, 컨설 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은 일반 인 학교컨설

의 개념과 모형, 원리를 그 로 용하기도 하고(김순남 외, 2011; 교육과학

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2012e), 어떤 정책은 컨설 장학의 개념, 

모형을 빌어 컨설 을 시행하기도 한다(강원도교육청, 2012). 

  문제는 이러한 컨설 들이 지향하는 바나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

에서 기존 학교컨설  모형과 원리에만 근거하여 실행됨으로써, 이론과 실천

이 괴리되고 참여자 간의 역할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이다. 박효정·

정미경·김민조(2009)와 홍창남(2012)은 학교컨설  활성화의 해 요인으로 

학교 장에서 학교컨설 에 한 개념  혼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학

교컨설  련 용어들이 교육 장에서 개념에 한 명확한 이해 없이 하나의 

유행처럼 활용됨으로써 학교컨설 과 기존의 장학 활동이 혼재되어 왜곡되게 

행해지는 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정책  역에 걸쳐 컨설 이 확산되고 있는 재 시 에서, 

이러한 컨설 이 지향하고 있는 목 이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  이해를 돕고 특성을 분명하게 하기 해서는 통 인 장학이

나 컨설 장학, 학교컨설  등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

요하다. 한 이러한 컨설 이 추구해야 할 목 은 무엇이며, 의뢰인이 구

인지, 가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컨설턴트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역할은 무엇인지 탐색되어야 한다. 한 자발성, 독립성, 자문성 등 

학교컨설 의 기본 원리들이 이러한 컨설 에도 그 로 용할 수 있는 것인

지에 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컨설 이 

담당하는 기능을 토 로 ‘교육정책 실행1) 컨설 ’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나

1) 재까지 일반 정책학  교육정책 련 문헌에서는 ‘정책 집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일

반 이었으나, 최근에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결정된 정책을 수동 으로 ‘집행

(impleme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극 인 행 자로서 정책을 해석하고 ‘실행(enactment)’

한다는 이 제기되고 있다(Ball et al., 2012 ; 김용, 20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 참

여주체들의 능동 이고 극 인 행 에 을 맞춘다는 에서 개념 모형 구안 상에서는 

‘실행’이라는 용어를 쓰되, 정책집행에 한 이론을 설명하거나 기존의 을 기술하는 부

분에서는 ‘집행’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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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낼 수 있는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과 원리를 구안2)한 뒤, 실제 사례에 

용함으로써 개념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교육정책 집행 과정에서 컨설 의 기능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나타내는 모형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는 무엇인가? 

넷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과 원리의 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첫 번째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하여 일반 정책의 개념  집행에 한 국

내·외 문헌들과 함께, 교육정책의 개념과 특징에 을 맞춘 문헌들을 검토

하 다. 한 최근 교육정책 분야에서 컨설 이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 

타 정책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컨설  사례들에 한 문헌들을 분석하 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하여 경 컨설 에 한 국내·

외 문헌, 학교컨설 과 장학, 컨설 장학에 한 선행 연구물들을 분석하여 

컨설 의 개념 정의와 모형, 원리를 분석하 다. 

2)  '개념(槪念, concept)'이란 사물 상에 한 일반 인 념이나 지식, 즉 개개의 사물로부

터 공통 ·일반  성질을 뽑아내서 이루어진 표상(表象)을 의미한다(이해하기 쉽게 쓴 행

정학 용어사 , 2010). 한편 ‘모형(model)’이란 추상 인 것을 구체 인 것으로, 비가시 인 

것을 가시 인 것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한 것으로, 미지(未知)의 것을 기지(旣知)의 것으

로 환원하여 제시하는 이론  형태이다(조용환, 1998).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

념 모형이란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의 공통  속성을 총 하

여 알기 쉽게 가시 인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리(原理, principle)'란 사

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나 행 의 규범으로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실재 원리, 인식의 근거

가 되는 인식 원리, 행 의 규범이 되는 실천  원리가 있다(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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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연구문제와 련하여, 교육정책 실행과 련된 다양한 컨설  사

례 에서 2010년도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표 인 사례로 선택하여 개념 모

형과 원리를 용하 다. 

  창의경 학교는 2013년 기  국 · ·고의 약 15%인 1,663교가 참여하

는 · 등분야의 표 인 단 학교 재정지원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0

년 이후로 매년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 사교육 감형 창의경 학

교 컨설 , 어  창의경 학교 컨설 , 자율형 창의경 학교 컨설  등 

사업 유형별로 컨설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학력향상형 창의

경 학교가 다른 유형에 비해 사업 성격이 명확한 편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에 의해 컨설  기 연구, 컨설  매뉴얼, 컨설  결과보고서, 워크  자료

집 등이 발간되고 있어 자료의 충실성 측면에서 하다고 단되었다. 컨

설 이 진행된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자료가 충분히 축 되어 있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컨설 을 심으로 분석하 다. 

4.  연구의 의의  한계

가. 연구의 의의

 

 첫째, 이론 인 측면에서 볼 때, 지 까지 학교컨설 에 한 이론이 학교

장의 수요에 근거한 학교컨설  개념을 심으로 개되어 왔다면, 이 연구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인 필요성과 학교 장의 수요가 결합된 새

로운 형태의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탐색함으로써, 학교컨설 을 근

하는 방식의 다변화와 학문  역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실천 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정책 실행과 연계된 컨설 이 속히 

확산되는  시 에서 교육행정기 , 연구기 , 학교, 교원들로 하여  이러

한 컨설 에 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실행 과정상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여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6 -

  Bush(2006 : 27)에 의하면, 사회과학에서 이론(theory)은 상을 설명·이해·

해석할 수 있는 기술 인(descriptive) 성격과, 상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한 처방과 행동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규범 인(normative) 성격을 모두 가

지고 있다. 학교컨설 의 모형으로 학교조직  교원 문성 개발과 련된 

여러 상들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뿐 아니라 학교컨설 은 학교

운 과 교원 문성 개발에 해 진단하고 처방하며 실행하는 과정에 도움을 

다(진동섭, 2012).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 한 개념 모형을 만

드는 작업은 교육정책과 학교컨설 의 연계 상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고 설

명·해석할 수 있는 이론  틀을 제공해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정책의 효과

성 제고, 학교개 과 교원의 문성 향상에 컨설 이 실질 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한계

  첫째, 이 연구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을 이론 으로 개발하

는 것이 목 이므로, 이 모형을 직  학교 장의 컨설  상황에 용하기는 힘

든 한계가 있다. 추후 교육행정기   학교 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 인 

실행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실제 사례에 비

추어 경험 으로 확인하고자 하나,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이라는 특

정 사례에 한정하여 주로 공식 인 문헌 분석에 한정한다는 이다. 컨설 의 

특성은 개별 정책  사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실제 컨설 이 실행

되는 과정에서 당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3). 따라서 보다 다양한 

사례에 해 참여 찰, 면담,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개념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 인 학교컨설  이론과 마찬가지로 · 등교육정책과 련된 

컨설 에만 범 를 한정한다는 이다. 보통교육에 해당하는 · 등교육에

3) 시·도별 결과보고서,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개별 컨설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유추

해볼 수는 있으나, 지역별, 학교별로 진행 양상이 다양하고 자료가 방 하여 이 연구에서는 

심도 깊은 분석을 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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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책과 고등교육 정책은 공공성, 자율성 면에서 차이가 있고 학교와 

학의 조직 특성 한 다르기 때문에, 고등교육 정책에서의 컨설 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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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교육정책의 개념과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

가. 교육정책의 개념

  정책(policy)이라는 단어는 정치학에서 유래되었는데,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Fowler, 2007). 통 으로 정책은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Dye, 2008: 1), “공공의 문제에 련된 정부의 

표 된 의지이며 그런 의지와 련된 행 (Dubnick & Bardes, 1983: 8)",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정

책수단에 하여 권  있는 정부기 이 공식 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정길 

외, 2014: 35)과 같이 공식 인 정부 활동의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역동 이고 정치 인 과정

(process)을 나타내주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Howlett, 2011: 15). 따라서 정

책을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의 산출물(output)로서 “정책 입안자들 사이

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타 의 산물”(Lindblom, 1968: 4)로 보거나, “규칙, 

규정, 법, 질서, 법원의 결정, 행정  결정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정치체제

의 결과물(Kruschke & Jackson, 1987: 35)”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책을 “주(州) 의회에서부터 학교 교실까지 걸쳐 있는 의사결정

의 고리이며, 수많은 게임과 계의 부산물”로 보거나(Firestone, 1989: 23), 

“정부의 공식  법규와 례 같은 비공식 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며, 정부의 

무활동(inaction)으로 나타날 수 있다(Cibulka, 1995: 106,  Fowler, 2007: 10)”

고 하여 보다 포 으로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 “정부의 권  있

는 지 를 맡고 있거나 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의사결정, 헌

신, 행 이며, 그것들은 이해 계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며”(Bryson & 

Crosby, 1992: 63), “정치체제가 공  문제를 다루는 동안 생겨나는 역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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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치함축 인 과정”(Fowler, 2007: 10) 등 정책의 인지 이고 해석 인 측

면, 가치배분 인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한 역으로서 교육정책 역시 통 으로 정부의 공식  활동

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김종철(1989: 680)은 “사회 ·공공 ·조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는 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공 으로 제시하며,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성을 가지

는 기본방침 는 지침”으로 정의하 다. 이러한 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에 국한되고 단 학교는 될 수 없으며, 정책 결정은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단 결정되어 시행되면 공

공성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띠게 된다(김신복 외, 1996). 이와 비슷한 

에서 윤정일 외(2008: 211) 역시 “교육목 의 달성을 해 정부가 공익과 국

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강제하는 체계 인 활동으로 구성된 교육에 한 지침 

혹은 의사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과 교육정책에 한 통 인 정의들은 정책을 공식 인 정책결정기

으로서 정부만이 갖는 폐쇄 인 보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Ozga, 2000: 

3, 38). 하지만 이 게 되면 정부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에 의한 정책과정과 실

행과정은 묻히게 되고, 학교는 주변 이 되거나 무시된다는 문제가 있다(Ball 

et al., 2012: 2). 따라서 Ozga(2000: 2)는 “정책 결정은 매 단계 모든 장소에

서 공식  정책결정 메커니즘 밖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 경쟁, 투

쟁과 연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정책과 교육정책에 한 새로운 정

의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정부 내·외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을 정책 행 자(policy actors)로서 넓게 인정하려는 추세이다. 

나. 정책 집행을 보는 

 1) 고  집행

  정책은 일반 으로 정책 의제 설정, 정책 형성, 정책 채택,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정정길 외, 2014), 이 에서 정책 집행(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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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은 통 으로 “권  있는 공공정책의 지침이 실행되는 과

정”(Nakamura &Smallwood, 1980: 1)으로 정의되어 왔다. 정책결정자로부터 

권한  공  자원을 부여받아 정책의 내용을 수행하는 행 자를 정책 집행

자라고 하는데(정정길 외, 2014), 여기에는 공식 ·법  권 를 갖고 있는 정

부 리인 공식  집행자(formal implementer), 그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임 받아 집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간집행자 는 간매

개집단4)(intermediary group)을 포함한다(Nakamura and Smallwood, 1980). 

  1960년 까지 고 인 집행 에서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정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행정은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고 보았다(정정길 

외, 2014). 이러한 은 행정조직의 상층부에서 결정을 하고 하층부의 문

가가 이를 충실히 집행하면 능률성이 보장된다는 Weber의 계층제와 Taylor

의 과학  리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정정길 외, 2014). 따라서 연구자들의 

심 한 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형성되는가에 

집 되었으며,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해서는 큰 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2)  집행

  그러나 1970년  미국 연방정부의 규모 재정지원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

한 Pressman & Wildavsky의《Implementation(1973)》을 계기로 정책집행에 

한 연구가 큰 각 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정책 집행은 자동 이고 

기계 인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 내용이 결정되

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책집행 기 연구들은 개별 정책 집행의 성공 는 실패의 원인을 

밝히는 사례연구에 집 하 다. 그러나 차 정책집행을 보는 이론 이고 일

반 인 틀을 마련하기 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Sabatier(1986)은 

4) 간매개집단은 정부와 계약을 통해 정책을 신 집행하는 민간기업, 비 리단체, 정부조

직(QUANGO), 지방 임을 한 경우 지방정부를 로 들 수 있다(정정길 외, 2014). 앙부

처인 교육부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간매개집단 는 간집행자는 시·도교육청, 교육지

원청, 연구기 , 각종 원회, 교장 등 학교행정가들을 포함하며, 시·도교육청 수 의 정책

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행정가들이 간집행자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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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집행이론을 하향  근방법, 상향  근방법, 통합  근방

법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 었다. 

  Sabatier와 Mazmanian의 연구(1979)로 표되는 하향 (top-down) 근법

은 정부의 정책결정(policy-decision)에서 출발하여, 정책집행자와 상집단의 

행태가 정책결정의 내용과 얼마나 부합되는가,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

는가를 분석한 후, 정책결과에 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Sabatier, 1986). 이러한 하향식 근은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집행을 으로

써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의 입장을 간과할 수 있고,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

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과 정책목표, 행 자가 있는 경우 하향  근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 이 있다(유훈, 2007).  

  이에 반해, 상향 (bottom-up) 근법에서는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일선 집행담당자에서 출발한다. 

상집단에게 서비스를 달하는 일선 집행 료들의 목표와 략, 자들

을 분석하고, 이와 련된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가 등 정책결정자

로 거슬러 올라간다(Sabatier, 1986). 이러한 상향  근방법은 1970년  후

반부터 1980년 에 걸쳐서 개되었는데, 여기에는 Lipsky의 일선집행 료 

이론(1976), Berman의 응  집행 이론(1978)이 이론  토 를 제공하 다

(정정길 외, 2014). 

  Lipsky의 일선집행 료 이론과 Berman의 응  집행 이론은 특히 교육, 

경찰, 의료,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집행 료와 서비스 수혜자

간 상호작용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교육정책 집행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수 있다. 

  먼  Lipsky의 일선집행 료 이론(1976)에서는 교사, 경찰과 같이 고객과

의 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하는 일선 료(street-level bureaucracy)들이 

그들이 처한 업무환경에 처하기 해 어떠한 응 메커니즘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 응 메커니즘이 집행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일선 료들은 불충분한 조직 ·인  자원, 신체 ·심리  , 상

충되거나 모호한 역할 기 라는 집행환경 속에서 단순화(simplifications)와 

정형화(routines)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복잡한 문제들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고자 하 다(Lipsk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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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man의 응  집행 이론(1978)에서는, 집행의 문제는 정책과 제도  환

경(institutional setting)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제도  환경은 ‘거시  

집행(macro-implementation)구조’5)와 ‘미시집행(micro-implementation)구조6)’

로 구분될 수 있다. 

  Berman(1978)에 의하면, 사회정책분야에서 집행은 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상 으로 자유롭고 그들 나름의 집행 문제를 가진 학교, 병원, 의료센터, 

경찰서, 복지기  등 지역조직(local organizations)에 의해 서비스가 달된

다. 따라서 정책 집행의 문제는 앙정부가 지방조직에게 바람직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기 해 정책을 집행하는 거시  집행 문제와, 지역조직들이 자

신의 내부 정책들을 수정하여 수행하는 미시  집행 문제로 구성된다. 이 때 

집행 성과는 부분 미시  집행 과정에서 결정되며,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policy)과 집행조직(organization) 사이의 상호 응(mutual 

adaptation)이 가장 성공 인 집행이다. 즉 정책집행기 의 표 운 차가 

변하는 ‘조직’의 응과 집행환경의 특수성에 맞춘 ‘정책 로그램’ 자체의 

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응  집행 이론은 정책목표와 산출물이 모호하고, 문가인 집행 료와 

서비스 수혜자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

회  공공서비스 정책 분야에서 특히 유용한 이론이다(정정길 외, 2014). 국

5) Berman(1978)은 ‘거시  집행구조’가 네 단계로 구성된다고 하 다. 첫째, 결정된 정책을 

구체 인 정부 로그램(government program)으로 환하는 '행정(administration)', 둘째, 

정부 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사업(local project)로 받아들여지는 '채택(adoption)', 셋째, 지

방정부나 지역집행기 이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미시  집행', 넷째, 실행사업이 정책

성과로 산출되는 '기술  타당성' 단계이다.  

6) Berman(1978)에 의하면 ‘미시  집행구조’는 서비스를 달하는 일선기  는 지방정부의 

하 수 에서 발생하는 집행이다. 첫 단계는 조직에서 사업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동원(mobilization)'이다. 두 번째는 ' 달자 집행(deliverer implementation)' 단계로서 정

책과 조직의 응에 따라 네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불집행(non-implementation)’은 

사업과 표 운 차 모두 응하지 않는 것이고, '흡수(co-optation)’는 조직의 표 운

차에 사업이 응하는 것이며, ‘기술  학습(technological learning)’은 집행조직의 표 운

차가 사업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다. '상호 응(mutual adaptation)’은 사업과 조직이 모두 

서로에게 응하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집행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가 지속

으로 창출되기 해서는 사업이 집행조직 차의 일부분으로 정형화, 지속되는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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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최근 송경오(2013)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책 집행 과정을 응

 집행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바 있다.   

  1980년  반 이후 나타난 통합  근은 하향  근과 상향  근방식

을 통합하려는 시도들이며, Elmore의 통합모형(1985)이 표 이다. 하지만 

최종원(1998)은 하향  근과 상향  근은 각자 상이한 분석 상과 

을 토 로 구성된 것이므로 양 근방식의 통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에서 통합모형이 지닌 논리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3) 집행(implementation)을 넘어 실행(enactment)으로 보는 입장

  최근 정책이 실에서 얼마나 잘 ‘집행(implementation)’되는가가 아니라, 

학교들이 실의 다양한 물 ·인  자원들을 가지고 정책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즉 정책이 어떻게 ‘실행(enactment)’되고 있는가

에 해 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all et al., 2012). 

  이러한 은 지 까지 정책 집행에 한 연구들이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

고 하향식 는 상향식 과정으로서 ‘집행’을 이야기해 왔으며(Grantham, 

2001),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집행에 향을 미쳤는가’에 을 맞춰 왔다

(Matland, 1995: 153)고 지 한다. 이에 반해 정책을 ‘실행(enactments)’으로 

보는 은 “정책과정은 역동 이고 경계가 없는 복잡한 측면이 있고”(Ball 

et al., 2012: 6), 정책 집행은 “복잡한 인지  과정”이며(Spillane, 2004: 6), 

“해석과 재맥락화의 창조  과정”(Ball et al., 2012: 3)이라고 본다. 

  Ball 외(2012: 3)에 의하면 “정책은 한 시 에 행해지는(done)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언제나 되어 가는(becoming) 과정이며, 외부 환경과 향을 주

고받으며 변화해 나간다.” 즉, 정책은 상황 변화에 개방 이며 지속 으로 변

화하고, 학교조직의 기존 업무방식 는 새로운 수행방식 속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을 실행으로 보는 입장은 정책 집행을 정책과 제

도  환경의 상호 응 과정으로 보는 Berman 응  집행이론과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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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

  1) 모호한 정책목표와 산출물

  일반 으로 공공정책은 모호한 목표와 내용, 산출물(outputs)의 불명확함, 

이로 인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특성으로 한다(Berman, 1978). 

  일반 으로 사조직의 목표가 경 자들에 의해 독자 으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공공조직의 목표는 의회나 정치인 등 외부에서 결정하여 주어지는 경

우가 많다(정우일 외, 2011). 정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목표는 모호하

고 애매한 특성을 가지는데, 목표를 구체화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을 만족시키기 힘들어 법령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우일 외, 2011). 따라서 공조직은 모호한 정책목표

를 집행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

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공공조직은 복합 인 목표들, 서로 

갈등하는 상충 인 목표를 부여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가 된다. 

  특히 타 정책분야에 비해 교육정책에서는 정책목표와 정책내용이 더욱 추

상 으로 표 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교육이 가치지향 인 활동이며, 교육의 

산출물(outputs)과 성과가 무엇인지 합의하기 힘들고 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에서 비롯된다. 를 들어 일반 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는 ‘지·덕·

체가 조화된 창의 인 인재 양성’과 같은 추상 인 어휘로 표 되는데, ‘지·

덕·체의 조화’는 어떠한 상태인가? ‘창의 인 인재’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

게 구체 으로 측정하거나 표 할 수 있는가?

  정책이 모호할수록 집행된 로그램은 행정조직들의 특성에 더 많이 의존

하게 된다(Berman, 1978). Berman(1978)은 사회서비스 역에서 집행 문제

들은 부분 ‘성과’ 측정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정책내용과 

성과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집행과정에서 로그램의 응은 

로젝트 성과로부터 피드백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집행 자체 과정

의 료 , 정치  수정을 반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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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화된 무질서, 느슨하게 결합된 집행 체제

  정책부문은 정부, 의회, 법원, 료, 다양한 이해집단들, 개별행 자들의 집

합체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집행은 일반 으로 여러 

조직들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Cohen, March, 

Olsen(1972: 1)은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징을 ‘모호한 목표, 모호한 기술, 유

동 인 참여’라고 하 는데, 이는 공공정책의 공통 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Levine(1972), Pressman와 Wildavsky(1973) 역시 정책 집행에 더 많은 조직

들이 필요할수록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 는데, 조직 간의 목표

불일치, 향력과 권 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때문에 공공정책 집행

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발생한다(Berman, 1978). 

  Berman(1978: 11)에 의하면 특히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역

에서 상호작용은 유동 이고 혼란스러우며, 갈등 인 특성이 있는데, 이에 유

용한 개념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loose coupling system : March & 

Simon, 1957; Weick, 1976)’이다. ‘느슨함(looseness)’이 정치  과정을 강조한 

것이라면, ‘결합된(coupled)’은 료제와 련이 있다(Berman, 1978: 12). 공공

정책은 연속되는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집행되며, 최종 집행된 로그램과 

정책의 성과는 이 과정에 달려 있다. 느슨하게 결합된 구조의 문제 은 각 과

정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Berman, 1978). 

  한국의 교육정책 집행시스템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라는 여러 단계의 조직을 거쳐 집행된다. 최근 직선교육감 

출 , · 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 등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계에 있어서 시·도별 정책결정  집행의 자율성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한 앙정부, 지방교육청과 단 학교 간의 계에 있어서도 단 학교의 자

율성 보장과 책임경 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단 학교 내에서도 교육정책의 

집행은 실제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구체화되고, 

교육활동은 부분 교실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 집행

체제 특성은 정책과정 상의 연계 (linkage), 거부 (veto points)이 많아진다

는 것을 의미하고, loose-coupled system의 특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

을 의미한다. Ball 외(2012: 144)는 학교는 단순하거나 논리 인 조직이 아니



- 16 -

며, 학교를 훨씬 다양하고 느슨하게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학교는 하나의 단일한 조각이 아니라 이질 인 교사들, 리자들, 회

계담당자들, 행정가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집합체로 구성된 불안정한 네트워

크라는 것이다.  

 3)  불안정한 외부환경에 개방

 

  Berman(1978)은 ‘공공 달체계(public delivery systems)’의 구조  특성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학교, 병원, 복지기 과 같은 사회서비스 달조

직은 지역  환경(local setting)에 속해 있으며, 환경에 개방 이라는 에서 

‘체제(systems)’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지역  환경은 조직에 직  는 간

으로 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환경과 같은 더 넓은 환경에 포함된다. 따

라서 공공조직은 정부정책 변화, 사회경제  환경 변화, 기술 변화 등 외부 

사건들에 반응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조직 입장에서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실

한 특성이 있다. 를 들면 공립학교 행정가들은 단독 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계를 가진 학교운 원회, 학부모, 교육 원회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수정되며, 경기 불황, 재정 삭감, 시장  교육감 교체 

등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로젝트 집행 과정에 향을 다. 따라서 사회서

비스 분야 로젝트의 집행 과정은 측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의해 상당히 형

성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4) 상호작용  서비스와 상 집단의 특수성

  교육, 의료,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문 인 서비스 달자와 

서비스 수혜자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Berman, 1978). 교사

와 학생 간, 의사와 환자 간, 사회복지사와 복지수혜자 간의 상호작용은 고객

의 피드백에 따라 하게 응해야 하는 고도의 문  기술의 사용을 필

요로 한다(Thompson, 1967). 이런 상황에서 정책 집행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는 없으며, Lipsky의 일선 료이론에서도 이 문제에 해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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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교사를 Lipsky가 지 한 로 ‘일선 료’로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정책 상 집단’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Lipsky(1976)에 의하면 일선 료(street-level bureaucracy)란 교사, 경찰, 

환경감시원과 같이 고객과의 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반

면, 정책 상자(policy target group)는 정책의 용을 받는 집단이나 사람들

로서, 일반 으로 정책수혜집단,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인 정책비용부담자로 

나뉜다(정정길 외, 2014). 방과후학교 로그램, 학부모회 활동 지원 등 학생

이나 학부모를 주요 상자로 하는 수혜 , 배분  정책에 있어서 교사는 학

교조직 속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달하는 주체로서 일선 료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원복지정책이나 교원 문성 제고 정책, 교원평가와 

같이 직  교사에게 수혜를 주거나 규제를 하는 정책의 에서 보면 정책

상 집단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조직 내에서 일선 료이자 정책 상자가 될 수 있는 이

인 지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all 외(2012)는 정책이하나의 과정

(process)으로서 만들어가는 것, 제도와 교실 속에서 창의 인 방식으로 실행

되는 것(p.2)으로 보고, 정책은 교사들에 의해 행해지고, 그들에게 행해진

다... 교사들은 정책의 행 자(actors)이자 주체(subjects)이며, 동시에 정책의 

향을 받는 상(objects)이다.(p.3)라고 강조한다.    

  한, 김신복 외(1996: 53)는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주요 집단이 

다른 정책 분야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고 하 다. 교사집단은 문직 인 

속성을 갖고 있어 문가로서의 권 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집단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5)  학교  일선 료의 자율성과 재량 인정 필요

  McLaughlin(1976)와 Lipsky(1978)는 정책목표나 내용에 계자들 간의 합

의가 어렵거나, 일선 집행상황이 복잡하여 장별로 특수성이 강한 경우에는 

정책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정책내용에 

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견해에 따라 명확한 지침을 내리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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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집행 장에서 강력한 항이나 형식 인 순응만 이루어지게 되고, 집행상

황이 다양하고 복잡한데도 앙정부에서 사 에 상세하고 구체 인 정책지침

을 만들게 되면 집행 장의 개별  사례에 합하지 않게 되어 집행이 실패

하게 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역에서는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자가 문직으로서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하게 응해야 

효율 인 집행이 가능하다. 교육정책의 경우 부분의 정책 효과가 교육활동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교사의 개별 

교실 상황에 맞춘 신축 인 용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교사들의 문  기술

과 경험, 재량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을 시사한다. 

  이 ·홍지 (2013)은 기존의 교육정책 실행 연구에서 교사를 단순히 정

책을 수동 으로 실행하거나 행하는 리인(agent)으로 암묵 으로 가

정하고 있었다는 을 지 하고, 교사를 주체 인 존재로서정책 수행가

(actor)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ipsky(1976)의 일선 료이론에

서도 상  료와 정책 실행자인 일선 료 간의 계는 통 인 일방 인 

복종 계가 아니라 상호보완 이며, 하  료들이 일정 정도의 재량과 자원

을 갖고 있으므로 정책이 성공하기 해서는 하  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지역과 학교의 제도  환경, 맥락(context) 고려 필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수행된 랜드연구소의《The Rand Change Agent 

Study》에서는 미연방정부의 네 가지 공립학교 신 로그램에 의한 293개 

지역 로젝트에 해 분석하 다(McLaughlin, 1990: 11). 이 로그램은 교

육 신을 범 하게 확산시키고자 한시 인 재정 지원 는 새로운 실행을 

지원하는 착수 자 을 제공하는 공통된 정책 수단을 사용하 으며, 정책입안

자들은 더 많은 돈과 로그램, 즉 투입을 증가시키면 지역교육가들이 학교

를 개선시킬 것으로 믿었다(McLaughlin, 1990: 11). 실제로 연방의 기 자

은 지역의 신 로젝트들을 착수하고 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 졌

다. 하지만, 랜드보고서는 정책의 다양한 결과가 연방의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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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 이 아니라, 지역  요소(local factors)에 달려 있음을 발견했다

(McLaughlin, 1990: 12). 즉, Berman(1978)이 지 한 것처럼, 성공 인 정책 

집행을 해서는 미시  집행구조 속에서 정책과 제도  환경의 상호 응과

정이 성공 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Ball 외(2012) 역시 학교에서 정책은 다양한 물  조건 속에서 실행되므로, 

맥락(context)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정책입안자

들은 집행을 한 최선의(best possible) 환경, 즉 이상 인 건물, 학생, 교사

들, 풍부한 자원을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Ball et al., 2012: 149) 하지만 학

교에서 정책 실행은 다양한 주체들의 해석과 통역에 의한 복잡한 과정이며

(Ball et al., 2012), 맥락에 의해 재되고 제도 으로 만들어진다는 (Braun 

et al. 2011)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7) 정책 집행 주체들의 역량과 의지의 요성

  교육정책 집행이 여러 조직들에 의한 달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미시  

집행단계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된다면(Berman, 1978), 일선집행 료인 교육청 

행정가와 학교교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McLaughlin(1990)

은 정책 성과를 높이기 해 가장 요한 것은 지역의 역량(capacity)과 의지

(will)라고 밝히고 있는데, 의지와 동기의 존재는 성공 인 로젝트에 핵심

인 동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당  랜드보고서(The Rand Change Agent Study)에서는 지역담당자들이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최  동기(initial motivation)의 요성을 강조하 다

(McLaughlin, 1990: 13). 그러나 Title I에 의한 의무교육 로그램에 한 연

방의 재정지원정책에 한 연구(McLaughlin, Shields & Rezabek, 1985, 

McLaughlin, 1990: 13에서 재인용)는 정책에 반 했던 개인들, 기 들이 생각

을 바꿈으로써 지역의 의지가 변화할 수 있다는 을 발견했다. 지역의 역량

과 의지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학교 교사들의 의지와 동기는 학

교 행정가들이나 지역 료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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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컨설 의 개념과 모형, 원리

가. 학교컨설  선행연구 개

  2003년 학교컨설 에 한 첫 단행본이 간행된 이래 2012년까지 학교컨설

에 한 연구는 학원 학 논문 60여 편, 문학술지  정기간행물 논문 

90여 편, 단행본 40여 편, 장연구보고서 70여 편 등 260편이 넘는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악된다(진동섭, 2012). 

  신철균·허은정(2013)에 의하면 재까지 이루어진 학교컨설 에 한 연구

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학교컨설 의 개념과 모형, 원리에 한 이론  연구이다. 홍창남

(2002)은 경 컨설 을 학교조직에 용하여 학교경 컨설 의 개념 모형을 

구안하 고, 진동섭(2003)은 새로운 교육개  이론으로서 학교컨설 의 개념

과 모형, 원리를 제안하 다. 이어서 장학에 컨설  개념을 도입한 컨설 장

학의 개념과 모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진동섭·김도기, 2005; 이병환 외, 

2011), 학교 장의 실정에 맞게 학교컨설 의 원리에 한 재검토(진동섭·김

효정, 2007)도 이루어졌다. 최근 홍창남(2012)은 학교컨설 과 컨설 장학의 

개념  혼란을 지 하고, 두 개념을 구분하고자 하 다. 

  둘째, 학교컨설 이나 컨설 장학에 한 학교 장의 요구와 인식, 는 컨

설 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진동섭 외, 2009a; 박효정 외, 

2009-2011; 김병주·이임숙·민병조, 2008; 안세근, 2007; 이병환 외, 2011; 김정

·박수정, 2011). 학교컨설 의 의뢰인이 주로 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부분

의 연구에서 교원에 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학교컨설  실행을 토 로 한 사례 연구가 있는데(강 , 2007; 김도

기, 2005; 이재덕·허은정, 2009; 이재덕·박수정, 2013), 수업컨설 , 학교경 컨

설 , 컨설 장학 등 여러 유형의 컨설 에 해 주로 학교 단  사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덧붙여, 최근에는 교육지원청을 심으로 컨설 장학이 국에 확 되고 

학, 민간단체 등에 의한 학교컨설 이 확산되면서, 학교컨설 의 국 인 



- 21 -

실태 악이나 체제 분석 연구(김정  외, 2012; 박효정 외, 2009, 2010, 2011, 

2012), 학교컨설 의 변화 과정  연  연구(신철균·허은정, 2013)도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학교컨설 에 한 연구 경향을 살펴볼 때, 학교컨설 에 

한 개념과 모형, 원리에 한 연구는 주로 이론 정립 기에 집 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주로 개발된 개념, 모형, 차, 원리들을 실에 용한 

사례 연구나, 학교컨설  실행에 따른 장의 요구  인식 조사, 효과 분석

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학교컨설 과 컨설 장학이 보편

화되고 사례가 축 되면서, 국 인 실태나 연 , 체제 분석 등 보다 거시

으로 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 

나. 학교컨설 의 개념 모형

1) 학교컨설 의 개념

  통 으로 컨설 7)은 일상 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하는 행 를 가리

켜 왔으나, 최근 들어 경 , 의료, 회계, 엔지니어링,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컨설 을 문 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진동섭, 2003; 진동섭·홍창남, 2006). 

  Kubr(2012)는 컨설 의 정의에 해 다음 두 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기

능  ’에서의 정의로서, 문직업인으로 활동하는 컨설턴트 뿐 아니라 다

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컨설 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며, 

Block(2007)도 비슷한 입장이다. 를 들어, 리자가 동료나 하 직원에게 

지시와 명령이 아니라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면 그 리자는 컨설턴트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컨설 을 ‘ 문직업  서비스 

’에서 정의하는 입장으로, 컨설 이란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

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 이고 객 인 태도로 도움을 

7) 홍창남(2002:10)은 컨설 에 한 다양한 어 표 이 있지만, 경 이나 조직분야에서는 

consulting이 자주 쓰이고, 심리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consultation, 국에서는 consultancy

이 일반 으로 쓰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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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서비스”로 보며, 이러한 정의는 주로 문컨설턴트 회에서 사용

하는 경우가 많다(Kubr, 2012). 

  진동섭(2003: 32-36)은 컨설 을 그 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

다. 하나는 컨설 의 상이 ‘사람’인 경우로서 주로 의료, 정신보건, 사회사

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컨설 이 해당되며, 일반 으로 고객의 문제를 

심으로 컨설턴트, 의뢰인, 고객의 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컨

설 의 상이 ‘조직’인 경우로서 주로 경 , 회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컨설 이 이에 해당되며, 주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컨

설턴트와 고객 양자 간의 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동섭(2003: 36-37)은 두 

가지 유형의 컨설 이 의뢰인 는 고객이 도움을 청하는 문제가 ‘사람’에 

한 것인가 아니면 ‘조직’에 한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 “의뢰인 는 고

객의 문제에 한 컨설턴트의 지원 활동”이라는 컨설 의 기본 인 특성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하 다. 

  요약하면 일반 으로 컨설 은 “일정한 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문제를 진단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

우 그 방안의 시행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 으로 이루

어지는 문 인 자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진동섭, 2003: 37).     

컨 설 턴 트의 뢰 인

직접 책임 간접 책임

의 뢰

지 원

과 제

[그림 Ⅱ-1] 컨설 의 의미

출처 : 진동섭 외(2008: 28). 진동섭(2003: 37)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컨설  개념을 학교조직 분야에 용한 것이 학교컨설 이다. 학교컨설

의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국내에서는 <표 Ⅱ-1>과 같이 여러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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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근 외

(2000: 14)

학교의 문제들을 진단하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가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안해 주며 학교가 

그 해결책의 실행에 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문 인 조언 

활동

김정원 외

(2001: 27)

학교의 요청으로 특별한 훈련을 통해 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학

교운  책임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 이고 객 인 태도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상황을 진단하여 강 과 문제 을 확인·분석

하고, 문제에 한 해결안을 추천해주며, 해결안의 실행에 한 도움이 

요청될 때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

진동섭

(2003: 51)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해서 일정한 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독립 인 자문 활동으로서, 경

과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 ·물  자원들을 

발굴하여 조직화하는 일

박상완

(2008)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학교공동체가 스스로 학교교육 개선을 추진할 

역량, 동기, 헌신을 구축하도록 향을 미치는 기술

진동섭 외

(2008: 31)

학교의 자생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하여,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문성을 갖춘 교육체제 내·외 문

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활동

정수

(2008)

특별한 훈련을 통해 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학교운 책임자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 이고 간주 인 태도로 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지원

활동 상황을 진단하여 장 과 문제 을 분석하고, 문제에 한 해결안을 

추천해주며, 해결 안의 실행을 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

들에 의해 학교컨설 에 한 정의가 이루어져 왔다. ‘학교의 문제를 진단하

고 해결을 지원하는 문가들의 자문  조언 활동’이라는 에서 부분 유

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박상완(2008)의 경우 ‘학교교육 개선을 추진할 

역량, 동기, 헌신 구축’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표 Ⅱ-1> 국내 학자들의 학교컨설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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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컨설 의 개념 모형

  학교컨설  개념 모형이란 “학교컨설 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의 공통

 속성을 총 하여 알기 쉽게 가시 인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여기에는 목표, 주체, 과업 등이 포함된다(진동섭·홍창남·김도기, 2008: 

31). 진동섭 외(2008)는 기존의 모형(진동섭, 2003)을 수정·보완하여 [그림 Ⅱ

-2]와 같은 개념 모형을 제시하 다. 

[그림 Ⅱ-2] 학교컨설 의 개념 모형                           

출처: 진동섭(2003: 62)의 내용을 수정․보완함

  [그림 Ⅱ-2]에서 학교컨설 이 지향하는 목표는 “학교의 자생  활력을 함

양하여 궁극 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진동섭 외, 2008: 32), 구

체 인 목표들은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문제 해결, 학교의 내  교육역량 강

화, 학습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변화에 능동 인 학교 구축 등이다. 

  진동섭 외(2008)에 의하면, 학교컨설 에 참여하는 주체는 의뢰인, 학교컨

설턴트, 컨설 리자 셋으로 나뉠 수 있다. 가장 일반 인 의뢰인은 교원이

지만, 교사소집단, 학부모, 단 학교 체, 교육 문직, 시·도교육청, 교육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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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컨설  의뢰인이 될 수 있다(진동섭 외, 2008). 학교컨설턴트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컨설 을 제공하는 이들로서, 교원, 교육 문직, 교육행정가 등 

학교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을 갖춘 

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컨설  리자는 학교컨설 의 반 인 과정

을 장하고, 학교컨설 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문가이다(진동섭 외, 

2008).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교육분야에서 민간 컨설  업체가 많지 않

으며, 단 학교 책임경 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학교와 컨설턴트를 연결하는 

컨설  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 단 학교에서 교수학습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 교육지원청 내 교수학습지원 부서, 수업컨설  원회 등이 

학교컨설  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진동섭·김효정, 

2007). 

  학교컨설 의 과업은 “성공 인 컨설  수행을 해 컨설턴트가 하는 일”

을 의미하는데, 일반 으로 “문제의 진단, 문제해결을 한 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육·훈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원체

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진동섭 외, 2008: 37).  

3)  컨설 장학의 개념과 모형

  2010년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과정에서 기존 장학이 컨설 장학으로 체

됨에 따라 ‘컨설 장학’에 한 이론 ·실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 으로 장학은 “교수-학습의 개선을 해 교원들에게 제공되는 지도·

조언 활동”(진동섭·김도기, 2005: 3)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권 이고 획일

으로 시행되어 학교의 부담만 가 시키고 교수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비 이 있어 왔다(진동섭·김도기, 2005). 따라서 계 인 ‘지도’ 심 

장학에서 력 이고 지원 인 계로서 ‘조언’에 을 두는 새로운 장학을 

해 ‘컨설 ’ 개념을 도입한 것이 ‘컨설 장학’이다(진동섭·김도기, 2005). 

  진동섭·김도기(2005: 7)에 의하면, 컨설 장학은 “교원의 자발  의뢰를 바

탕으로 교수-학습과 련된 문성을 계발하기 해 교내외의 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 활동”이다. 진동섭·김도기(2005)는 이러한 개념 정의

를 토 로 [그림 Ⅱ-3]과 같이 개념 모형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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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컨설 장학의 구성요소

출처 : 진동섭·김도기(2005), 진동섭(2003:62)을 수정·보완함.

  [그림 Ⅱ-3] 컨설 장학의 개념 모형은 학교컨설 의 개념모형과 유사한 

이 많지만, 교수-학습에 을 두고 있다는 에서 가장 차별화된다. 컨설

장학의 목 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련 문성 계발이며, 컨설 의 상

은 교수-학습에 직·간 으로 련된 문제나 과제로서,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 경 , 특별활동을 로 들 수 있고, 컨설 장학의 과업은  학교컨설 의 

그것과 유사하다. 의뢰인은 교원, 학교장 는 교감이며, 학교컨설턴트 신 

컨설  장학요원, 컨설  리자 신 컨설 장학 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

고 있다.  

  학교컨설 과 컨설 장학의 계에 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 씩 다르게 

보고 있는데, 양자를 유사하게 보는 입장(서범종, 2011; 이병환 외, 2011)과 

양자를 본질 으로 다르게 보는 입장(정수 , 2011; 홍창남, 2012)이 있다. 양

자를 유사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컨설 장학은 상 역, 장학요원 등 몇 가

지만 학교컨설 과 차이가 날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양자를 본질 으로 

다른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컨설 장학은 자발성, 자문성, 독립성이 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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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등 기본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거나(정수 , 2011), 컨설 장학은 

학교컨설 과 달리 기존 장학처럼 통제권을 제로 하여 구별된다(홍창남, 

2012)고 보고 있다.

  컨설 장학이 기에는 교수학습 역에 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수업 

이외의 역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고(이병환 외, 2011), 실제로 학교 장에

서는 양자를 유사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홍창남, 2012). 따라서 학교컨설

과 컨설 장학은 이론 으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실에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최근 학교컨설 의 실태와 추진체제, 연 에 한 연

구물(박효정 외, 2012 ; 김정  외, 2012; 신철균·허은정, 2013)에서도 학교컨

설 , 컨설 장학 모두를 포 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4) 교육정책컨설  모형

  홍창남 외(2010)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컨설  실시를 해 교육정책컨설

 모형을 구안한 바 있다. 학교컨설 의 일반  모형에서는 의뢰인, 컨설턴

트, 컨설  리자로 구성된 삼자모형을 취하게 되지만, 교육정책컨설 에서

는 의뢰인인 교육부, 컨설  상인 학교,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  리자

의 넷으로 구성되는 사자모형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림 Ⅱ-4] 교육정책컨설 에서의 4자 모형

출처: 홍창남 외, 201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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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남 외(2010)에 의하면, 교육정책컨설 은 교육부가 의뢰자이며, 단 학

교의 운  개선 뿐 아니라 교육정책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에서 일반 인 

학교컨설 과 다르다고 한다. 즉, 컨설 을 통해 단 학교의 운 을 개선함으

로써 교육정책 집행  성과 개선을 추구하고, 진단결과와 장피드백을 통

해 정책 개선을 추구한다는 에서, 직 으로 단 학교에 한 컨설 이면

서 간 으로는 교육정책에 한 컨설 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림 Ⅱ-4]에서 보듯이 교육정책컨설 에서는 컨설  상 학교의 과제를 

심으로 하는 학교와 학교컨설턴트 간의 계와, 교육정책을 심으로 하는 

의뢰인과 학교컨설  리자 간의 계, 두 가지가 핵심이다(홍창남 외, 

2010). 이러한 컨설 에서는 일차 으로 학교컨설턴트가 학교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해 지원하고, 이차 으로 컨설 리자가 의뢰인인 교육부가 당면

한 교육정책 과제의 해결을 해 교육정책을 반성 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한다(홍창남 외, 2010).

  교육정책컨설  모형은 교육부를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학교컨설 과 다

른 교육정책과 연계된 컨설 에 한 이론  논의를 시작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컨설 의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교육정책컨설 이라는 명칭 자체가 교육부를 상으로 한 ‘정책’에 한 컨설

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 의뢰인인 교육부와 컨설  상 학교간의 

계, 컨설 리자  학교컨설턴트의 계가 모호하다는  등이 문제

(김용, 2013)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교육정책컨설  모형(홍창남 외, 2010)에서 교육부를 의뢰인으로 본 것은 

동 사례에서 교육부가 연구진에게 자율형 공립고에 한 컨설 을 의뢰하면

서, 자율형 공립고 정책 개선을 한 정책연구도 함께 요구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개선을 한 연구와 컨설 을 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이라는 에서, 이 모형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 최

의 의뢰인이 교육부 더라도 학교를 의뢰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학교의 문제와 컨설  로젝트에 해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의료분야 컨설 에서처럼 학교를 의뢰인이 아

닌 컨설 상으로만 상정하게 되면, 학교를 객체(客體)화 함으로써 능동 인 

참여를 기 하기 힘들다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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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컨설 의 원리

  “학교컨설 의 원리는 학교컨설 의 본질을 규정하고, 학교컨설  계획·실

행·평가 과정의 거로 활용된다(진동섭 외, 2008)”는 에서 이론 ·실천

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진동섭(2003)은 컨설 의 일반  특성과 학교조직

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자발성’, ‘ 문성’, ‘독립성’, ‘자문성’, ‘일시성’, ‘교육성’

이라는 6가지 원리를 제시하 다. 이후 학교 실정에 맞추어 원리에 한 재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성’의 원리는 ‘한시성’의 원리로 수정되었고, ‘교육

성’의 원리는 ‘학습성’의 원리로 수정되었다(진동섭·김효정, 2007). 

  첫째, 자발성의 원리란 학교컨설 은 의뢰인의 자발 인 요청에 의해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진동섭 외, 2008). 하지만 자발성 원리의 실 

합성에 하여 여러 연구자들과 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컨설 의 

효과 증진을 해 교원 는 학교조직의 자발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조직 생존을 해 컨설 이 필수 인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조직으로서 

생존이 보장되는 학교조직의 특성, 폐쇄 인 교직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자발 인 컨설  요청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개념이 

‘고안된(contrived) 자발성’(진동섭·김효정, 2007)이다. 필요한 경우 컨설턴트

나 컨설 리자가 의뢰인에게 먼  컨설 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의뢰하도

록 도와  수 있다는 것이다8).    

  학교컨설 의 자발성 원리에 한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2010년 이후 컨설

장학이 국 으로 확산되면서부터이다. 장학을 담당하던 교육청의 문직

들이 컨설 장학의 리자 는 컨설턴트로서 활동하게 되면서, 과연 (官) 

주도의 학교컨설 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홍창남(2012)은 단 학교 자율성이 완 히 보장되기 까지는 학교컨설 과 

컨설 장학이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창남·정바울(2013) 역시 공교육

에서 학교교육의 책임은 리감독기 에게도 있으므로, 자발  의지를 지닌 

8) 하지만 고안된 자발성에 입각하더라도, 컨설턴트와 컨설 리자는 의뢰인에게 의뢰를 ‘권

유’하는 것이며, 컨설 의 최종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 강조되었다(진동

섭·김효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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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교원에 해서는 학교컨설 의 방식이 효과 이지만, 그 지 않은 경

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둘째, 문성의 원리란 학교컨설 은 문성을 갖춘 학교컨설턴트들에 의

해 이루어지는 문 인 지원 활동이라는 을 강조한 것이다. 성공 인 학

교컨설턴트가 되기 해서는 문성, 인간 계 능력, 사명감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가장 요한 것이 문성이며, 이것은 ‘내용  문성’과 ‘방법

 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08).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 인’ 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문직업 인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구나 컨설턴트가 될 수 있으며(진동섭 외, 2008),  Kubr(2012) 역시 실제

인 조언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문직업  서비스로서의 컨설  개념은 

서로 상충하기 보다는 보완 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유사한 입장을 취

하고 있다. 

  셋째, 자문성의 원리는 컨설 은 자문 인 서비스이므로 컨설턴트가 의뢰

인을 신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경 하지 않아야 하며, 컨설  결

과에 한 최종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진동섭 외, 2008). 

컨설턴트는 자신의 문성과 컨설  과정에서 자신의 과업에 해서만 책임

을 지며, 이러한 에서 의뢰인의 문제에 해 간 인 책임만을 진다.  

  넷째, 한시성의 원리는 의뢰된 과제가 해결되면 컨설  계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진동섭 외, 2008). 학교컨설 은 계약 단계에서 의뢰인과 학교

컨설턴트가 합의한 기간에 종료되는 것인데, 이후에도 의뢰인이 동일 과제에 

하여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 컨설 은 성공 이지 못한 것이다(진

동섭 외, 2008). 하지만, 최근 이재덕·박수정(2013)은 이러한 한시성의 원리가 

부분의 의뢰인, 컨설턴트에게는 일시성, 일회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

으며, 실제 사례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한다. 컨설  종료 이후

에도 의뢰교사의 지속 인 성장과 안의 실행을 돕기 해 지속 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독립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턴트, 의뢰인, 학교컨설  리자의 계

를 규정한 것으로, 학교컨설턴트 측면에서는 의뢰인과 컨설턴트 사이, 컨설  

리자와 컨설턴트 사이의 계가 독립 이어야 함을 말하고, 의뢰인 측면에

서는 학교컨설턴트와 의뢰인 사이, 컨설  리자와 의뢰인 사이의 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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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이어야 함을 말한다(진동섭 외, 2008). 최근 컨설 장학에서 해당 지역 

교육청의 장학사가 컨설  리자로 역할하면서 독립성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 교육청에서 선발한 컨설턴트가 의뢰인인 학교와 리자인 교육청

에 해 독립성과 객 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다. 이에 해 

학교컨설 은 의뢰인-컨설턴트- 리자 세 주체 간의 수평 , 독립 인 계

를 원리로 삼았으나, 컨설 장학은 장학에서 학교컨설 으로 넘어가는 과도

기 단계로서 독립성이 덜 강조되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정수 , 2011)이 제기

되었다. 한편, 이재덕·박수정(2013)은 민간단체의 수업컨설 에서조차도 학교 

행정체계가 컨설 에 여하거나 주도하는 상이 나타남을 발견하 다. 학

교가 컨설  수임료를 지불하고 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컨설  과정에서 

학교행정 체계가 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학습성의 원리로서, 학교컨설 의 목 은 과제의 단편 인 해결이 

아니라 의뢰인의 문성 함양에 있으므로 학습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진동

섭 외, 2008). 컨설  과정에서 학습은 의뢰인 뿐 아니라 학교컨설턴트 차원

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양방향 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재덕·박수정(2013)은 학교 장에서 수업컨설 의 실제 사례들을 분

석한 결과, 문성과 학습성은 강하게 확인되었지만, 자발성과 한시성은 재검

토가 필요하며, 자문성과 독립성은 다른 표 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력성’, 

‘주체성’, ‘ 장성’ 등의 원리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학교컨설 의 원리는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컨설 이

론의 체계화, 학교 장 여건에 맞추어 수정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학교컨설  원리는 컨설 으로서 본질을 담고 있는 ‘존재론  원리’이면서, 

동시에 학교 장에서 일어나는 컨설 을 설명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자 할 

때 지침이 되는 ‘실천 인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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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의 기능

1. 정책집행에서 컨설 의 활용 황

 가. 정책단계별 컨설턴트 참여 증

 

  정책과정의 각 단계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컨설턴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정책 형성  결정 단계에서는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분석을 담당하는 컨

설턴트들이 정책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정부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정책 평가 과정에서는 과정평가의 일환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거나 사후 으로 성과 등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정책을 개선

하는 과정을 통해 내·외부 문가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를 들면, 최근 미국 정부는 정책분석과 집행에 있어서 컨설턴트들을 활

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Howlett, Ramesh and Perl, 2009: 75, 노화

, 2012: 재인용). 국에서도 ‘교육정책 민 화(privatizing education policy, 

Ball, 2009)’ 개념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컨설  기업들이 국가정

책 문서나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교육정책에 한 자문가, 평가자, 컨설

턴트, 검토자, 트 , 서비스 달자로서 다양한 정책형성  정책 달 네트

워크에 포함되어 참여하고 있다(Ball, 2009). 

  교육정책 형성, 결정  평가 과정은 주로 앙정부, 교육청 등이 심 인 

치에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 이 컨설 의 주된 의뢰인이자 고객이 되는 

반면, 학교가 핵심 인 행 자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컨설턴트의 고객이 

되는 단계는 교육정책의 집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집행 연구들은 주로 학교의 수석교사들과 상부지도자

(senior leaders)들의 역할과 권력에 심을 집 해 왔으며(Fullan, 2006), 상

으로 학교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정책 행 자들(actors), 특히 학교 외부

에 존재하는 행 자들의 향력에 한 심은 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

은 학교들이 조직의 체제 개선과 교사의 문성 신장을 도와  수 있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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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에 심을 돌리게 되었다. 많은 법 ·정치 ·물  제약을 갖고 있는 학

교조직에 비해 외부 조직들은 변화에 해 훨씬 신축 이고 유연하며

(Bussey, Welch & Mohammed, 2014 : 161), 이해 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

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다. 

  Ball 외(2012: 55) 역시 정책과정의 주요 행 자들이 반드시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역교육청 자문 , 컨설턴트, 교육기업 등은 

학교 내에 정책을 도입하거나 해석하고, 실행을 진하거나 지원하며, 정책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는 다른 학교 방문을 주선하면

서 정책과정에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나.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서론에서 지 한 것처럼 국내에서 교육정책과 연계된 컨설 에 한 연구

는 개별 컨설  과정에서 단편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례

나 일반 인 특성을 보여주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김인희 외(2013)는 2010년 이후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수행된 

학교컨설 들을 주 기 별로 나 고, 각 사례를 비교 검토한 바 있다. 교육

부가 주 한 사례는 자율형 공립고 컨설 , 특색있는 학교만들기 선도학교 

컨설 , 교과교실제 컨설 , 자율형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등이 

있었고, 시·도교육청이 주 한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신학교 컨

설 , 인천시의 학력향상 선도학교 컨설 을 로 들었다. 

  이들 사례들을 비교한 결과, 김인희 외(2013)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

하 다. 컨설 의 가장 큰 목 이 학교의 사업 운  실태를 검하여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추구하는 데 있었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 , 학교의 역량 강화나 정책 지원 기능이 강조되는 공통 이 있

었다(김인희 외, 2013). 컨설 의 역은 매우 폭넓은 편이었는데, 부분의 

컨설 들이 학교경 에 을 맞춘 반면, 서울시 신학교 사례의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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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신’에 을 맞추었고(김인희 외, 2013), 참여 찰  교사연수 로그램 

제공  지원을 수행했다는 에서 차별화되었다(이 규 외, 2012). 컨설 의 

방법과 차는 동소이했지만, 자율형 공립고 컨설 의 경우 학교 특성에 

따라 진단방식을 차별 으로 용하고, 학교에 내부 력 을 구성했던 이 

장 으로 분석되었다(김인희 외, 2013: 89). 일반 으로 해당 지역의 교원, 교

장, 외부 문가들로 구성된 컨설  이 다수의 학교를 일회 으로 방문함으

로써, 컨설 이 형식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 하고 있다(김인희 

외, 2013: 89). 

  그 외에도 국단  교육정책의 경우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이 주 하여 정책별로 컨설 이 실시되었다. 

를 들면 방과후학교 컨설 (2006-2011), 기숙형 공립고 컨설 (2009), 학교평

가 후속 컨설 (2011), 고교 교육력 제고 컨설 (2011-2012), 교과교실제 컨

설 (2011-2013), 어교육컨설 (2011-2013), 인성교육실천 어울림학교 심층

컨설 (2012), 사교육·학력향상형·자율형· 어 형 창의경 학교 컨설

(2011-2013), 방과후 돌 시범학교 컨설 (2013), 마이스터고 설립  운  

컨설 (2013), 학생오 스트라 운 학교 컨설 (2013) 등이 있다. 시·도 교육

청 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신학교 컨설 (2012), 교육복지특별지원사

업 컨설 (2011-2013),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 컨설 (2012),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컨설 (2011) 등이 시행되었다9). 

  국내 사례들을 살펴볼 때, 컨설 장학이 국 으로 실시된 2011년 이후 

교육정책 련 컨설  역시 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도별 컨설턴

트 풀 구축 등 컨설 장학 체제 마련을 계기로 교육정책 련 컨설 도 활성

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규제 정책 보다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에서 새로운 교육개  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정책 집행을 진하고 모니터

링하려는 목 으로 컨설 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 필자가 2013년 12월 교육부(www.mest.go.kr),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한국직업능

력개발원(www.krivet.re.kr), 서울시교육청(www.sen.go.kr) 홈페이지에서 ‘컨설 ’으로 검색

한 내용을 토 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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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사례

  국의 경우 1990년  이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교육기업의 활

용이 속도로 활성화되었다(Ball, 2009). 통 으로 국에서는 지역교육청

(LEA : Local Education Authority)의 자문 (local advisor)들이 학교 개선

에 한 모니터링,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훈련 등을 수행해 왔다(주철안, 

2010). 그러나 ‘교육개 법(Education Reform Act 1988)’ 이후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던 인사, 산, 평가 등의 권한이 학교나 다른 기 으로 이 되고(황

성 외, 2011), 학교가 컨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산을 확보하

게 되면서 LEA에 한 의존도는 차 낮아지고 있다(주철안, 2010). 신 많

은 학교들이 Edison社, HBS 등 교육컨설  기업, 개인 컨설턴트를 통해 학

업성취도 제고, 학교 개선(improvement), 교사 문성 개발과 련한 컨설

과 교수훈련 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Ball, 2009). 

  최근에는 우수한 학교장  교사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들을 지원하

는 컨설  모델이 새로 활용되고 있는데(주철안, 2010), 표 인 사례가 

‘London Challenge’에서 활용한 ‘컨설턴트 리더(Consultant leader)’, 그리고 

‘The new relationship with schools’에서 제시된 ‘학교개선 트 (school 

improvement partner: SIP)’ 로그램이다. 

  2003년에 시작된 ‘London Challenge’는 뛰어난 등교육 시스템 창조를 목

표로 하는 런던의 등학교 5개년 개  로그램으로, 컨설턴트 리더

(Consultant Leaders)가 핵심이었다(Earley & Weindling, 2006). 부분의 컨

설턴트 리더들은 등학교 수석교사 출신이었으며, 보통 정부 행기 인 

NCSL(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에서 제공하는 5일간의 컨설

턴트 훈련 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주일의 하루 정도를 상학교의 수석교사

들과 동하여 학교 개선을 해 일했다(Earley & Weindling, 2006). 

  이어서 2004년 국 정부는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업성취를 높이

도록 돕는 ‘The new relationship with schools’ 비 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학교개선 트 (School Improvement Parter)’ 로그램이 새로 도입되었다. 

  국 교육부(DCSF)에서 발간한 학교개선 트  로그램 소개 자료《A 

New Relationship with schools: The School Improvement Partner's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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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에서 견한 학교개선 트 들은 견된 학교의 수석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성취수 을 높이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해 

일한다. 앙정부는 지역당국에 학교개선 트  운 을 한 추가 인 재정

을 지원했고, 상 학교들은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학교개선 트 를 배정

받았는데, 트 는 한 학교에 최  5년간 임명될 수 있다. 학교개선 트 들

은 학교와 지역당국(local authority) 간의 학교 개선에 한 의사소통의 주된 

채 이며, 지역청의 학교 개선에 한 여는 학교개선 트 를 통해 이루어

진다. 트 들은 학교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지역당국에게 인식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와의 의 내용을 

수석교사, 학교운 원회, 지역당국에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학교개선 트 들은 국 교육기 청(Ofsted)의 학교평가자와는 

다르며, 직 으로 학교평가에 여해선 안 된다.

  재 국의 컨설턴트 리더들, 학교개선 트 들이 학교 개선에 정  

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충분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지역교육청은 

컨설턴트 리더, 학교개선 트 들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받고 있

다고 인식하여 갈등이 발생되기도 한다(Earley & Weindling, 2006).

  미국의 경우 ‘No Child Left Behind(NCLB)’와 같은 정책은 학교들로 하여

 데이터 분석  리, 치료  교정 서비스, 특수 로그램 등의 민간 서비

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Ball, 2009). 연방정부의 경쟁  보

조 (grant) 로그램인 ‘Race to the Top’ 역시 학교와 외부기 들과의 트

십(partnership)을 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민간 컨설 기업, 학 등 

많은 조직들이 학교지도자들에 해 컨설 하기 해 등장하고 있다(Bussey 

et al., 2014). 미국에서 학교와 트 십을 맺고 있는 여러 유형의 기 들은 

보통 정부나 사설재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Bussey et al., 2014). 

를 들면 Wallace 재단의 경우 효과 인 학교지도자들을 선별, 훈련, 고용, 

지원하기 해 트  교육훈련기 들과 교육구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6개년 계획(six-year initiative)’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Hite et al., 2012, 

Bussey et al., 2014: 1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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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 정책분야 사례

  교육 분야에서 뿐 아니라 타 정책 분야에서도 컨설 을 이용하는 사례들은 

 증가하고 있다. 소기업이 컨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조

을 지원하는 정책이 표 인데, 한국·체코·독일·싱가포르· 국·미국 등 여

러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Kubr, 2012: 791-792). 

  이러한 보조  정책은 부분 컨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기업이 컨

설 업체 는 컨설턴트를 선택한 후 정부 리기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컨

설 에 필요한 자 의 일부를 지원받는다(Kubr, 2012). 이러한 보조 이 가능

하기 해서는 민간컨설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

라 소기업청의 ‘ 소기업 컨설  지원사업10)’,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경

컨설 11)’ 등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형태는 정부나 련기 이 소기업 등에게 컨설 ·훈련· 문서비

스 등을 직 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Kubr, 2012). 수임료를 할인해 주거나 

약식진단을 통해 컨설 이 필요한 역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

는 것이 일반 이다(Kubr, 2012). 이러한 유형들은 주로 민간의 컨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정부  련기 이 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컨설 12)’

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0) 소기업청에서 공모에 선정된 소기업에게 컨설  비용의 일부(30〜6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컨설 , 지속성장 컨설 , 해외 문가 컨설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소기

업청, 2013년 소기업 컨설  지원사업 계획 공고). 

11)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업(법)인, 조직경 체가 컨설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  수행계

획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컨설  비용 일부(30〜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2) 보육컨설 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문성 강화, 인증어린이집의 질 리를 해 보육컨설

턴트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컨설 을 하는 제도이다. 2010년 시범 사업 후 2011년부터 

확  실시되었으며, 부분 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황해익·조 오·김병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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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교육정책 집행도구의 한계

 가. 정책도구의 유형

  Howlett(2011: 22)은 ‘정책도구/수단(policy tools/instruments)13)에 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부가 사용하는 각종 기술(techniques) 는 수

단들(means)”이라고 정의하 다. 정책도구는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

될 수 있지만, 특히 ‘집행도구(implementation tools)’는 정책설계를 해 매우 

요한 요소로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방식 혹은 에게 재화나 서비스가 

달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Howlett, 2011: 22-24). 

  Schneider와 Ingram(1990)은  정부에서 시민의 행동에 향을 끼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한 도구 는 수단들의 증 상을 지 하고,  정책

도구를 ‘권  도구(authority tools)’, ‘유인  도구(incentive tools)’, ‘상징 ·

권고  도구(symbolic and hortatory tools)’, ‘역량형성 도구(capacity building 

tools)’, ‘학습도구(Learning tools)’로 분류하 다. McDonnell과 Elmore(1987; 

1994)도 이와 유사하게 ‘명령(mandate) 도구’, ‘유인(inducement) 도구’, ‘역량

형성(capacity building) 도구’, ‘체제변화(system changing) 도구’, ‘권고·설득

도구(hortatory policy)’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통 인 수단인 권  도구(authority tools)는 허가, 지, 특정 행

동에 한 규칙 등을 로 들 수 있으며, 정책 리인과 상자가 주종 계

의 조직구조에 반응하여 하 수 의 리인이 지시를 따르는 것을 가정한다

(Schneider & Ingram, 1990). McDonnell과 Elmore(1987)의 명령도구 역시 

권  도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명령도구는 성문법, 행정규칙, 법원 결, 

교육청 방침, 학교규칙 등의 형식을 가지는데, 주로 집단 구성원들이 같은 방

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때나 명령이 집행 가능한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이

다(Fowler, 2007).

13) 정책학 분야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통치수단(governing 

instruments)’, ‘정책도구(policy tools)’ 등의 다양한 용어들은 부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Howlett, 201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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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유인 도구(incentive tools)는 순응을 유도하거나 이용을 권장하

기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가시  보상이나 가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유인책(inducements), 수수료(charges), 제재(sanctions), 물리력(force) 등 다

양한 세부 유형이 포함된다(Schneider & Ingram, 1990).

  상징  권고  도구(symbolic and hortatory tools)는 정책 상자들이 바

람직한 행동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고, 무형의 가치나 이미지, 상

징, 기호를 사용하여 정책선호행동에 한 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Schneider & Ingram, 1990). 특정 정책이 자유, 평등, 안 , 효율성, 통보

존 등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거나, 연  약물방지 캐치 슬로건이나 음주운

 캠페인 등에서 부정 인 이미지, 상징,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로 들 수 

있다(Schneider & Ingram, 1990). 이 정책도구는 행동을 장기간에 걸쳐 진

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유용하지만, 정부의 정치  선동이나 조종에 그

칠 가능성이 있다는 단 이 있다(Fowler, 2007). 

  역량구축 는 역량형성 도구(capacity building tools)는 개인, 집단, 리인

들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거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훈련,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chneider & Ingram, 1990). 유인도구와의 

요한 차이는 ‘투자(investment)’인데, 역량구축 도구는 개인이나 조직의 기

능에 항구 인 변화를 일으키기 해 장기 인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Fowler, 2007). 

  마지막으로, 학습도구(Learning tools)는 집행기 과 정책 상집단이 행동

에 해 학습하면 효과 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Schneider & 

Ingram, 1990). 무엇을 해야할 지 불분명하고 잘 알지 못할 때, 성과평가, 공

청회, 상, 자문 원회, 시민패  등 기 간의 상호작용을 진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 토론, 학습, 교육훈련은 문제에 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학습하도록 도와  수 있다(Schneider & Ingram, 1990). 

 나. 기존 정책집행도구의 한계

 

  국내에서도 교육정책 집행의 효과  이행을 통한 학교교육 개선을 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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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력들이 경주되어 왔다. 통 인 학교교육의 질 리 수단으로서 교육

청 장학사들에 의한 장학 활동이 실시되었으며, 재까지 많은 교육법규  

행정  지침과 같은 권  는 명령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다. 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해 학교폭력 방이나 교육비리 척결 등 각종 캠

페인과 학교 신 강조, 그리고 학교평가, 사업평가, 감사 등의 사후  평가 

활동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해 왔다. 

  하지만 장학의 를 들면, 통  장학이 교육청에 의해 권 이고 획일

인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교 장의 부담만 가 시키고 교수-학습 개선

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 이 지속되어 왔다(진동섭·김도기, 2005). 

한 교육 문직의 문성 결여, 학교에 해 계  성격의 지도·감독 기능

과 수평 · 문  성격을 띠는 지원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기능상 갈

등 문제(홍창남, 2012)는 재의 교육행정시스템 내에서 장학 활동에 의한 교

원의 문성 제고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평가, 각종 사업평가, 감사 역시 일반 으로 사후 으로 이루어지고,  

재정 증감, 사업 지속 여부, 인사·승진 등에 활용됨으로써 문서상 요식행 와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학교교원  학교경 자들의 자발 이고 극

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한 통상 획일 이고 정형화

된 기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별 학교  교원의 여건, 문제 특성에 맞는 

도움을 주기 힘든 한계가 있다. 

  상술한 것처럼 명령도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

할 때나 명령이 실 으로 집행 가능한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이다(Fowler, 

2007). 보유한 자원과 역량, 제도  환경이 다른 경우에는 실행을 담보하기 

힘들며, 구성원들의 형식 인 순응, 항을 유발할 수 있다. Benveniste(1986)

는 일반 으로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벌칙이 포함된 명령도구를 과용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책이 실행될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 규정을 만

드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사들에게 리 퍼져 있는 무기력

증과 비효율은 이런 정책도구를 과도하게 사용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chneider와 Ingram(1990)은 정책도구는 정책문화를 반 하지만, 정책도구

가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지 한다. 일방 인 상징 ·권고  도구에 

의존하는 사회는 상징  호소에 주로 반응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진단하거나 



- 41 -

립할 능력이 부족한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인센티 에 의존하는 사

회는 개인들이 시민으로서 가진 기본 신념만으로는 정책선호  행동을 취하

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과 제재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3.  새로운 정책집행도구로서 컨설 의 기능

  정책 집행에 있어서 컨설 의 활용 증가는 Salamon(2002: 9-18)이 언 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수단들의 활용에 따른 거버 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 련이 있다. 통  행정에 비해  정부에서는 ‘명령과 통제’보다는 

‘ 상과 설득’, ‘계서(hierarchy)’ 보다는 ‘네트워크(network)’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  민간부문’ 보다는 ‘공사조직의 력’을 강조한다. 종래에 정부가 재

화나 서비스를 직  제공하던 방식과는 달리, 최근 정부는 계약, 보조  등 

간 인 정책수단들을 활용하며(Salamon, 2002), 문 료의 재량권과 공공

자 을 지방정부와 민간기 들, 즉 제3의 트 들(third party partners)에게 

임하거나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노화 , 2012: 306)14). 

  교육정책 집행에 있어서 컨설 의 활용 증가는 정부가 동료교사, 민간 문

가, 민간단체 등과 계약을 통해 컨설턴트로 활용함으로써, 과거에 정부가 직

 수행하거나 명령, 강제, 지도, 감독, 평가하던 통  정책집행 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 집행도구로서 컨설 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가. 정책 순응 확보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은 김용(2013)이 지 한 것처럼 정책 집행 

조직 는 정책 상 집단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항을 극복하고 정

14) 이러한 변화는 Salamon의 "제3자  정부(the third party government)"나 Kettle의 " 리

정부(government by proxy)"로 표 되고 있다(남기범, 2008: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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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효과를 증진하기 해 ‘순응 확보 기제(compliance mechanism)’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 순응 도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부분 집행조직이나 개인이 자신

들의 이해 계와 상충되거나 집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응하지 않는다

고 본다. 통 으로 활용되는 순응 확보 수단은 설득, 유인, 강압 등인데(정

정길 외, 2014), Schneider와 Ingram(1990),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

책도구 유형에 입해 보면, 설득 ·권고  도구, 유인도구, 권 ·명령 도구

가 순응도구로서 일반 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정부는 공식 인 평가를 통해 교육청  학교에 재정을 차등 지

원함으로써 정책 순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는 외부 문가를 통한 컨설

을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산시키고 계자들을 설득·권고하는 방

식으로 순응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자가 유인도구, 권 ·명령 도구에 해당

한다면, 후자는 설득 ·권고  도구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권고  도구들

은 정책에 한 순응, 활용, 지지를 권장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며

(Schneider & Ingram, 1990), 이처럼 컨설 은 일종의 ‘설득 ·권고  도구’ 

성격을 띠면서 정책 순응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나.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한편, 정책 운 상의 문제 을 발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정책 집

행과정  성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문제 을 해결해 더 나은 집행

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해 컨설 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정책평가의 일반  략  로그램 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해 정보

를 수집하는 방법을 ‘모니터링(monitoring)’이라고 하는데, ‘집행 모니터링’은 

로그램이 계획되었던 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주안 을 두고, 

‘성과 모니터링’은 당  기 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주안

을 둔다(노화 , 2012: 556-557). 정책평가 방법  ‘형성  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과정 평가’라고도 하며15), “ 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아

15) 정책평가는 학자에 따라 ‘형성  평가’와 ‘총  평가’로 구분하기도 하고(King, 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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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유동 일 때 로그램 개선을 하여 수행하는 평가”이다(노화 , 2012: 

555). 

  앙정부나 교육청은 새로운 로그램 운  기 는 로그램이 어느 정

도 집행된 후 학교가 계획한 바 로 잘 집행하고 있는지, 운 상 문제 이나 

장애요인은 없는지, 정책의 어느 측면이 확 , 수정 는 개선되어야 하는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동시에 정책성과를 빨리 확산시키기 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타 학교에 시키고 싶어 한

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 외부 문가를 보내 

컨설 을 실시함으로써, 문제 을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우수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개선방향에 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과정평가의 일환으로 

컨설  결과가 일부 활용될 수는 있지만, 컨설 과 정책평가가 완 히 동일

한 것은 아니라는 인데, 양자는 상이한 목 과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IV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다.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 응 진

  Berman(1978)의 응  집행이론에 따르면, 교육정책의 미시  집행구조 

속에서 일선 집행조직인 교육청과 학교는 정책 로그램에 응하면서 조직을 

변화시키고, 정책 로그램 한 교육청과 학교가 처한 환경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컨설 의 일반 인 목 이 고객조직의 변화 이행을 돕는 것(Kubr, 2012)

이라고 한다면, 컨설 은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 응 과정에서 양자가 잘 

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결과 으로 ‘변화 진자(Change agent)’로서 작

용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정책목표 달성을 해 정책집행조직이 정책 로

그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정책 로그램을 집행조

and Fitz-Gibbon, 1987: 12-13, 노화 , 2012: 554에서 재인용), ‘과정평가’, ‘효과평

가’(Nachmias, 1979: 5-6, 유훈, 2007: 284-285에서 재인용)로 나 기도 한다. 정책평가를 

좁게 보면 사후  평가로서 '성과/효과평가'에 한정하는 반면, 넓게 보는 에서는 ‘과

정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유훈, 2007: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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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맥락과 여건에 맞게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개  과정에서 외부 문가의 도움과 컨설 이 도움을  수 있는

가에 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 를 들어, 미연방 

교육개  로그램 집행 결과를 분석한 랜드보고서(1973-1978)에서는 정책의 

실행에 정  변화를 진하는 외부 자원의 역할과 능력에 해서 매우 회

의 이었다(Mclaughlin, 1990). 랜드보고서는 일반 으로 패키지된 로그램

과 외부 컨설턴트들이 특정한 지역 환경을 무시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별로 효과 이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Crandall 등의 DESSI 연구(1982, Mclaughlin, 1990: 14에서 재인용)

는 다른 결론을 보여주었는데, 외부에서 개발된 로그램과 외부 컨설턴트가 

하게 제공된다면, 지역의 개선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는데 매우 효과

이라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외부 자원들은 지역의 노력에 맞춰서 외부 로

그램을 수정하거나 지역 환경에 맞춰서 조언을 하 다. 

  국내 연구물  송경오(2013)는 자율형 공립고 정책 집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율형 공립고 컨설 이 외부 자원으로서의 한계는 존재하 지만, 결과

으로 자율형 공립고 정책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원의 역량과 의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정책과 집행 상조직의 상호 응을 진하는데 기여하 다고 

평가하고 있다. 

라. 역량구축도구, 학습도구로서의 컨설

  Schneider와 Ingram(1990)에 의하면, 정책 상 집단에게는 행동을 변화시

킬 동기가 충분히 있지만,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하기 해 필요한 정보, 기

술, 자원 부족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교육, 상담, 훈련, 기술

지원, 컨퍼런스 등을 통한 사실 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은 집행기 들이 새

로운 로그램이나 실행을 채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한 집행기 들은 장

기  편익을 인지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기비용-자본, 시설, 

재교육, 기술 응, 정치  비용 등-이나 충분한 재정 ·조직 ·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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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출, 출보증, 바우처(vouchers), 보조 , 

인력, 설비, 컨설 , 상담 등의 자원 공   지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역량구축 도구는 새로운 신 로그램의 채택을 장려하기 

해 자주 사용된다(Schneider와 Ingram, 1990). 컨설턴트들은 제3자로서 해당 

문제에 이해 계가 없고(Block, 2007), 학교구성원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기술

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한 모든 컨설 은 학습 이고 교육 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Block, 

2007), 컨설 은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학교조직  교육행정기  간의 상

호작용을 진하고 문제와 쟁 들을 공론화하는 장으로서, 하나의 학습과정

이 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 의견이 상충할 때, 

토론이나 재 로그램 성격의 컨설 은 모순되는 문제들에 해 다시 정의

하고 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정책에 한 학습과 이해도를 높여  수 있다.  

4.  정책도구의 선택과 정책 조합(policy mix)

  정책도구는 도구 자체의 특성 보다 어떠한 정책도구를 어떠한 목 으로,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요하다. 정책도구는 단지 

정책목표의 달성을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독자 인 효과

(autonomous effects)를 내기 때문”이다(Peters & Hoornbeek, 2005). 

  Schneider와 Ingram(1990: 523)은 “역사  시기마다 특정 정책도구들에 

한 편향(bias)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동기 

부여되는가에 한 서로 다른 당  근거(rationales), 한 한계

(appropriate limits)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를 들어 미국 존슨 

정부의 Great Society는 역량구축도구를 많이 사용했고, Reagan 정부는 인센

티  정책과 상집단에게 향을 주려는 캠페인에 한 투자가 증했다는 

것이다. 

  상술한 로 최근 국내·외 모든 정책단계에서 컨설 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

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정책집행도구로서 컨설 은 정책 순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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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선, 정책과 조직의 상호 응 진, 역량구축  학습

을 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순응 확보 기제로서의 컨설 은 공공의 일반이익을 하여 정책이 반드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 집단이 선호하지 않는 정책이나 규제정책의 경우

에 일종의 설득 ·권고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모니터링 도구, 정

책개선 도구로서 컨설 은 모든 정책 유형에 해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과정 

 성과를 평가하는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호 응 진기제, 역량도구

나 학습도구로서의 컨설 은 새로운 신 로그램의 착수를 진하고, 정책

집행조직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보, 자원, 의사결정기술 등이 부족한 경우 

이를 높이기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순응기제로서의 컨설 은 표면 으로 집행조직의 순응도를 높여 정

책효과를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근본 으로 역량을 높이는데 도

움을 주지는 못하고, 장기 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래할 수 있다. 흔히 학

교와 교사들은 외부에 의해 계획된 다양하고 모순되는 정책들을 신속히 받아

들이도록 기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방 인 정책 순응 요구에 해 학

교들은 종종 교육의 실제나 조직의 변화에 향을 미치기 보다는 형식 ·상

징 으로 집행하거나 문서상으로 응을 조작한다(Ball et al., 2012). 컨설

이 규제정책이나 비선호 정책과 결합될 경우, 부정 인 태도를 가진 학교에

게 일방 으로 정책을 강요하면서 덧붙여 무조건 컨설 을 받도록 한다면 당

 정책 뿐 아니라 컨설 에 해서도 항이 발생할 수 있다. 컨설 이 권

고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컨설 의 목 이 일차 으로 순응 확보에 

있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설득·권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모니터링을 목 으로 컨설 을 활용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할 면이 많다. 

정책 집행  성과 모니터링을 해서 모든 학교에 해 컨설 을 실시할 경

우, 자칫하면 ‘평가’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컨컨설턴트는 학교조직

과 그 활동에 해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지만, 이는 정책집행 과정이나 성

과를 평가하거나 로그램 개선 자체에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차 인 목 이 있다. 

  따라서 학교조직과 교사집단의 특성, 컨설 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은 순응확보나 모니터링 수단 보다는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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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상호 응 진, 역량 강화나 학습의 도구의 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순응을 유도하

는 것은 교육훈련, 워크 , 공청회 등 다른 정책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모니

터링이나 정책 개선은 별도의 평가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Fullan(2001: 185)은 “컨설 은 개선에 여하기 한 역량 구축, 동기 부

여, 헌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조직에서 컨설턴트를 활용할 때 역량 구

축에 을 맞출 것을 조언한 바 있다. Chrispeels(1997) 역시 역량 형성이 

교육개 의 결정  요소라고 지 한다. 문성 개발이라는 역량 형성을 통해 

많은 교육자들이 명령받은 정책을 어떻게 효과 으로 수행해야 할지 알 수 

있었으며, 유인정책을 최 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컨설 은 독자 인 정책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정책 조합

(policy mixes)’ 속에서 다른 정책수단의 보조 인 정책도구로서 정책효과를 

증진하기 해 활용될 수도 있다. 를 들면 우리나라의 창의경 학교 정책

은 유인도구로서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경  신을 요구하고, 참여 학교

에 해 컨설 을 실시하며, 평가라는 권 인 정책도구를 사용한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개  로그램인 신학교 정책에

서도 학교에 한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제도 변화와 경  신을 요구하고, 

해당 학교들에 해 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 

  Howlett(2011)은 인 정부가 다수의 정책도구를 혼합하여 정책수단 

패키지로 사용한다고 지 한다. 일반 으로 하나의 정책은 여러 가지 유형의 

정책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의 효과 한 다수의 정책도구의 효과가 혼

합된 것이다(정정길 외, 2014). Chrispeels(1997)는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과정 

개선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도구들이 결합되는 패턴을 찾아냈는데, 주 정부가 

가장 선호한 것은 졸업요건 강화, 수업 일수의 연장, 법 제정 등의 명령도구

지만, 유인, 권고, 역량 형성 등의 다른 도구들도 동시에 사용하 으며, 여

러 도구들이 포 인 목표를 향해 일 성 있게 조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공 이었다고 평가하 다. 따라서 컨설 을 다른 정책수단들과 결합할 때 

에도 가능하면 동일하고 폭넓은 정책 목표를 향해 일 성(coherence) 있게 

사용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각 정책이 서로 효과를 상쇄시켜 혼란만 가

될 수 있다는 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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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

1. 개념 정의

가.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지 까지 교육정책 집행을 보는 다양한 과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 컨

설 의 개념과 원리에 해 검토하고, 이를 토 로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컨설 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앙정부 로그램부터 지방의 교육 신 로젝트, 단 학교 

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 의 정책들이 존재하며, 정책은 지역의 제도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 으로 수정되고, 재해석된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   개인들의 능동 인 주체(actors)로서의 역할

을 강조하고,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보다는 복잡한 실 속에서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을 맞춰야 한다는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모호한 목표와 결과물,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 문가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 지역  맥락의 향 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Berman의 응  집행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고, 일선집행조직  료의 재

량, 그들의 역량과 실행 의지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책결정자가 의도하는 목  달성을 한 정책

에 한 순응 확보나 집행 모니터링을 목 으로 컨설 을 활용하기 보다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 응을 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습의 과정에 을 두어야 한다는 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과 학교의 맥락 속에서 정책의 ‘실행’을 성공 으로 이

끌기 한 새로운 도구로서 컨설 의 활용이라는 에서 볼 때,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49 -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한 문가들이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

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로서,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는 단 학교를 비롯하여 교

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간집행기 (agency) 등 여러 기 들이 정책 

실행의 주체이자 컨설  주체로서 참여한다. ‘학교체제 구성원’이란 학교를 

외부환경과 향을 주고받는 유기 인 하나의 ‘체제(system)’로서 악하 을 

때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 과 개인들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이러한 컨설 은 단 학교  교원만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

책을 실행하는 교육부  교육청  행정가들을 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

다. 즉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학교  교원의 문제 해결과 역량 제고 뿐 

아니라, 간조직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의 문제 해결과 정책 실행 

역량 향상을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타 개념과의 비교

 1) 학교컨설 과의 비교

  진동섭 외(2008:31)에 따르면 학교컨설 이란 “학교의 자생  활력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하여,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문성을 갖춘 교육체제 내외 문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활

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학교컨설 의 의뢰인은 단 학교 구성원 뿐 

아니라 학교체제 내에 존재하는 교육행정기  구성원, 교육연수기   연구

기  구성원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학교컨설 과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의

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학교컨설 과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컨설 의 에 있어서 차

이가 있다. 학교컨설 은 주로 단 학교와 그 구성원들이 가진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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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을 맞추는 반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교육행정기 과 그 구성

원들의 문제와 과제들도 요하게 다룬다. 즉 학교컨설 의 주된 고객이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단 학교 구성원들임에 반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주된 고객이자 문제를 가진 이들은 단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행정기  구성

원들이다. 

  한 학교컨설 이 개별 교사의 수업 문제, 학교경 의 문제, 외활동 등 

단 학교의 반 이고 일상 인 문제들에 을 맞추는 반면, 교육정책 실

행 컨설 에서는 단 학교  교육행정기 들이 ‘특정 교육정책’의 실행과 

련하여 겪게 되는 문제들에 을 맞춘다.  

2) 장학과의 비교

  이윤식(1999)은 장학을 “교육활동의 개선을 해 주로 교사를 상으로 행

해지는 제반 지도·조언 활동”(p.243)이라고 정의하고, ‘역할’로서의 장학과 ‘과

정’으로서의 장학을 구분한 바 있다. 역할로서 장학이란 장학사 등 소수의 사

람들이 수행하는 공식 인 지도·조언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과정으로서의 

장학은 교육 장에서 교육 개선과 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  는 비

공식 , 문  는 일상 인 지도·조언 활동을 포함한다.  

  이처럼 장학이 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상으로 하는 반면, 교육정책 실

행 컨설 은 교사의 교육활동 뿐 아니라 학교경  활동, 교육행정가의 활동 

등 교육정책과 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한다는 에서 구분된다. 한 

‘역할’로서의 장학 개념에 입각할 때, 교원 뿐 아니라 외부 문가 등이 다양

하게 참여하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 과 장학의 구분은 더 명확해진다.   

  하지만 장학을 ‘학교  교원을 상으로 실시되는 제반 지원 활동’으로 간

주하거나, ‘과정’으로서의 장학으로 보게 되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뿐 아니

라 학교컨설 , 교육행정과의 구분도 어렵게 된다. 이처럼 장학을 지나치게 

범 하게 해석하는 것은 ‘개념  혼란과 실천  오류’(허병기, 1997)를 발생

시키고, 교육 장에 이론 ·실천 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장학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개

념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을 여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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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 장학과의 비교

  진동섭·김도기(2005: 7)은 컨설 장학에 해 “교원의 자발  의뢰를 바탕

으로 교수-학습과 련된 문성을 계발하기 해 교내외의 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제공하는 조언 활동”으로 정의하 다. 이에 입각할 때, 컨설 장학

은 ‘교원’을 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발  의뢰’를 제로 한다는 , 주로 

‘교수학습의 개선’을 한 조언 활동이라는 , ‘특정 교육정책 실행’을 제

하지 않는다는 에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과 차별성을 갖는다. 

  하지만 의 컨설 장학 개념은 교원의 자발 인 요청을 제로 하므로 학

교컨설 , 특히 수업컨설 과 이론 ·실천 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컨설 장학이 기에는 수업 개선, 교수학습 역에 을 두었으나, 최근에

는 상이 확 되어 수업 외 역, 교육정책 역까지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는 (이병환 외, 2011; 김정  외, 2013)에서, 학교경 컨설 이나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과도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교육청의 실 주의로 

인해 교원의 비자발 인 의뢰가 종종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에서(김정  

외, 2013), 실 으로 통  장학과도 구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교육청이 주 하는 모든 형태의 컨설 에 해 컨설 장학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란은 컨설 장학을 교육청이 주도하면서도 상향식 교육개

 근인 학교컨설 의 자발성 원리를 그 로 차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

각된다. 교육청의 장학 활동은 기본 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에 한 행정청의 

책임과 공공성을 근거로 일정 정도 강제성과 의무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들에 학교  교원의 자발성을 제로 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다. 

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 온 장학 개념 자체가 매우 포 이고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어, 장학에 컨설 을 도입한 컨설 장학의 범주와 개념 역시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 개념과의 복을 피하고 실천  혼란을 

이기 해서는, 향후 컨설 장학에 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과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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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평가와의 비교

  정책평가의 의미와 범주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16), 

정책평가가 일반 으로 ‘정책 로그램’ 자체에 이 있는 반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단 학교  교육행정기 의 ‘문제 해결’에 이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정책평가가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계획된 바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반 하고자 하는 활동이라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단 학교 등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여 궁극 으로 

그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개선을 추구하는 활동으로서 상향식 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이 결과 으로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효

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일차 인 목표는 아니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

는 것이 컨설턴트의 과업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함이

지 컨설턴트가 정보수집원이나 평가자는 아니다. 

  한 정책평가가 일반 으로 ‘정책의 반 인 역’에 해, ‘모든 조직’을 

상으로-일부를 표본으로 해도 이는 모집단  표성을 고려하여 표출한 

것이므로 일반화가 목 이다-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특

정 문제’ 해결에 이 있고, 주로 ‘문제나 도  과제를 안고 있는 일부 

조직’을 상으로 한다. 따라서 컨설  결과에만 의존하여 정책을 평가할 경

우 정책의 성과나 집행 실태를 잘못 악하거나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

므로, 양자를 동일시하여 체하기 보다는 필요시 컨설  결과를 정책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어 별도로 평가 을 구성한 

뒤 독립 이고 객 인 태도로 정책을 종합 으로 평가하되, 그 과정에서 

개별 학교  행정기 들의 컨설  결과나 컨설턴트들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16) 넓은 의미에서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기 한 사  분석’-이를 

일반 으로 ‘정책분석’이라고 함-을 포함하지만, 흔히 정책과정에서의 평가란 ‘정책집행이

나 집행의 결과를 검토하기 한 사후 이고 회고 인 검토’만을 의미한다(노화 , 2006). 

이러한 입장에서 노화 (2006: 4)은 정책평가를 “하나의 로그램이 산출결과(outcome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으며, 왜 그 게 작동하는가에 해 객 인 측

정과 분석방법을 활용하는 개별 이며, 체계 인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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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

 

  Gallessich(1982, 홍창남, 2002: 7에서 재인용)는 다양한 방식의 컨설 을 

모형화하기 하여 문제의 정의, 컨설 의 목 , 컨설 의 방법과 가정, 컨설

턴트의 역할, 컨설턴트의 가치라는 다섯 가지 차원의 거를 설정하 다. 

  홍창남(2002)은 학교경 컨설 의 개념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컨설 의 

기본원리, 문제의 정의, 컨설 의 목 , 컨설 의 방법과 가정, 컨설턴트의 역

할 다섯 가지 거를 분석의 틀로 사용하 다. 

  진동섭 외(2008)는 학교컨설 의 개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성이나 속성

들로 개념 모형을 구성하 는데, 구성 요소는 컨설 의 목표, 참여 주체, 과

업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컨설 의 거와 구성요소들 에서 1) 문제의 정

의, 2) 컨설 의 목 , 3) 참여주체와 역할, 4) 컨설 의 과업, 네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란 컨설 에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즉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와 련된 것이다(홍창남, 2002)17).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심을 

가지는 문제는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문제’, 즉 ‘정책

실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을 집행조직과 정책의 상호 응 과정으로 보는 에서 볼 때, 

‘정책실행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정책실행 조직’의 

결함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자체, 즉 ‘정책’의 결함에서 비

17) 홍창남(2002)은 컨설  유형에 한 논의의 핵심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있다고 

하면서, Gallessich(1982)의 컨설  유형 분류를 수정하여 교육훈련모형, 임상모형, 정신보

건모형, 행동모형, 조직모형, 로그램 모형으로 나 었다. 교육훈련 모형과 정신보건 모형

은 의뢰인의 지식·기술·태도 등의 결함을 문제로 보는 반면, 임상모형은 환자의 질병과 기

능장애를 문제의 본질로 간주하고, 의뢰인은 문제의 범주에서 제외한다(홍창남, 2002). 행

동모형, 조직모형과 로그램 모형은 의뢰인의 결함과 의뢰인이 요구한 업무 문제(사람 

는 로그램) 양자 모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홍창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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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되는 문제이다. ‘정책실행 조직’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는 정책실행 의지나 

역량 부족, 자원 부족, 리더십 미흡, 표 운 차, 의사소통 문제 등을 로 

들 수 있다. 한편, ‘정책’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잘못된 기획, 정책의 명

확성  일 성 부족, 잘못된 집행수단 선택 등을 로 들 수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후 으로 발생하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

하거나 개  로그램에 착수하기 , 는 착수 기 단계에서 학교체제 

내·외부 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정책실행 조직이 도 인 

정책과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컨설 은 학교나 지방행정조직이 앙정부 

의 로그램을 자신들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변형시키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나. 컨설 의 목

  Block(2007: 107)은 일반 으로 컨설  로젝트의 목 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하 다. 

  ∙ 업무 목표 : 기술·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

  ∙ 학습 목표 :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고객을 가르치는 것

  ∙ 조직 개선 목표 : 조직이 자원을 리하는 방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

식, 내부에서 일하는 방식을 향상시키는 것

  Kubr(2012: 41)는 경 컨설 의 일반 인 목 을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경 상의 문제 해결,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활용, 학습의 증 , 변화의 

실행” 다섯 가지로 보았다. 

  진동섭 외(2008: 32)는 학교컨설 의 궁극 인 목표가 “학교의 자생  활력

을 함양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고, 보다 구체 인 목표들

은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문제 해결, 학교의 내  교육 역량 강화, 학습공동

체 문화 형성, 사회 변화에 능동 인 학교 구축”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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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Ⅲ장에서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의 바람직한 기능을 ‘정책과 

조직의 상호 응 진’, ‘정책실행 주체의 역량 구축’과 ‘학습 증진’으로 도출하

는데, 이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일반 인 목 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와 같은 컨설 의 목 과 기능에 한 의견을 종합하면,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일반 인 목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궁극 인 목  : 교육정책 목표 달성

  ∙ 세부 인 목  : 교육정책 실행 문제 해결

                    정책과 조직의 상호 응 진

                    정책실행 주체의 역량 구축과 학습

                    

  즉,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일차 인 목 은 당면한 정책실행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한 정책과 정책실행 조직의 상호 응을 진함으로써 조

직과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며, 학습을 통해 정책 실행주체들의 역량을 구축·

강화함으로써, 궁극 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일반 으로 공공정책의 목표는 매우 모호하고 포 이며, 여

러 목표와 수단들이 존재하는 ‘목표-수단의 계층제’ 성격(정정길 외, 2014)을 

갖기 때문에,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목  한 여러 기 과 개인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르게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따라서 컨설 을 

시작하기 에 다양한 고객들과 컨설턴트 간 의를 통해 무엇을 가장 우선

시할 것인지에 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참여 주체와 역할

  일반 으로 ‘사람’을 상으로 하는 의료  정신보건 컨설 은 컨설턴트

(consultant), 의뢰인(consultee), 고객(client) 삼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하

지만(Gallessich, 1982), 컨설 의 상이 ‘조직’인 경 컨설 의 경우는 통상 

컨설턴트와 고객 양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규정한다(진동섭, 2003).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경우 컨설 의 과 상이 주로 ‘정책 실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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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실행 조직’에 있기 때문에, 컨설 은 고객과 컨설턴트 양자 간의 상호

작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 참여하는 기 과 개인

들은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기 , 개인들의 숫자만큼 다양하지만, 컨설  과정

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놓고 보면 크게 고객, 컨설턴트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고객(client)18)

  Block(2007)에 의하면, 컨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한다.   

부분의 컨설  로젝트에는 고객이 여러 명이며, 고객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부서 는 업무그룹, 체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컨설턴트가 고객조직

에서 직  상 하는 업 리자(line manager)는 한 명이지만, 기 회의에 

참석하거나, 실행을 승인하며, 컨설  결과보고서를 받는 사람 등 실행에 

련된 다른 사람들도 고객의 범주에 들어간다(Block, 2007). 

  Kubr(2012: 118)은 고객에 해 ‘컨설턴트와 업무에 해 논의하고 컨설  

로세스에 력하고, 보고받고, 이를 최고경 자가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추천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는 고객조직에 속한 특정한 개인 는 집단’으로 

정의하 다. 하지만 실제 컨설  과정에서는 고객조직의 많은 리자들이 참

여하거나 향을 받게 되는데, Kubr(2012)는 이들 역시 넓은 의미의 고객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 다. 

  Schein(1987: 117-118)은 다양한 범주의 고객들에 한 이해를 돕기 해 

<표 IV-1>과 같이 고객시스템 내 존재하는 고객의 유형을 범주화하 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고객이 두 개 이상 범주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다. 

18) 이 경우 컨설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동시에 의뢰인이므로 ‘의뢰인’이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며,  학교컨설 과 학교경 컨설  모형(진동섭, 2003; 진동섭 외, 2008)에서는 주로 

‘의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 인 컨설  이론에 입각하

여 ‘고객’과 ‘컨설턴트’ 양자 간의 역할에 을 맞추기 해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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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고객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범주의 고객들

유형 역할

고객 최 로 컨설턴트와 

간고객
사실 발견, 로젝트 계획 수립, 안 검토 등 

다양한 회의에 참석함

계약고객 컨설턴트 선발, 상, 컨설 계약에 핵심  역할

주요 는 근본고객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궁극 인 고객
컨설턴트와 직  하지 않더라도 컨설 에 

향을 받는 사람들로서 재 계획 시 고려해야

후원고객
컨설  재정 부담, 컨설턴트 선정, 후속조치 결정, 실

행을 한 제안을 승인하는 역할 수행

  * 출처: E. Schein(1987) pp. 117-118 내용을 요약함. 

  Block(2007)에 의하면, 컨설턴트는 계약 단계에서 고객이 구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로젝트 시작에 깊이 여했다면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컨설

턴트, 고객, 고객의 상사라면 3자 계약이 되고, 다른 이가 포함되면 4자 계약

이 된다. 어도 컨설턴트와 고객 사이에서 이들 역할을 인정하고, 로젝트

에 여한 사람들과 최소한 한 번은 회의를 함으로써, 그들의 동기와 원하는 

바를 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컨설턴트 입장에서 가 주요고객이며, 구의 만족을 우선시할 것

인가를 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고경 자가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정부가 공공기업에 컨설턴트를 견하는 경우(Kubr, 2012), 교육부나 교육청

에서 학교에 해 컨설 을 의뢰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턴트는 “문제의 원인이 구에게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들이 바로 주요고객이기 때문”이다

(Kubr, 2012: 119).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 문제의 핵심이 교육부나 교육청 조직에 있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라면, 주요고객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그 조직의 담당자들일 것이다. 한 문제의 핵심이 학교조직에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역시 그들이라면 주요고객은 학교조직 는 그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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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 자, 교원들일 것이다. 물론 정책실행 문제가 여러 기 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면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조직 모두 주요고객이 될 수 있다. 교

육부, 교육청, 학교가 주요고객에 포함된다면 컨설턴트를 포함하여 4자 계약이 

되고, 컨설  로젝트를 별도로 리하는 간 리조직이 존재한다면 5자 계

약이 될 수도 있다.

  최  고객이나 간고객, 계약고객 등은 컨설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정책 실행 컨설  과정에 직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 결과

에 향을 받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궁극 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

다. 후원고객은 컨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재정 부담을 가 하는가

에 따라 학교조직이 되거나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 이 될 수 있다. 

2) 컨설턴트

  컨설턴트(consultant)란 고객에게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가로서, 

개인일 수도 있고, 컨설  이나 부서, 컨설 단체나 조직일 수도 있다. 교

육정책 실행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문성

이 있는 교사, 능력 있는 학교장이나 경 자 뿐 아니라 교육행정가,  기업인, 

외부 문가, 정책  사업 유경험자, 교육행정기  경력자 등이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컨설턴트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컨설턴트의 가장 기본 인 역할은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객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할은 ‘expert consulting’, ‘service-provider 

consulting’으로 불린다(Schein, 1990). 더 깊은 상호작용은 ‘management 

consulting’이라고 하는데, 고객조직의 변화를 한 작업과 결정을 지속 으

로 안내하고 향을 미치는 것이다(Bussey, et. al., 2014). 학교조직은 컨설턴

트가 단지 문가나 정보 제공자 역할 정도에 그치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컨설턴트들은 조직 개선이나 변화를 해 더 많은 참여와 력을 기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컨설  로젝트 기에 고객과 컨설턴트는 자신들의 역할 

분담과 방법에 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Bloc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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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  리자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도 학교컨설 에서처럼 컨설  리자를 독립

인 주체로서 상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컨설 의 참여주체에 한 일반 인 논의에서는 학교컨설  의뢰인,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  리자 삼자 간의 계와 역할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컨설  리자는 ‘학교컨설 의 반 인 과정을 장하고 원활한 학교

컨설  진행을 지원하는 문가’이다(진동섭 외, 2008: 36). 의뢰인은 컨설  

리자에게 컨설 을 의뢰하며, 의뢰인과 컨설턴트는 리자를 통해 만나게 

된다. 학교컨설  모형에서 컨설  리자를 별도 주체로 상정한 것은 실

으로 개별 교원이나 학교가 컨설턴트를 알거나 하기가 쉽지 않고, 컨

설  로젝트를 보다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컨설  리자의 존재는 컨설턴트와 고객(의뢰인)의 역할이 

컨설  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리자의 역할을 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컨설턴트와 고객이 컨설  계획과 실행에 한 책임에 있어서 50  50

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Block, 2007: 47), 리자의 존

재는 오히려 양자의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박효정 외(2009)에서는 학교 장에서 컨설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와 컨설 리자 역할의 모호성 문제가 제기19)되었음을 지 하면서, 

학교컨설턴트와 학교컨설  리자를 독립 인 역할로 설정하고 있는 기존의 

논의에 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따라서 학교컨설턴트와 학교컨설  

리자를 구분하는 신에 학교컨설턴트로 총칭하고 학교컨설턴트의 역할을 

실행컨설턴트와 총 컨설턴트로 구분하여 총 컨설턴트가 학교컨설  리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모형에서는 교육행정기 , 학교, 컨설턴트, 간매개

조직으로서 연구기 , 학 등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이 참여한다. 여기서 고

19) 의뢰자의 입장에서는 ‘학교컨설  리자’의 구체 인 역할에 하여 의문을 가졌고 학교

컨설턴트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컨설  리자에 한 수임료를 

부담하는 것에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 다(박효정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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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는 의뢰인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구기 , 학교 등 다

양한 주체들이 될 수 있고, 컨설  로젝트 리는 고객 내부에서 일부 조

직이나 부서, 혹은 특정 개인이 담당할 수도 있다. 컨설턴트를 담당하는 조직 

는  내에서도 특정한  는 개인이 로젝트를 총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컨설  리자는 의뢰인과 컨설턴트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독립된 제3의 기 이 리자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논리 이고 실

으로 컨설  모형 내에 리자를 반드시 독립 인 주체로서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단된다. 

라. 컨설 의 과업

  ‘과업’의 국어사  상의 정의는 ‘꼭 하여야 할 일이나 임무’이다. 진동섭 외

(2008: 37)는 학교컨설 의 과업을 ‘성공 인 컨설  수행을 해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문제의 진단, 안 수립, 해결방안 실행 지원, 교

육·훈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원체제 구축’ 다섯 가지

로 제안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일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여기에서는 1) 문제 진단, 2) 문제 해결을 한 안 

수립, 3) 해결방안 실행 지원, 4) 교육·훈련, 5) 인 ·물  지원체제 구축 등 다

섯 가지 과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제의 진단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가 제일 먼  할 일은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

엇인지 정확히 기술하고  상황에 해 가능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림을 

그려 주는 것이다. Block(2007: 263)에 의하면,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가장 많

은 도움을 주는 부분은 개 ‘문제 재정의(redefinition)’이다. 즉, 컨설턴트가 

하는 요한 역할은 고객이 최  만남에서 말해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합

의를 통해 이에 한 공동의 정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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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br(2012) 역시 로젝트 시작 에 고객과 컨설턴트 간 문제에 한 일

차 인 정의를 수정하고 공동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 다. 이는 컨

설  과정에서 원활한 력이 형성될 수 있기 해서이며, 이러한 공동의 정

의는 이후 새로운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일반 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는 다양한 기 과 개인들이 고객으로 

참여하므로, 시 한 문제가 무엇인지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컨설턴트

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서 의함으로써 가장 요하고도 시 한 문제, 당

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정의해야 한다. 한 이러한 문제가 정책 자

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실행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표 운

차,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것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2) 문제해결을 한 안 수립

  컨설턴트는 가능하면 객 ·과학 으로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고, 고객조

직의 여러 사람과 의한 내용을 토 로 문제 해결을 한 안을 수립하여 

고객조직에게 자신의 권고사항과 기 효과 등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은 단순히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일방 으로 자신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발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실행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 즉 이행 단계의 시작(Block, 2007: 324)으로 근해야 한다. 

3) 해결 방안 실행 지원

  Block(2007)은 지 까지 컨설턴트들이 과학 인 분석과 안 제시에 많은 

심을 기울 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는 소홀했다고 지 한다. 해결 

방안이 이론 으로는 잘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  제약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컨설턴트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안

한 해결방안을 심으로 고객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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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훈련

  교육·훈련은 “강의, 세미나, 워크  등을 통해서 학교구성원 혹은 의뢰인들에

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진동섭, 

2003: 60), 가장 보편 인 컨설  방법의 하나이다.  

  이미 Ⅲ장에서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이 하나의 역량구축 도구 는 

학습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교육정책의 

목 이나 방법, 내용에 한 이해를 돕고, 이를 구체 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내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다. 이는 컨설턴트들에 의해 제공

되는 강의, 세미나, 워크 , 기술 습득  실습, 인쇄물 제공 등의 형태로 나타

날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정책실행 주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

가고 변화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5)  인 ·물  지원 체제 구축

  진동섭(2003: 61)은 학교컨설턴트의 이러한 과업을 ‘자원의 발굴·확보  지

원 체제 구축’으로 표 하고 있다. 이는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인 ·

물  자원을 발굴·확보하고 체계 으로 조직하는 활동이다. 

  정책실행 주체들의 모든 문제를 소수의 컨설턴트들이 해결해  수는 없다. 

학교나 교육행정기 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어떠한 

물 ·인  자원과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컨설턴

트는 정책실행 주체들에게 다양한 외부기 , 다양한 분야의 문가, 동료교사

들  행정가들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연결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컨설 이 종료되더라도 학교  교육행정기 들이 다른 기 들 

 문가들과의 력, 네트워크를 통해 주체 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을 가시 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모형을 구안하면 다음과 같다. 



- 63 -

[그림 Ⅳ-1]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그림 Ⅳ-2]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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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은 두 가지로 표 될 수 있는데,  [그림 

Ⅳ-1]은 개별 컨설  상황에서 일어나는 고객-컨설턴트의 상호작용을 나타내

는 반면, [그림 Ⅳ-2]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역동

인 정책실행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 다. 

  [그림 Ⅳ-1]의 개별 컨설  상황에서 고객인 학교체제와 컨설턴트는 교육

정책 실행 문제를 해결하기 해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컨설턴트는 고

객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안의 실행을 돕는다. 

  [그림 Ⅳ-2]는 학교체제 내에서 다양한 기   개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정

책이 앙-지방정부-학교로 달  확산되면서 지역  실행조직 환경에 

맞춰 구체화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보여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는 학교

체제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

교체제와 정책 모두에 향을 미침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 응(mutual 

adaptation)을 진하고, 정책실행 주체들의 역량 구축과 학습을 도모하며, 궁

극 으로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3.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

  학교컨설 의 원리가 컨설 의 본질과 특성을 학교조직에 용하여 도출된 

것처럼,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는 컨설 의 본질과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 등을 용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Kubr(2012)는 컨설 의 본질을 지식 달을 통한 가치의 증 , 조언과 지

원, 독립 인 서비스, 일시  서비스, 리활동으로 규정하 는데, 이는 문

성, 자문성, 독립성, 일시성, 리성 원리로 표 될 수 있다. 학교컨설 의 원

리는 자발성, 문성, 독립성, 자문성, 한시성, 학습성으로 제시되며(진동섭 

외, 2008), 이재덕·박수정(2013)은 수업컨설 에서 ‘ 력성’, ‘주체성’, ‘ 장성’ 

등의 원리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정책 실행의 특성은 모호한 목표와 성과, 

느슨하게 결합된 집행체제, 일선 료의 재량과 역량, 의지의 요성,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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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맥락의 요성 등이 있으며, 김신복 외(1996)은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합성, 합리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책무성 등을 들었다. 

  이러한 컨설 의 여러 원리들과 교육정책 실행 특성, 가치 등을 종합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본질을 규정하고 컨설  계획·실행·평가의 거(진

동섭 외, 2008)가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주체성’, ‘ 문성’, ‘독립성’, ‘ 력성’, 

‘학습성’, ‘책무성’ 여섯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가. 주체성

  최근에는 단 학교 수 에서도 정책은 결정되고 재해석되며 교사나 일선

료들을 수동 인 정책집행자 는 상집단이 아니라 능동 으로 정책을 실

행(enactment)하는 주체(主體)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실행 주체로서 

학교, 교원, 일선행정가를 보는 은 정책 문제 해결을 한 컨설  과정에

서도 이들을 핵심 인 고객으로 인정하고, 극 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을 시사한다. 학교컨설  원리에서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학교·교원 등 의

뢰인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는 단 학교나 교원, 일선 료가 스스로 

컨설 을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육정책이나 학교 신 로젝트에 참여

하고자 공모계획서 비 등을 해 학교에서 주도 으로 컨설 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정 정책을 실행하는 도 에 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상

행정기 에 의해 컨설 이 시작되는 경우가 더 일반 이다.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는 ‘의뢰 당시’의 자발성 보다는 컨설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한 정책실행 주체들의 능동 인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기 해 ‘주체성’ 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학교컨설  선행연구들에서도 제안되었는데, 최원석(2007)은 이를 ‘과정의 자

발성’으로 표 하 고, 이재덕·박수정(2013)은 학교컨설 에 ‘주체성’ 원리가 

새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의뢰인의 ‘자발성’이 모든 컨설 에 있어서 필수 이고 본질 인 요

소인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컨설  로젝트 계약은 고객 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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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도 의뢰

인의 자발 인 요청은 필수 이다. 하지만 의뢰의 자발성이 반드시 교사  

학교의 자발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

거나 향후 견되는 문제에 해 학교나 교원들이 컨설 을 요청할 수도 있

지만, 할 교육행정기 에서 컨설 을 의뢰할 수도 있다. 

  학교컨설  이론이 처음 제안된 당시에도 제3자에 의한 컨설 의 출발 가

능성은 충분히 견되었다. 경 조직에서는 최고경 자가 할부서에 해 

컨설 을 의뢰하는 것이 보편 이며, 미국의 경우 지방교육구에서 할학교

에 해 컨설 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홍창남, 2002). 다만 이 경

우에도 컨설  상인 학교의 선택권이 최 한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구성원

이 필요에 의해 직  컨설 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 강조

되었다(진동섭, 2003; 홍창남, 2002). 

  실 인 측면에서도 학교와 교원의 자발 인 컨설  요청이 일반 이지 

않다는 에서 컨설 리자나 컨설턴트가 컨설 을 먼  권유하는 ‘고안된 

자발성’ 개념이 제시되었다(진동섭·김효정, 2007). 한 이재덕·박수정(2013)은 

수업컨설  사례를 통해 컨설 을 의뢰하는 주체와 컨설 을 받는 주체가 다

를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따라서 컨설 의 제가 되는 자발성이란 의뢰인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이 

컨설 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의뢰인 는 고객이 단일한  

개인이 아닌 이상 고객 그룹 는 조직 내부에서 컨설  필요성에 한 이견

이 존재할 수 있다. 처음에는 컨설 에 해 부정 이었더라도 컨설 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극 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원석(2007)과 이재덕·박수정(2013)은  ‘ 장된 자발성’에서 

출발하 으나 ‘과정의 자발성’으로 변화하는 컨설  사례들을 발견하 다. 

  교육정책 실행은 자율 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부분 공공

성에 근거해 강제성을 띠며, 교육정책 실행을 한 컨설  과정은 일반 인 

학교컨설 보다 갈등 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최  의뢰의 자발성 보다는, 

컨설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실행자인 학교, 교원 등의 극 인 참

여와 동기 부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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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성

  학교컨설 , 경 컨설 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문가들에 

의한 자문  서비스이므로, 문성의 원리가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재

덕과 박수정(2013)은 수업컨설  사례에서 컨설  기에는 의뢰인과 컨설턴

트 자신조차도 문성에 한 의구심을 품었으나, 컨설 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문성에 한 믿음이 생겨났음을 발견하 다. 컨설 을 의뢰한 사람과 

컨설 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고안된 자발성’이 ‘과정의 자발성’, ‘진정한 

자발성’으로 가기 해서는 컨설턴트의 문성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  

  첫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가 되기 해서는 학교교육 뿐 아니라 해당 

정책에 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 이다. 이는 학교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내용  문성과 방법  문성(진동섭 외, 2008)  자에 포함되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일반 으로 모호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제도  환경, 사회문화  환경, 단 학교의 맥락에 맞추어서 이를 재

해석하고 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컨설  기술에 한 문성 뿐 아니라 교육정책 실행에 한 이론  

지식, 학교 장 는 행정기 에서 실제 정책을 실행해 본 경험이 필요하다. 

이 규(2013)는 의료·상담·법률 분야의 컨설 과 마찬가지로 학교컨설턴트에

게도 오랜 기간을 통해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 즉 ‘임상  문성’이 필

요하다고 하 다. 컨설 은 본질상 학습  성격을 갖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많은 컨설 을 경험할수록 문 인 지식, 정책에 한 이해, 컨설  기술을 

더 잘 익히게 된다. 따라서 임상  문성은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 과 개인들의 계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는 일반 

학교컨설  보다 다양한 기 과 개인들이 참여하므로 컨설턴트에게 필요한 

문성 의 하나는 다양한 조직  개인들과 력하여 일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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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성

 

  Kubr(2012: 37)는 ‘컨설 이 독립 인 서비스’라고 강조하면서, ‘기술  독

립, 재정  독립, 행정  독립, 정치  독립, 정서  독립’으로 나 었다. 하지

만, 실 으로 조직 내부 컨설턴트나 특정 고객으로부터 반복 으로 의뢰받

는 컨설 의 경우에는 완 한 독립성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일부 고객들

은 컨설턴트의 독립성 보다는 문성이나 성실성을 더 요시하기도 한다

(Kubr, 2012: 38). 그러나 컨설턴트가 독립성과 객 성을 지니지 못하면 장기

으로 볼 때 컨설 의 신뢰성,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컨설턴트는 최 한 독

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 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는 사람들은 

동료교사나 우수학교 경 자, 교육정책 유경험자, 교육행정가 등이다. 이와 

련하여, 교육청 장학사 등 해당 정책의 리자, 담당자가 컨설턴트로 활동

할 수 있는가에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성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교육정책의 취지나 내용, 방법에 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지역  환경과 학교가 처한 여건에 해 잘 아는 사람  

하나가 바로 그 지역 교육청의 정책 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

책에 해 학교  련기 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치에 있고, 재정 삭감, 

평가 등 직 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리자가 직  컨설 을 하는 

것은 독립성에 한 한 배라고 볼 수 있다. Block(2007: 32)은 컨설턴

트란 “사람, 그룹, 조직에 어느 정도 향력은 있지만 어떤 변화를 추진하거

나 로그램을 이행할 ‘직 인 권력이 없는’ 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

하고, “직  책임지고 일하는 순간부터 컨설턴트가 아닌 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구분한 바 있다. 

  실 으로 해당 정책의 리자는 문제되는 정책에 해 직 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마찬가지로 컨설 의 고객으로서 컨설

 계획에 여하고, 컨설  비용을 부담하며, 컨설  과정에서 의하고 결

과를 보고받는 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컨설턴트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

다. 학교 입장에서도 정책의 지도·감독자 권한을 가진 이가 컨설턴트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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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게 되면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 을 드러내고 컨설 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컨설 은 통 인 장학이나 행정지도  감독행 와 

크게 다르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20). 

  하지만, 정책이 국 으로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단계로서 련 유경험

자나 문가가  없는 경우, 독특한 지역  특성, 학교여건 등으로 인해 

외부 문가 활용이 어렵고 정책 ·지역  문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경우 

등 외 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책 리자가 컨설턴트의 일원으로 참여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한 정책을 담당하더라도 타 지역 교육

청 소속 담당자, 해당 정책과 직 인 이해 계가 없는 동일 지역 교육청의 

담당자라면 일종의 ‘내부 컨설턴트’로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결국 해당 정책의 리자, 담당자가 컨설턴트로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컨설 에 있어서 문성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성을 우선시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두 원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어떠한 

원리를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제의 특수성과 인 ·물  상황을 고려하

여 개별 으로 단해야 할 문제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책 리

자는 컨설턴트에서 제외하고, 수평  계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부 

문가들과 교원들로 컨설  을 구성하되, 컨설턴트와 정책 리자 간 원활

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학습성

  Block(2007)과 Kubr(2012)는 컨설 의 상호학습  성격에 해, 고객들이 

효과 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식과 역량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컨

설턴트 역시 지식과 역량을 강화시키는 양방향 인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학습도구로서 기능하며,  

학습의 과정은 일방 이 아니라 고객과 컨설턴트 간 양방향 인 상호학습의 

20) 홍창남(2012)은 교육청 교육 문직들이 학교의 활동을 리, 통제, 평가하는 ‘ 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도, 조언을 통해 수평 으로 ‘지원’ 해야 하는 ‘기능  갈등’ 상태에 

있다고 지 하고, 역할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상호 배타 인 ‘ 리’와 ‘지원’ 기능

을 분리해야 한다고 역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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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는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을 통해 고객인 정책실행 주체들은 교

육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방법에 해 잘 알게 되고, 교육정책 실행을 한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 부딪칠 새로운 문제들에 어떻게 

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 한 컨설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해 더 잘 이해

하고, 정책 실행을 한 세부 략들과 방법들, 컨설  기술을 깊이 있게 이

해하게 될 수 있다.  

마. 력성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교육정책의 실행은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의 속성

을 가지며,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는 매우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참여하

게 된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다

양한 정책 참여주체, 컨설  참여 주체들 간의 유기 인 력이 필수 이다. 

  Block(2007)이 지 한 것처럼, 컨설턴트는 이행에 해 통제권을 갖지 않고 

결국 고객이 이행 여부를 결정하므로, “고객의 참여는 컨설 의 효과와 컨설

턴트의 향력에 요한 열쇠(p.55)”이다. 컨설 과정에서 력이 원활할수록 

컨설  결과의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컨설턴트는 고객의 참여를 최 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고객에 한 컨설턴트의 역할에 해 

‘ 문가’ 역할 는 ‘보조 ’인 역할보다는 ‘ 력자 역할(collaborative role)’이 

부각되고 있다(Schein, 1990). 이는 일방 인 정보나 기술을 달하기 보다는 

고객의 경험과 컨설턴트의 문성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경 컨설 에 있어서도 내·외부 컨설턴트를 결

합하여 컨설  로젝트를 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Block, 2007). 이

는 고객기업에는 비용 감과 함께 내부 컨설턴트를 훈련시킬 수 있고, 외부 

컨설턴트에게는 고객조직에 한 신속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변화 실행을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lock, 2007).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도 정책을 실행하는 학교나 행정조직에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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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과 열정을 가진 구성원들로 내부 력 을 구성하고, 외부 컨설  과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실행을 해 력하는 방식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책무성

  일반 인 사기업체의 경 컨설 과는 달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공공정

책 목표 달성을 목 으로 하고 부분이 공 인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컨설  과정 반에 걸쳐서 책무성21)의 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정책목표 실 을 한 공공  개입이며, 학교와 교육행정기

은 학생, 학부모 등 일반국민을 하여 교육정책을 효과 이고 성실하게 수

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모호성, 느슨하게 결

합된 집행체제 특성에 따라 교육행정기   학교, 교원에게는 상 으로 

범 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Lipsky(1978)는 일선집행 료들의 재량 남용

과 횡포 가능성에 하여 지 한 바 있다.   

  최근 · 등교육 분야에서 책무성을 담보하기 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시

행되고 있지만, 성과지표에 근거한 평가, 감사, 장학, 정보공개 등 책무성을 

확보하기 한 각종 기제들은 왜곡된 경쟁 풍토를 낳거나 학교구성원들의 자

발 인 개선 노력을 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송경오(2013c)는 최근 · 등

교육 책무성 련 정책들이 부분 ‘교육외 ’ 근인 보상과 제재를 주로 사

용하 다고 비 하고, 단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구성원의 문성에 근거한 

‘교육내 ’ 책무성 기제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차 (2010)은 단 학교와 교원들의 책무를 진하기 

한 기제로서 학교컨설 이 활용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이승호와 한은정

21) ‘책무성’의 개념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차 (2010)은 ‘책무

요구자와 책무이행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의 성질 는 성향’으로 보고, 책무이행자는 

책무요구자에게 이행사항을 보고, 설명해야 하며, 책무요구자는 보상, 제재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박선형(2013)은 ‘교육 (educational)’ 책무성, ‘학교(school)를 한’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분야 책무성은 일반 공공행정 역에서 논의되는 성과 심의 책무성과는 

다르게 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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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역시 학교구성원들의 자발 인 개선 노력을 진하고 지원하는 학교

컨설 이 내  책무성 작동기제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정책목표의 효과 인 달성을 추구하는  교

육  책무성의 ‘외 ’ 근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자발 인 개선 의지를 

강조하는 ‘내 ’ 근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질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

육행정기  구성원들은 자발 인 개선 노력과 문성 신장을 추구함과 동시

에,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역에서 컨설 의 필요성에 한 외부의 요

구에 부응해야 하고, 컨설 에 주체 이고 극 으로 임해야 한다. 컨설턴트 

한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객 이고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컨설 에 임해야 한다.  

사. 기타 원리

 

  이상의 여섯 가지 원리 외에도,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역시 컨설 의 일종

이므로, 모든 컨설 에 본질 이며 공통 으로 존재하는 특성들이 용된다. 

아래에서는 컨설 의 ‘자문성’과 ‘한시성’ 원리가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도 

용될 수 있는가에 해서 추가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자문성에 한 검토

  Kubr(2012:36)에 의하면 모든 컨설 은 본질 으로 ‘자문 (advise) 서비스’

이다. 이것은 컨설턴트가 고객조직을 직  경 하거나, 그들을 신해서 

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컨설 에서도 자문성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진동섭, 2003, 진동섭 외, 2008).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역시 컨설 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자문’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가 교육행정기  는 학교를 신하여 

정책을 직  실행하거나 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 컨설턴트는 고객

이 어떤 변화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직 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

으며, 단지 컨설 의 질과 과정의 성실성에 한 책임만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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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컨설  결과로 도출된 권고안이나 문제해결 방안에 하여 고객조

직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을 의뢰한 것이 

교육청이고, 학교가 이러한 요구에 따라 컨설 을 받게 된 경우 컨설  결과

에 학교가 따라야 하는지, 이것이 자문성의 원리에 배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사기업에서 최고경 자가 하부 조직이나 경 체가 가진 문제에 

해 외부에 컨설 을 의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고객으로서 계약 주체에는 교육청의 정책 담당부서와 학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컨설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모두와 의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에 해서도 양측에 모두 알려야 한다. 만약 의를 

거쳐 컨설턴트가 권고안을 마련했고, 권고안에 해 교육청은 수용했으나 학

교가 거부할 경우 컨설턴트가 권고안 이행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컨설

 결과로 마련된 안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교육청이 단할 경우 

학교에 할 권한의 범  내에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컨설 의 

과정이기 보다는 별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고객의 일부로서 교육청은 컨

설  결과를 자율 으로 수용한 것이며,  다른 고객으로서 학교는 컨설턴

트의 자문에 구속되기 보다는, 별도로 행해진 교육청의 행정 인 행 에 의

해 구속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컨설 의 자문성의 

원리는 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한시성에 한 검토

  Kubr(2012: 38)에 따르면, 컨설 은 ‘일시 인 서비스’이다. 컨설턴트는 고

객이 필요로 하는 동안 도움을 주지만 작업이 완료되면 고객을 떠나는 것이 

일반 이다. 학교컨설  역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과제가 

해결되면 컨설  계는 종료된다는 한시성을 원리로 삼고 있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문  도움이 

제공되고 의뢰된 문제가 해결되면 컨설 이 종료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인 경 컨설  등과 달리, 학교컨설 이나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는 한시

성의 원리가 엄격하게 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재덕·박수정(2013)은 한시성의 원리가 학교 장에서는 부분 일시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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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 하 다. 리

를 목 으로 하는 경 컨설 과 달리, 학교컨설 에서는 컨설  종료 후에도 

의뢰인의 문성 향상과 실행을 돕기 해 지속 인 도움과 피드백을 제공하

는 계  특성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다. 

  교사, 학생의 교육활동을 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경우 비교  장기간에 

걸쳐 이행의 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정책실행 주체들의 역량 구축과 학습에

는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을 한 컨설 은 최소한 

해당 정책이 지속되는 동안 지속 으로, 정기 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외

부 자원과 컨설 이 지속 으로 제공될 때 교사 문성이 향상되었으며, 교

실의 실제에 향을 미쳤다는 McLaughlin(1990) 연구의 함의 한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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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과 원리의 용 

  -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심으로 -

 1.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과 컨설  개요

  가.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

   세계 각국은 학생들의 기 학력 향상을 통한 교육 형평성 제고와 국가 경

쟁력 강화를 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 시행으로 환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

으며, 2009년 2월 ‘기 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6월 기

학력미달 비율이 높아 집 인 인 ·물  지원이 필요한 1,440개교를 ‘학

력향상 학교’로 지정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후 2010년 11월 다

양한 단 학교 재정지원사업들을 ‘창의경 학교 지원사업’으로 통합·정비하는 

‘단 학교 재정지원사업 체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학력향상 학교는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로 통합· 환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 22). 

  창의경 학교 지원사업은 자율 이고 창의 인 학교경 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 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로젝트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11. 4. 7). 학교는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공

통과제로 추진하면서, 단 학교 개  과제를 학력향상형, 사교육 감형, 교육

과정 신형, 자율형으로 유형화하여 과제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학력향상 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 어·과학· 술·체육)별 학교, 

고교교육력제고 학교는 학력향상형, 사교육 감형, 교육과정 신형으로 환

되었으며, 학교실정에 맞는 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는 자율형이 신설되었

다. 2011년 당시 총 1,520교가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로 환되었으나, 사

업 종료  기 학력 미달 학생의 지속 인 감소에 따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의 수는 2012년 650교, 2013년 460교, 2014년 216교로  어들고 

있다(교육부·한국창의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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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는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정 수 을 상회하는 학교들을 지정하여 그 학교들의 학습지도 역량

을 강화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목 이 있다(교육과학기술

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창의경 학교로 지정되면 3년 내지 5년간 총

액 형태의 사업비 지원과 교사 연수  각종 로그램이 지원되며, 학습 

비도 검, 수업 찰과 상담,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 학력  부진요인

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토 로 맞춤형 학습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림 Ⅴ-1]은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추진 략을 나타내는데, ‘기 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해, ‘단 학교별 진단· 리 시

스템 구축, 기 학력 미달학생 지도·지원을 한 교원 문성 신장  단

학교 책무성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추진 략으로 설정하 다. 

[그림 Ⅴ-1]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추진 략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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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추진 략을 단 학교, 시·도, 국가 차원별로 나타

내면 [그림 Ⅴ-2]와 같다.

 
국가

시·도

단 학교

단 학교 책임지도체제 확립

학습부진 조기 방,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습부진 최소화

학습부진 원인 진단에 기 한 학습클리닉 운

학습 리 로그램을 활용한 개별 리, 학년간 연계지도

교원 역량  력  소통 강화

가정 연계  지역사회 다양한 인 ·물  자원 활용 등

기 학력미달 학생 지도에 한 지원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 ]

교원연수  보장학습 지도자료, 우수사례 발굴 보

기 학력미달 학생 지도 강사비 등 산 지원

학교평가에 기 학력미달 학생 지도 실  반  유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통한 교과학습부진 학생 선별

[교육지원청]

학교 장 컨설  지원단  교수학습 자료실 운

학교지원 자원 사 인력  교육기부자 확보

Wee센터 설치 확 를 통한 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

기 학력미달 학생 학부모 교육 실시

지역사회 교육과 학교의 연계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정학습 지도자료  매뉴얼 개발 등

기 학력 향상 지원 계획 수립, 보

기 학력 지원 인 라 구축, 운

기 학력미달 학생 진단도구  보정 로그램 보

기 학력미달 학생 지도 우수사례 발굴, 확산

학력 기학교 지원을 한 컨설  시범 운 , 모형 개발

기 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www.basics.re.kr) 운

 [그림 Ⅴ-2] 단 학교-시·도-국가 차원의 추진 략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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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의 유형은 선정 방식에 따라 당연 지정 학교, 희

망 지정 학교, 공모 선정 학교, 기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구분된다22)(교육과

학기술부, 2011). 사업 운  결과, 즉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 2012년 기  사업 운 에 따라 학교 유형을 구분하면 <표 

V-1>과 같다.

 

<표 Ⅴ-1> 2008-2012년 운  결과에 따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유형

유형 상

일반 지속 으로 기 학력 미달률이 낮은 학교

탈출유지
2009년 성취도 결과 기 학력미달률이 낮아졌으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탈출
2009년에는 기 학력미달률이 기  이상이었으나, 

2010년 성취도결과 기 이하로 탈출한 학교

신규
탈출했다가 재진입했거나, 2010년 성취도 결과에서 처음으로 

기 학력미달률이 높아 새로 진입한 학교

잔류 2-3년 연속으로 기 학력미달률이 높아 잔류한 학교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 29)을 수정함

  이상의 내용을 토 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의 특징을 Ⅱ장에서 

살펴본 교육정책 실행의 특성에 비추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은 모호하고 포 인 정책목표와 정

22) ‘당연 지정’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 학력 미달비율이 일정 수 ( 등학교는 

5%, 학교와 일반계고는 20%, 문계고는 40% 이상)을 상회하는 학교들이다. ‘희망 지

정’ 학교는 2010년과 2011년 지정 학교로서 2011년 성취도 평가 결과 기 학력미달 학생

수 비율이 지정 기 을 통과했으나, 계속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들이다. ‘공모 선정’ 학교는 

2011년 성취도 평가 결과 기 학력 미달 학생 수가 일정 기 을 상회하지만 기 학력향상

을 한 학교교육 모델을 구안· 용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이다. ‘기 학력향상 선도학교’

는 2013년 사업이 종료되는 학교들이며, 사업 진행 인 학교들에 해 경험 수, 컨설턴

트 활동 등을 통해 선도 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들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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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을 갖고 있다. 창의경 학교 정책은 ‘단 학교 자율경 을 통한 좋은 

학교의 선도  모델 창출’을 목 으로 한다. 이 에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는 ‘기 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 학력’이

란 무엇을 의미하며, ‘기 학력에 미달’됨은 어느 정도 수 을 의미하는지,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목표 달성 여부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쉽게 합의를 내리기 힘들다. 추진 략으로 제시된 ‘진

단· 리 시스템 구축’, ‘교원 문성 신장’, ‘단 학교 책무성 강화’, ‘학교와 지

역사회간의 연계 강화” 역시 매우 포 인 략으로, 지역별 그리고 단 학

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실행될 여지가 있다.   

  둘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은 앙정부가 주도하는 국단 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정책

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앙정부가 국단  사업계획을 입안하기는 하지만, 

시·도별로 세부 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  단

학교를 연계하고 구체 인 실행을 지원하며, 학교별로 처한 여건과 당면한 

문제에 맞추어 운 계획서를 수립하고 로그램을 운 한다. 따라서 상

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기 을 거쳐 서비스가 달되는 ‘느슨하

게 결합된 집행체제’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셋째, 창의경 학교는 자율 이고 창의 인 학교경 을 특징으로 하므로, 

다른 규제 인 정책이나 국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에 비해 일선 료나 교

사들의 재량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재 창의경 학교는 사업 참여에 

있어서 공모와 지정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학력향상형의 경우 기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상 으로 높은 학교를 주로 상으로 하므로 의무 인 

지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요건이 되는 학교 에서도 시·도별 배정

에 따라 학교별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일부 학교만을 선정하는 공모 방

식을 병행하고 있다. 한 일단 창의경 학교로 지정되면 총액 형태의 사업

비 배분이 이루어지며, 창의인성교육과 학생맞춤형 교육 등 공통과제와 함께, 

학교단 의 개  과제인 과제를 추진하는 형태를 띰으로써, 상 으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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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진행 경과 

  창의경 학교 지원사업은 매년 학교 유형에 따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 사교육 감형 창의경 학교 컨설 , 어 형 창의경 학교 컨설

, 자율형 창의경 학교 컨설  등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이 에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2010년도 학력향상 학

교 컨설 ’을 출발 으로 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주 기 이나 컨설 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정책의 변화나 컨설  실시여건 변화에 따라 컨설

의 도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학력향상 학교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 학교 장을 검한 결과, 

많은 학교가 의욕 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나 

방향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 제기되었다(오상철 외, 2010). 따라서 

사업 첫 해 던 2010년도 컨설 은 ‘사업 목표와 추진방향 공유’에 을 맞

추어 상학교 모두 필수 으로 참여하도록 하 고, ‘모니터링 사업’과 별도

로 분리되지 않고 병행하여 추진되었다(오상철 외, 2010)23).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앙 컨설 단을 구

성하여 사업 목표와 추진방향 공유,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 에서 진행되는 

컨설 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다(오상철 외, 2010). 더불어 사업운  성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기 해 컨설  사례 발표회, 학교운  우수사례 발굴 

 보 , 국단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도 병행되었다(오상철 외, 2011). 

한편, 시·도교육청의 컨설 단은 단 학교의 사업 진행상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학교를 직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오상철 외, 2011). 따라서 컨설  운  체제를 앙과 시·도 수 으로 이

원화하여 단 학교에 한 지원을 체계화하고자 하 다(오상철 외, 2010). 

  이후 2차년도인 2011년 컨설 은 ‘시·도교육청의 기 학력 미달학생 지도 

23) 오상철 외(2010)에 의하면, “정책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한 컨설 은... 사업 기 의 요

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상황에 한 모니터링 차원의 컨설 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일반 인 컨설 과 차이가 있다”(p.8)고 하고, 학력향상 학교 지원사업 

일환으로 ‘컨설 사업’과 ‘모니터링사업’을 함께 추진하 다. 단, 체계 이고 구체 인 모니

터링 사업은 컨설 이 진행된 후 사업 성과  향후 정책개선 방안 모색 등을 목 으로 

별도의 기제를 통해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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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 다(오상철 외, 2011). 이를 해 앙 컨설

단은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아 2년 연속 잔류학교로 분류된 ‘학력 

기학교’ 6개교를 상으로 특별지원 에 의한 컨설 을 시범 으로 실시하

다(오상철 외, 2011). 특별지원 은 학교경 , 학교사회복지, 상담, 정신건강 

등 역별 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지원  컨설 을 통해 구안된 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 컨설턴트 워크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시·도교육청 수 에서는 자체 으로 컨설  계획을 수립하여 학력 기 학교

를 포함한 ‘찾아가는 컨설 ’을 실시하 다(오상철 외, 2011). 

  2012년에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성과평가 결과 우수학교는 희망에 따

라 사업기간을 2년 연장하며, 2회 이상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6

개월 이상의 집 컨설 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하도

록 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컨설턴트  구성은 창의경 학교 운  경

험자, 학교경  컨설 , 교육상담, 정신 문가, 학교사회복지사, 특수교육 등 

문가로 구성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 을 제공하도록 하 다. 

2.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의 용

  앞서 IV장에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을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한 문가들이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

문  서비스로서,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개념 모형의 구성요소를 문제의 정의, 컨설 의 목 , 참

여주체와 역할, 컨설  과업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모형에 입각하여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문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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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무엇이며, 무엇을 문제로 보는가? 

  오상철 외(2011: 17)에서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개념을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를 상으로 학력향상을 한 학교의 자생  활력 함

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해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운 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문가 심의 컨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통해 컨설턴트가 고객과 해결해

야 할 문제는 학교가 창의경 학교 사업 는 정책을 운 하는 과정에서 부

딪치게 되는 문제들이다. 즉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모형과 동일하게, 컨

설 의 을 ‘정책실행 문제’에 두고 있다.  

  다만,  문맥상에서 ‘정책실행 문제’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에

서 비롯되기 보다는 창의경 학교라는 ‘조직’에서 기인한 것이고, ‘창의경 학

교’와 그 구성원들이 가진 문제들에만 주목할 뿐, ‘교육행정조직’  그 구성

원들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는 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컨설 의 목

  컨설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87)에서는 컨설

의 목 을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의 장 착근 실태 검  우수

사례 발굴· , 기 학력 보장을 한 창의경 학교의 책무성 제고, 창의경

학교 운 상 문제  해결 략  조언 제공,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역

량 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오상철 외 연구(2011)에서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 해 “학력 향상을 한 학교의 자생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해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운 상의 문제를 진단

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문가 심의 컨설 ”(p.17)이며, 구체 으로는 

“정책을 체계 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 인 도움을 제공

하는 활동”(p.22)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에서는 목표  수단 간의 계나 우선순 가 명확하지 않으나,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이 추구하는 궁극 인 목 은 ‘학력 향상’ 내지 

‘기 학력 보장’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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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 학력 미달학생 최소화(그림 V-1)’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해 ‘창의경 학교 운 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책을 체계 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학교

의 역량과 자생  활력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개념 모형에서 제안한 컨설

의 목 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의 장 착근 실태 검  우수사례 발굴· ’, 

‘창의경 학교의 책무성 제고’ 등의 표 에서 볼 때, 정책에 한 순응 확보

와 모니터링에도 컨설 의 큰 목 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다. 

다. 참여 주체와 역할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 참여하는 주체와 참여주체별 컨설  운

 차는 [그림 V-3]과 같다. 

1) 고객 는 의뢰인

  [그림 Ⅴ-3]에서 나타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의뢰인은 직속

기 , 교육지원청, 학교이다. 의뢰인을 학교 뿐 아니라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 으로 보는 은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을 컨설 의 고객으로 규정

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과 흡사하다. 

  개념 모형에 비추어 보면, 고객시스템 내의 여러 유형의 고객  학교는 

컨설턴트와 직  하고, 컨설  로젝트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

제를 가진 가장 심 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직속기  등은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컨설턴트에게 컨설 을 의뢰하게 되는 2차 이고도 간

인 고객이다.  

  다만,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 은 개

념 모형에서처럼 컨설  계약의 당사자로서 극 으로 컨설  과정에 참여

하는 주체로서 고객을 의미하기 보다는, 차상 거쳐야 하는 형식 인 의뢰

기 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상철 외(2011),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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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2012c) 등에서 컨설 을 받는 상은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에 한정

하고 있고, 컨설턴트와 학교의 계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Ⅴ-3]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주체별 운  차 시

* 출처 : 오상철 외(2011: 67)

2) 컨설턴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정책  요구, 학교의 요구, 지역, 규

모 등 학교 여건, 학교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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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문가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

정평가원, 2012c: 91). 

  · 장학사( ), 학교경  문가 등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 문가 

  ·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리자, 담당교사(우수·선도학교 운  경험자)

  · 교수-학습  평가, 교과교육 문가(교사, 교수, 연구자 등)

  · 특수교육, 상담, 임상치료, 사회복지 등 특수 역 문가

  이 에서 재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

고 있는 이들은 구인가? 

  오상철 외(2011: 21)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주체는 교육청

이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 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

다. 즉 교육청을 컨설 을 제공하는 주체, 즉 컨설턴트와 동일시하면서 동

시에 [그림 V-3]에서처럼 컨설  리기 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컨설  

을 구성하고 컨설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부분 교육청이며, 실제로 

컨설턴트 구성과 컨설  과정 반에 교육청이 직·간 으로 큰 향을 끼

치기 때문이다. 

  2010년 학력향상형 컨설 을 받은 학교들을 상으로 어느 기 으로부터 

컨설 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장교사’로 구성된 

컨설  이 가장 많았으며(77.1%), ‘도교육청 장학사’로 구성된 경우가 

14.6%, ‘교육  다양한 문가’ 6%, ‘민간컨설  문가’가 0.3%로 나타나(오

상철 외, 2011: 32), 컨설턴트 구성에 있어서 교육청 장학사  교원의 비율

이 압도 으로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컨설턴트  구성이나 컨설턴트 배

정은 교육청에서 일방 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교육청의 컨

설턴트 명단에서 문제 해결에 합한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오

상철 외, 2011).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역할은 앙 컨설턴트와 시·도교육청 컨설턴트의 역

할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오상철 외, 2010; 오상철 외, 

2011;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앙 컨설 단은 외부 

문가와 교육청 추천을 받은 우수학교 리자  교사들로 구성되는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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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문제를 직  해결하기 보다는 선도 인 컨설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확산하며, 시·도교육청의 컨설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리하는 컨설턴트들은 교육청을 통해 컨설 을 

수하고 학교와 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3) 컨설  리자

  [그림 Ⅴ-3]에서 컨설  리기 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다. 시·도

교육청은 시·도 단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을 총  리하며, 교육

지원청이 컨설  을 구성하고 운 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지만, Ⅳ장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컨설턴트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컨설  리자의 존재는 

부분의 컨설 의 사례에서 주체 설정  역할 분담의 모호성을 가 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 사례에서도 [그림 Ⅴ-3]의 리기 이 컨설  로젝트를 리하는 조

직인지, 컨설턴트 을 리하는 조직인지 분명하지 않다. 컨설  로젝트를 

리하는 사람은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에서 사업을 직  담당하는 교사도 

있고, 통상 컨설턴트 에서도 학교와의 컨설 을 총 으로 리하는 컨설

턴트가 존재한다.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 역시 컨설턴트와 학교를 연결

하며 내 컨설  로젝트 반을 리하고 컨설턴트 을 구성·운 함으로

써 일종의 컨설  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컨설  과업

  오상철 외(2010)는 성공 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해 컨설

턴트가 해야 할 과업에 해 1) 사업 운 상의 애로   문제  진단 2) 해

결 략 제시 3) 정책 이행상황 검 4) 우수성과  사례 발굴·확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직 인 정책 실행 문제 해결을 한 과업 뿐 아니라 정

책 이행상황 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정책 모니터링을 한 과업 역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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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11년 학력 기학교를 상으로 한 특별지원 컨설  운  결과, 

실제로 컨설 이 이루어진 내용은 ‘학력 기 학교의 문제  분석, 기 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한 학교 경   학습지도 략 안내, 학력향상 창의경

학교 운  우수사례 공유, 지속 으로 컨설  제공을 한 인 ·물  지원 

네트워크’ 등이었다(오상철 외, 2011: 86). 이를 개념 모형에 용해 보면, 1) 

문제  분석, 2) 해결방안  안 제시, 3) 우수 사례에 한 정보 제공, 4) 

인 ·물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 컨설  과업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제 

장의 컨설 에서는 문제 해결을 한 과업에 을 맞춤으로써 일반 인 

학교컨설 의 과업과 유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정책 실행 컨설  원리의 용

  오상철 외(2011),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c)에 의하면,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자발성’, ‘ 문성’, ‘독립성’, ‘자문성’, ‘한시

성’, ‘학습성’ 등 학교컨설 의 일반 원리들을 수용하면서, ‘책무성’과 ‘ 력성’

의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 다. 이하에서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원리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Ⅳ장에서 도출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들에 비추어 어떠한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 검토한다. 

    

가. 주체성

  오상철(2011: 22)에 의하면,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학교 자체

 단에 의해 자율 으로 컨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학력

향상형 창의경 학교의 자발 인 요청이 없더라도 컨설 이 실시될 수 있고, 

실제로 자발 인 학교의 컨설  요청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24). 

24)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받은 이 있는 학교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청 요구에 의한 컨설 ’이었다는 응답이 7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학교가 자발 으

로 교육청에 요구한 컨설 은 18.3%, 학교가 교육청 이외 외부 문기 에 의뢰한 경우가 

3.5%, 교육부 요구에 의한 컨설 은 0.7%로 나타났다(오상철 외, 20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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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장에서 도출한 개념 모형에 따르면 학교 뿐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등 

컨설 의 시작과 련된 모든 기 들이 고객시스템에 포함되고, 이 경우 ‘학

교’의 자발성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의뢰’의 자발성은 부분 충족된다. 문제

는 실제 컨설  과정에서 학교  련기 들이 얼마나 ‘주체 ’으로 참여하

는가이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에서는 학교 뿐 아니라 련 기 들의 

극 이고 주체 인 참여가 강조된다. 그러나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사례에서 교육청의 정책 담당자들은 의뢰인이나 컨설 의 상이라기 보

다는 컨설 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컨설턴트나 컨설  리자로서의 역할에 

가깝게 서 있다. 반면에, 문제를 가진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이행할 책임은 

부분 학교에게만 있다. 

  따라서, 학교는 자발성 없이 컨설 의 ‘ 상’이 되므로 수동 이 되기 쉽고, 

교육청과 그 구성원들은 컨설 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문제 해결이나 이행

에 극 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 문성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정책을 체계

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 인 도움을 제공하는 문  활

동”으로 정의되고 있다(오상철 외, 2011: 22). 이에 따라 매년 앙정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턴트에 한 다양한 사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 학교여건, 문제 성격에 따라 교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문가가 포함되도록 권장함으로써, 개별 컨설턴트의 문성 뿐 아니

라 한  구성을 통한 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를 들어,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청소년 문제 문가, 지역사회 연계 문가를 포함하고, 농

산어 지역의 경우 농산어  문가, 돌  문가, 학부모교육 문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등학교의 경우 아동발달 문가를, ·고등학교의 경우 청

소년문제 문가, 심리치료  진로상담사, 인터넷 독 문가, 입 문가 

등을 포함할 것이 권장된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c). 



- 89 -

  하지만 실제 이루어진 컨설 의  구성에 있어서 교육청의 장학사  

장교사의 비율이 압도 으로 많았으며, 외부 문가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상철 외, 2011: 32). 2010년 앙컨설  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 

컨설턴트의 문성 강화가 강조되었고(오상철 외, 2010), 이후 연구(오상철 

외, 2011)에서도 문 인 컨설턴트의 양성이 시 하다고 지 하고 있다. 

  오상철 외(2011: 45)에 의하면, 학교 장에서는 컨설턴트의 자격에 해 ‘우

수학교의 교원’이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컨설턴

트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학습부진의 이해와 같은 내용  

문성 뿐 아니라 컨설  기법 등 방법  문성에 한 요구도 높았으며, 

일반 인 이론이나 원리 보다는 구체 인 문제 해결과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 다. 

다. 독립성

  상술한 바와 같이,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컨설 에는 교육청 장학사들이  

컨설턴트로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컨설턴트의 독립성 보다는 문성

을 우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책에 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하

며,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의 장학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Ⅳ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할 교육청에서 해당 정책을 직  

리하는 장학사가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것은 이론 으로는 독립성의 원리에 

배되며, 실 으로 학교의 형식  순응이나 항을 유발하게 되므로 문제

가 있다. 담당 장학사의 컨설턴트 참여는 고객의 문제 해결 보다는 정책을을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행정 인 의도가 반 되기 쉽고, 컨설 이 통  장

학이나 행정  지도·감독행 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 학습성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학습의 기회



- 90 -

가 될 수 있으며, 컨설  반에 걸쳐서 학습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학

교와 교원들은 컨설  과정에서 기 학력 부진의 원인과 해결방안, 학교의 

조직구조, 구성원들의 문제, 학교가 처한 여건 등에 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컨설턴트 한 기 학력 향상에 한 문성 신장과 함께 학교조직을 

이해하게 되고, 컨설  방법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다. 

  고객과 컨설턴트는 학교조직이나 기 학력 증진에 한 내용 뿐 아니라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정책 자체에 한 이해와 필요성에 해서도 학습할 

수 있다. 정책의 필요성이나 략에 한 이해는 정책 실행에 한 의지와 

책임감을 높여주고, 실 의 가능성을 높인다. 학교와 컨설턴트의 학습 뿐 아

니라 교육청 행정가들의 역량 강화 한 요하다. 앙 컨설 단은 교육청 

컨설 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각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컨설턴트, 정책담당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워크 , 사 연수 등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를 들어 2012년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앙컨설 단과 신규학교를 상으로 정책 이해 

 컨설  안내를 한 워크 을 연 에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공유 

 개선방안 마련을 한 워크 을 개최하 다(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12a, 2012b, 2012d). 

마. 력성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컨설   과정에 걸쳐 의뢰인과 컨설

턴트가 문제 해결을 해 상호 작용하는 력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특

히 컨설 이 권 이고 일방 인 지도나 달, 장학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컨설턴트와 학교 계자들 간의 력  분 기 조성, 충분한 시간 확보를 

시하고 있다(오상철 외, 2011). 

  그뿐 아니라 앙컨설 단과 시·도컨설 단 간의 력을 강조하고, 

on-line(홈페이지 운 ), off-line(워크 , 국  의체)을 통한 시·도간 정보 

 우수사례 공유, 국 인 네트워크 구성 노력 등을 볼 때, 참여 기  간의 

력 한 매우 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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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책무성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학교 개선과 기 학력 문제 해결을 

한 학교의 책무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즉 창의경 학교 컨설 은 “학교 

자체  단에 의해 학교가 자율 으로 컨설  여부를 선택하여 문가로부

터 조언을 얻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정책을 체계 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 인 도움을 제공하는 문  활동”(오상철 외, 2011: 

22)으로 정의된다. 창의경 학교는 컨설  과정에서 사업을 반성 으로 평가

하며,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내용을 학교 개선에 반 하고, 컨설  결과에 

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상철 외, 2011: 22). 

  이러한 책무성의 강조는 컨설 의 목 , 방법, 결과, 다른 원리들과 한 

련을 맺고 있다.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컨설 의 목 은 학교의 목

 달성만이 아니라 정책을 체계 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얻는 데에도 있다. 

컨설 의 요청 여부도 학교가 자율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컨

설턴트의 제안에 해 학교는 학교 개선에 반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가 정책 실행의 주체로서 기 학력 부진 지도에 한 책임을 지며, 컨

설 의  과정에 걸쳐서 막 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Ⅳ장에서 도출한 교

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로서 책무성과 공통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

기서의 책무성은 학교의 책무성만을 강조할 뿐,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다른 

주체들-의 책무성은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 기타 원리

  컨설 은 자문  서비스이며, 일반 인 컨설 에서 컨설턴트가 제안한 사

항의 이행 여부에 해 궁극 인 선택권은 의뢰인, 즉 고객이 갖고 있다.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서는 컨설  결과에 해 학교가 개선에 반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오상철 외, 2011: 22). 하지만 여기서 

학교의 책임은 법규나 공식  지침 이행과 같이 법 ·행정 으로 반드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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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학교는 컨설  내용에 해서 

가  학교 운 에 반 하고 이행할 것이 기 되지만, 궁극 으로 이행할 

책임과 권한은 학교에게 있다. 따라서 보다 구속성이 있는 이행 확보는 별도

의 평가나 감사 등 행정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 한시성의 원리와 련하여, 오상철 외(2011)는 학교 문제에 한 평가

와 컨설 이 부분 하루에 일회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컨설  과 학교 

모두 컨설  효과에 해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 하 다. 따라서 

학교 장에서는 창의경 학교에 해 지속 인 컨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사업계획, 운 , 결과 분석 단계에 이르는 

 정책 실행과정에 해 컨설 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운  성과를 높일 필

요가 있다고 지 하고 있다(오상철 외, 2010; 2011). 

4.  시사

  첫째,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을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

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문제 정의  목 , 참여주체, 과업 등에 있어서 개

념 모형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이론 이고 규범 으로 도출된 개념 

모형과는 다른 도 나타나고 있었다. 

  컨설 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하여, 창의경 학교 컨

설 에서도 ‘정책실행 문제’로 보고는 있으나 ‘창의경 학교 정책’의 문제 보

다는 정책을 집행하는 ‘학교조직’에서 비롯되는 문제에만 을 맞추고, ‘창

의경 학교’와 그 구성원이 가진 문제에만 한정하여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

의 정책 실행 문제나 그 구성원들의 역량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컨설 의 ‘목 ’에 있어서는 개념 모형과 동일하게 궁극 인 목 을 정책목

표의 효과 인 달성에 두고, 일차 인 목 을 당면한 정책실행 문제의 해결

에 두면서도, 세부 인 목  기술에 있어서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 뿐 아니

라 정책이행 상황 검,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정책 모니터링 인 성격 

한 강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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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 의 ‘참여주체’와 련하여, 의뢰인을 학교,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

으로 설정함으로써 개념 모형의 고객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주로 

학교만을 컨설 상으로 보고, 교육청은 형식 인 차상의 의뢰인, 는 컨

설턴트나 컨설  리자와 유사한 역할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주체 설정의 문제 은, 창의경 학교나 교원은 컨설 의 객체(客體)가 됨으로

써 컨설 에 주체 으로 임하지 않게 되고, 교육청과 그 구성원들은 문제 해

결에 극 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다. 

  컨설 의 ‘과업’은 컨설 이 이루어진 실제에서는 개념 모형의 그것과 체

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이행상황 검, 우

수사례 발굴 등의 과업도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은 이론 이고 규범 으로 도출한 모형이

므로, 실에서의 컨설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

지만 이론 ·규범  모형과 실제 사례 사이에 차이 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과 비교해 볼 때,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

교 컨설 에서는 문제의 정의, 컨설  목 , 참여주체 설정, 컨설  과업 등 

반 으로 ‘순응기제’,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성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념 모형과 학력향상형 창의

경 학교 컨설 이 상이한 정책 집행 에 기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IV장에서 도출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은 정책 집행을 ‘상향식’

으로 근하는 응  집행 , 그리고 ‘정책 실행’으로 보는 에 근거하여, 

정책을 창의 으로 해석하고 수정해 나가는 학교와 일선 료들의 주체 인 

정책행 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림 Ⅴ-4]에서처럼 학교체제 내

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계는 수직 이고 일방 인 

계이기 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계에 있다. 정책은 교육부, 교육청의 유물

이 아니라 학교 단 에서도 정책은 형성되고 재해석되며, 정책 실행의 문제

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체의 결함이나 교육행정기 의 오류에서

부터도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정책 실행과정에서 컨설 의 주된 역할

은 당면한 정책 문제의 해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정책목표 달성을 한 정

책과 정책실행 조직-학교, 교육행정기 을 포함-간의 상호 응을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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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행 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림 Ⅴ-4]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 

 [ 상호 응 모형 ]

  하지만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서는 앙정부와 교육청에서  결

정한 정책을 학교가 얼마나 효과 이고 충실하게 집행하는가에 을 맞추

는 ‘고 ’ 집행 , 그리고 ‘하향식’ 근법에 기 하고 있다. [그림 Ⅴ-4]에 

나타난 교육정책 실행 컨설  개념 모형을 ‘상호 응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림 Ⅴ-5]로 표 되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의 실제 모형은 ‘순응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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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모형

 [ 순응 모형 ]

  [그림 Ⅴ-4]의 순응 모형에서 정책은 앙정부와 교육청의 유물이며, 학

교는 결정된 정책에 순응하여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치에 있다. 정책집행

의 문제 한 ‘학교조직’의 문제이며, 컨설턴트는 학교체제 체에 향을 주

고 작용하기 보다는, 학교만을 컨설 상으로 하여 그들의 문제에만 집 한

다. 컨설턴트의 역할은 학교조직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여 더 많은 성과를 산

출하도록 하고, 학교의 정책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상 기 에 보고할 것

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컨설턴트가 수행해야 할 과업 역시 학교의 역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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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한 교육·훈련 보다는 정책 이행상황 검, 우수사례 정보 제공 등이 

강조된다. 반면, 교육청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은 컨설 을 제공하는 주체 는 

리자로서 ‘문제’를 가진 이들이 아니므로, 이들의 역량 구축이나 문제 해결

은 시하지 않게 된다. 

  개념 모형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다른 이유로,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가 

주로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비해 학교의 자율성 보다는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특성이 

반 된 것일 수 있다.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는 자율형 창의경 학교 등 

보다 자율 이고 선택 인 학교개  로그램을 수행하는 학교에 비해 사업 

참여 결정, 로그램 설계  실행에 있어서 학교와 교원이 가지는 재량의 

폭이 좁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를 능동 이고 창의 인 주체로 보기 

보다는, 이들이 가진 ‘문제’에만 을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컨설 이 단순히 순응 확보나 모니터링 기제로서 

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장기 인 에서 학교의 역량 구축과 지원이 필요하

다. 한 모니터링이나 순응 확보는 다른 고 이고 통 인 지도감독 수

단으로서도 이행될 수가 있다. 실제로 많은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이 컨설

턴트로서 할 학교 컨설 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이 표면 으로는 컨설 의 방법론과 형태를 취하고는 있

으나, 실 속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에 한 지도·감독이나 통  장학지도

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 

용한 결과, 학습성, 력성, 책무성 원리는 상 으로 강조되고 있었지만, 

주체성과 문성, 독립성은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 

  최  컨설  시작 단계에서 학교의 자발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후에도 ‘고안된 자발성’이 어떻게 ‘과정의 자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한 구체 인 략이 부족하 다. 한 창의경 학교만을 컨설 상으로 

악함에 따라, 교육청, 교육부 등 련기 들은 문제 해결을 한 컨설  과정

에 주체로서 극 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교육청의 정

책 담당자들은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등 컨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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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리자와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다. 문제를 가진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부분 학교에만 있으며, 이행의 책임 한 학교에게 있다. 

  하지만 정책 실행의 문제들은 비단 학교조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개념 모형에서처럼 문제를 가진 당사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교육

청 등의 기 까지 컨설 의 고객이자 컨설  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문제 해결과 결과 이행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컨설턴트 구성에 있어서, 학교 장 경험  실질 인 사업운  경험이 

시되고 다양한 분야의 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여 히 장학사와 교원 

심의 컨설   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의 교육정책 운 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가 컨설턴트

로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객 이고 독립 인 컨설 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컨설 에서 직 인 담당 장학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것은 가

이면 피해야 하며, 학교시스템 내부의 인력-교원, 교육행정가, 교육 공 

교수 주- 뿐 아니라 상담 문가, 의사, 사회복지가 등 다양한 외부 자원을 

통해 컨설턴트 의 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체성, 학교의 자발성, 책무성 등 원리 용과 련하여, 창의

경 학교 유형별로 다르게 근할 필요가 있다.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당연지정’ 학교, 학습부진이 해결되

지 않고 연속 으로 잔류학교로 남아 있는 ‘학력 기학교’의 경우, 문제 해결

을 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의 개입 필요성이 상 으로 

강하게 요구되므로, 상학교에 한 의무 인 컨설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에도 컨설  과정에서 학교나 교원들이 주체 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는 노력을 최 한 이끌어내야 하며, 컨설 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 강화에 

을 두어야 한다.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지 않은 ‘공모’ 는 ‘희망지정학교’의 경우, 

사업 공모 참여 과정에서 학교의 자발성이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창

의경 학교 재정 지원과 함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책  개입을 암묵 으로 

승인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학교에 해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상 으로 강하지 않으므로, 의무 인 컨설  보다는 자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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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을 요청하는 학교에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체 인 노력

이 진행되기 이 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발  개선 의지를 상실시키고, 

외부 도움에만 의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우선

함으로써 타 컨설 과의 복을 피하고, 정책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

들에 해 집 이고 심화된 컨설 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시 인 모니터링이 목 이 아니라 학교의 역량 강화를 해서

는 컨설 이 ‘투자’ 차원에서 근되어야 한다. 재는 컨설 이 ‘한시 ’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짧은 기간에 여러 학교들을 컨설  함으로써 부분 ‘일

회성’ 장 방문에 그치고 있다. 최소한 해당 정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으로 컨설 이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특성상 

다수 학교들을 상으로 하므로, 온라인 컨설 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문제

해결이 시 한 학교에 해서는 담 컨설턴트의 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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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활용되는 컨설 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

리를 구안한 뒤,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사례에 용해 으로써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 다.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 은 정책 집행조직  상집단에 한 정책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 기능, 정책집행의 과정  성과를 모니터링

(monitoring)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는 기능,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 응

(mutual adaptation)을 진하는 기능, 정책집행 주체들의 역량을 구축

(capacity building)하고 학습(learning)을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를 높이기 해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원과 일선 료들이 정책을 수동 으로 ‘집행(implementation)’하

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제도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수정하여 능동

으로 ‘실행(enactment)’한다는 을 취한다면, 컨설 이 단지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상호 응 진기제, 역량구축 도구나 학습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을 확인하 다.   

  이러한 컨설 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을 

“학교교육  교육정책에 한 문가들이 단 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로서,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 다. 그리고 개념을 가시 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형을 1) 문제의 정의, 2) 컨설 의 목 , 3) 참여주체와 역

할, 4) 컨설 의 과업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안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 이 되는 문제는 ‘정책실행 문제’이며, 이것은 정책 자체가 가진 문

제와 실행조직이 가진 문제가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컨설 의 목 은 

일차 으로는 정책실행 문제의 해결에 있지만, 컨설 을 통해 정책과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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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응을 진하고, 조직과 개인들의 학습을 통해 정책주체들의 실행 역량

을 강화하며, 궁극 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일반 으로 교

육정책 실행 컨설 은 크게 고객과 컨설턴트라는 양 주체가 참여하며, 고객

인 학교체제 내부에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존재하며 컨설 의 필요성과 목

에 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므로, 컨설턴트는 고객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컨설 에서 일반 으로 수행하

는 과업은 문제 진단, 문제 해결을 한 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

육·훈련, 인 ·물  지원체제 구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컨설 의 제 원리들과 교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원리를 주체성, 문성, 독립성, 학습성, 력성, 책무성 여섯 가지로 제안

하 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학교의 자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

으므로 컨설  진행과정에서 학교, 교원, 일선 료의 주체 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에게는 학교컨설턴트

에게 필요한 문성 외에 해당 정책에 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요구되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능한 독립 인 치에서 객 으로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학습의 

과정이며, 정책에 한 학습도 요시된다. 원활한 컨설  수행을 해 고객

과 컨설턴트 간 력 인 계 형성이 요할 뿐 아니라, 컨설턴트에게는 정

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   개인들과 력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한 교

육정책 실행 컨설 에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있어서 정책목표 달성

과 문제 해결에 한 강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을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사

례에 용한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문제의 정의  컨설

의 목 , 참여주체, 컨설  과업에 있어서 개념 모형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

면서도,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나 학습 보다는 정책집행 모니터링을 강조하

는 차이 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개념 모형에서는 ‘ 응 ’ 집행, ‘정책 

실행’ 에 입각하여 교원과 일선 료를 능동 인 주체로 설정한 반면, 학

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은 통  집행 에 입각하여 ‘정책 순응 확보’

를 시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원리에 비

추어 본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컨설 에서는 력성, 학습성,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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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상 으로 강조되고 있었지만, 주체성, 문성, 독립성은 미흡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학교만을 컨설 상으로 악하고 교육청을 리자나 컨설

턴트와 동일시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주체 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고, 담당 장학사가 컨설턴트로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객

이고 독립 인 컨설 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행정기

을 모두 고객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극 인 컨설  참여를 유도하고, 다

양한 외부 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턴트의 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결론  제언

  이러한 내용을 토 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의 활용에 

있어서 정책 으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개별 인 학교컨설 과 달리 특정 교육정책 시행

과 련하여 앙정부 는 교육청 단 에서 집단 이고 일 으로 실시된

다는 특성이 있다. 즉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정책실행 과정에서 정책수단, 

정책도구로서 일종의 ‘정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학력향상형 창의경 학교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입장에서 교육정책 실

행 컨설 은 하나의 정책으로서 ‘컨설  지원사업’ 의 성격을 띠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 컨설 이 갖고 있는 고유한 환경을 고려하기 보다

는 이를 어떻게 효율 으로 효과 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을 두는 ‘하향

식 근’을 취하기 쉽다. 여기서 컨설 은 정책 목표의 효과  달성을 한 

순응확보 도구, 모니터링 도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은 ‘정책도구’이기 이 에 하나의 ‘컨설 ’이

며, 특히 개별 컨설  사례에서 근할 때 ‘정책’ 보다는 ‘컨설 ’ 에서 

근해야 한다. 즉 정책 성과 제고 보다는 순수한 ‘컨설턴트-고객 간의 계’, 

그리고 ‘학교와 교육행정가가 가진 문제들’에 집 해야 한다. 이는 학교 장

과 실제 컨설  과정에서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상호작용을 시하는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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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  교육청의 개별 컨설  사례에서 문제 

해결이 실패할 때 체 컨설  사업도 실패하기 쉽고, 련 교육정책 한 

성공하기 어렵다. 교육정책 목표 달성과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성패 여부

는 성공 인 개별 컨설  사례의 축   공유, 확산에 달려 있다.  

  이를 해서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과 원리에 보다 충실히 

입각하여 고객과 의뢰인, 리자를 재정의하고, 독립성과 문성을 갖춘 컨설

턴트를 양성하며, 고객-컨설턴트간의 력  계를 시하면서, 학교나 교육

청의 실행 역량 강화를 해 지속 인 상호 응과 상호학습 과정에 을 

두어야 한다. 

  한, 정책도구로서 컨설 을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앙정부의 계획에 따

라 동일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그

러하듯이 컨설 의 실행 역시 지역과 학교조직의 제도  환경과 응하는 과

정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된다.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그들이 가

진 역량, 의지, 태도, 인식에 따라 개별 컨설 의 모습이 다양하게 운 되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 실행을 한 역량 구축과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성공 인 컨설 의 실행을 해서도 역량 구축과 학습이 필

요하다. Hatch(2000)는 “역량 구축을 해서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 다

(Fullan, 2001: 196에서 재인용). Fullan(2001)은 모든 성공한 학교와 교육구는 

외부 자원과 네트워크, 지원들을 매우 선도 으로 연결시킨다고 강조한다. 지

속 인 조직 개선과 학습을 통해 학교와 교육행정조직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외부의 자원을 더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교육정

책 실행 컨설 의 개념 모형 탐색에 목 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 이고 이론

·일반화된 모델을 구상하 다. 이는 개별 사례에 그 로 용될 수는 없고, 

그 로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일반 인 모형은 개별 컨설  사

례에서 고객들의 필요와 여건, 정책의 특성, 컨설 이 놓인 상황에 따라 구체

인 실행 모형으로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의 실천과 용 

사례들이 축 되어 개념 모형과 원리에 다시 반 됨으로써, 이론  정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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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ual model and principles of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based on its supposed roles and further 

examines its validity by applying the model to the case of consulting for 

Creative Management School for Academic Improvement.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serves for building a culture for 

policy compliance, monitoring the process, offering feedback for policy 

enactment, facilitating mutual adaptation of policy and local organizations, 

and building capacities of main actors. However, it should be conducted for 

‘building capacities’ rather than for ‘monitoring policy compliance’ 

assuming that main actors of policy ‘enactment' do not simply 

‘implement' the policy but reinterpret and adapt it.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can be defined as ‘advisory 

service that experts in school education and education policy provi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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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s in response to a request and help develop the solutions to a problem 

while enacting the policy.’ 

  The conceptual model of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includes 1) 

definition of problems, 2) purpose, 3) actors, and 4) task of consulting.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deals with problems of policy 

enactment which can be the result of policy itself, local organizations, or 

both. The primary purpose of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is to 

solve problems that occur during policy enactment. Yet, It also aims to 

facilitate mutual adaptation between policy and organizations, build 

capacities, enhance learning, and ultimately achieving policy objectives. 

Clients and consultants participate in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Consultants should acknowledge the main actors and solve the problems by 

discussing with them. They diagnose problems, develop the solutions to such 

problems, help implement the solutions, educate and train, and establish 

human resources.

  Considering principles of consulting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six principles of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are 

presented: subjectivity, professionality, independence, collaboration, 

learnability, and accountability. 

  The case of consulting for Creative Management School for Academic 

Improvement showed that the major focus of consulting tends to be on 

policy monitoring. It is because the case put much importance on policy 

compliance while the proposed model in this study considers target policy 

groups as active actors for policy enactment. As a result, the case ha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play a role of consultants, which led to a 

difficulty in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for schools and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his study implies that principles of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should be emphasized, while those of subjectivity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applied at different levels in terms of school types. Princip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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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can be achieved by including outside 

experts.

  This study concludes that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should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ltants and clients and the problems 

schools and education administrators face rather than the policy outcomes. 

To do so, education policy enactment consulting should redefine clients and 

consultants, train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consultants, and encourage 

mutual learning process on a basis of a collaboration between clients and 

consultant.  

Key words : Education policy, Policy enactment, Consulting, Conceptual 

model, Principles, Polic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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