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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통상 정치적인 과정이며, 정책을 둘러

싼 참여자와 그들의 영향력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의 충돌과 그에 따른 정책변동을 분석하였다. 

이 때 정책변동의 유형은 Hogwood와 Peters의 분류(정책혁신, 정책

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를 따랐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주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사

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

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직 교사

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두 가지 목적에서 이 제도를 도입(정책혁신)하였다. 

첫 번째, 교사의 복지 향상이다. 즉, 제도 도입시 교사가 전일제 근

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휴직 또는 퇴직, 즉 경력의 

단절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면 업무만족도와 

열의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그 효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가게 된

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되어 교육과정을 현

재보다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등 

향후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비한 인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싸고 이를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반대하는 옹호연합의 지속적인 충돌과 반대연합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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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 선점은 정책내용의 변동을 초래했다. 즉,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정에서 서로 다른 신념체계(성직으로서의 교직관 vs. 노동직으

로서의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 두 옹호연합(정부 vs. 교원단체 등)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하나의 정책을 두고 상이한 정책영

향(정책가치)을 주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성직･전문직으로서의 

교직관을 가진 측에서는 무한책임과 헌신이 강조되는 교직의 특성상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사의 헌신과 열정을 후퇴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정책프레임을 구축하였고, 노동직･전문직

으로서의 교직관을 가진 측에서는 교직부문도 기본적으로는 타 부문

과 다르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정책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두 정책프레임이 대외적으로 충돌하면서, 그리고 교총을 중심

으로 한 반대연합의 프레임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무제

도가 공공･민간 분야를 막론하고 전 분야에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유

독 교원들의 반대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정책의 큰 

변동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는 주요 외국과 달리 학생에 대한 무한책

임주의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고용

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노동직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려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

로 펼쳤다. 교원단체는 이러한 정책프레임을 바탕으로 언론 및 회원

들(교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간 

반면, 교육부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

다. 교원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관한 

내용이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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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현장에서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전

면적인 홍보공세를 하는 것이 자칫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어부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정책추진 방식과 달리 선(先) 의

견수렴 후(後) 확정 방식을 취한 결과, 정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는 곧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결국 만들어진 교육부의 

방안은 교원단체가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교원단체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현장에는 기정사실처럼 학

교현장에 퍼져있어 이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가 거세지자 교육부는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

제도에 한해 도입(정책승계)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도

입될 가능성이 있는 신규채용에 대한 우려로 예비교사들의 반대까지 

구체화되자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제도는 전환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교육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다(정책

유지).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배치 시기도 당초 2014년 9

월에서 2015년 3월로 조정(정책승계)하는 등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

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선점한 상황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감

은 공약 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집행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며, 

제도의 확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차기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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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집행기관

과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 등 집행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도를 두고 교직사회와 타 부문 특히 일반직 공무원 사회의 

대응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정규

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보다 훨씬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정책변

동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정책과 비교하여 어떤 변인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 역시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운영 사례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시간선택제, 교사, 옹호연합, 정책프레임, 충돌, 정책변동

학  번 : 2005 - 2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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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책에 대한 둘 이상의 프레임이 충돌하는 경우 이슈를 누가 

먼저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결정과정은 크게 달라지며 

정책 자체의 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동훈, 김원용(2013)은 프레임

의 존재 방식은 제로섬 게임과도 같으며, 거시적 차원의 이슈일수록 

국가 수준의 자원 동원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일관성 없는 집행은 

정책 비효율을 낳기 때문에 결국 어느 관점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이슈에 대해 승자 프레임이 여론을 독점하게 된다고 보았

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이슈를 선점하라”도 프레임 게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쟁점이 이슈화될 때에는 처음 제기한 집단 또는 사

람의 목소리를 빌려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때 처음 그 목소

리가 논의 과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즉, 초기 제기자

의 이슈 프레임이 상황 주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MBC PD 수첩이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한 이래 광우병 우려 및 검역체계 불

신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특히 30개월 이상의 소)가 위험하다는 반

대측의 정책프레임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측의 정책프

레임을 압도하였다. 이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와 대통

령의 대국민사과를 가져왔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고

시의 관보게재를 유보하고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 요

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엄격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 미국산 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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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수출회사에 대한 병원성 대장균(O157) 검사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국

회 심의 필수화,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중단 등을 조건으로 쇠고

기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대운하 사업은 수익성이 

없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옹호연합측의 반대프레임과 일자리를 창출

하고 물류비용을 줄인다는 옹호연합측의 찬성프레임이 대립했으나, 

2008년 3월 10일 서울대 교수 381명의 반대성명 발표를 필두로 1987

년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인 3천명이 넘는 전국의 대학교수들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모임’ 발족, ‘문화예술인 공동연

대’ 발족, 불교 조계종의 대운하 도입 반대성명 및 포기 권고, 한국

영향평가학회의 재검증 요구 등에 려 대통령이 결국 정책추진 중

단을 선언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간 충돌과 일방의 우위 선점에 따라 정책이 

어떻게 변동하게 되는지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3년 6월 범부

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내용 중 하나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계획을 처음 포함한 후, 11월에는 경제장

관회의 안건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

격적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

다. 동 방안의 발표 이후 교직부문에의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도입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학교현장의 반대가 있어 왔다. 특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친정부 보수 성향을 

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까지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하

고 나섬으로써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1) 구

1) ’13.11.23. 교총 반대성명 및 설문조사 결과 발표, 11.25. 전교조 반대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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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신념체계(성직으로서의 교직관 vs. 노동직으로

서의 교직관)을 가지고 있는 두 옹호연합(정부 vs. 교원단체 등)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하나의 정책을 두고 상이한 정책영

향(정책가치)을 주장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성직으로서의 교직관을 

가진 측에서는 무한책임이 강조되는 교직의 특성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교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후퇴시켜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

킨다는 프레임을 구축하였고, 노동직으로서의 교직관을 가진 측에서

는 교직부문도 기본적으로는 타 부문과 다르지 않고 교사들의 복지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두 정책프레임이 대외적으로 충돌하면서, 그리고 교총을 중심

으로 한 반대연합의 프레임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외에 

경찰2) 및 소방공무원3)에 대해서도 도입되어 있고, 비단 공무원과 교

직분야 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부문, 또한 민간부문까지 시간선택

제 일자리가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원들의 반대가 큰 결과

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는 주요 외국과 달리 학생에 대한 무한책

임주의를 강조하고 성직으로서의 교직관이 존재하는 사회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교직의 특성을 

무시하고 노동직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

키려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교원단체는 이러한 프레임

을 바탕으로 언론 및 회원들(교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적인 여론

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간 반면, 교육부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대체

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교원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시간선택

제 교사제도 내용이 실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3)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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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거나 홍보하지 못한 것

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 하나는 현장에서 반대하는 정책

에 대해 전면적인 홍보공세를 하는 것이 자칫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

고 있는 “소통”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어부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정책추진 방식과 달

리 선(先) 의견수렴 후(後) 확정 방식을 취한 결과, 정부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는 곧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4).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교육부의 운영방안은 교원단체가 주장했던 내용과 상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단체가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현

장에는 기정사실처럼 학교현장에 퍼져 있어 이를 만회하기에는 역부

족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가 거세

지자 교육부는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로의 전환제도에 

한해 도입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도입될 지 모르는 

신규채용에 대한 우려로 예비교사들의 반대5)까지 구체화되자 교육부

는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제도는 전환제도를 최소 1년 이상 실

시한 후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교육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원점

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다. 이후에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배치 시기도 당초 2014년 9월에서 2015년 3월로 조정하

는 등 교육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선점한 상황에서는 한계를 보일 수밖

에 없다.

4) 교원단체의 반대성명서 발표 및 반대운동이 ’13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정부의 ｢정
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14

년 3월 이루어졌다. 

5) ’14.4.11.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 동맹휴업 및 권역별 집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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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교육부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담당하면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교총이 주장한 내용 

중 핵심적인 몇몇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교사에 대한 

복지제도의 확대로 볼 수 있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에 대해 교사집

단이 계속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그 주요 원인이 교원단체가 내세운 정책프

레임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이슈화되고 그에 따른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어 버린 것이 큰 것으로 보았

다. 이는 2014년 11월 교원단체가 본격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 전까

지는 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한 반대 움직임이 없었던 것에서 추론 

가능하다.

     이 연구를 통해 정책을 둘러싼 지지연합과 반대연합간 갈등과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한다. 특히 지지연합 세력의 결집도가 반대연합에 비해 훨씬 

미약한 상황에서 정책프레임 선점을 실패한 결과 제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사례의 측면에서도 현재 동 

제도가 아직 시행 전으로서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거니와, 이

에 대한 정책과정 역시 체계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정

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 과정에서 이슈의 선점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책변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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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및 연구문제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시간선택

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논의를 시작하여 2014년부터 본

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 

과정이다. 특히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싼 옹호연합의 

행위자들과 그들의 신념체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정책

대안의 실현을 통해 달성 또는 희생되는 가치(정책목적) 등을 포괄

하는 연합별 정책프레임과, 연합별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자원 및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이슈의 우위 선점이 정

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옹호연합틀 이론과 정책프레임 이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많은 

사례들 중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분석한 것은 사실은 

이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즉, 공직부문에서 

현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는 유연근무제라는 이름으

로 2002년부터 이미 도입되어 있었으나,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확산의

지가 현재처럼 크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제도 자체, 

필요성 등) 역시 저조하여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시간

선택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은 2013년 6월부터였다. 이와 

같이, 타 부문에서는 10년 넘게 큰 반대 없이 존속해 오던 제도를 

교직사회에 도입하려는 시점에 왜 수혜자인 교원들이 갑자기 강하게 

반대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면 옹호연합간 충돌의 양상,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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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레임 정립과 우위선점의 중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동 사례의 정책결정과정을 크게 5단계로 분류하

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프레임간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여

론이나 교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 그 5단계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정책전개 과정

단 계 시 기 주요 내용 전환점

초기 

논의

’13. 5월 ~

10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주요사항 관계부처 협의

갈등 

촉발

’13. 11월 ~

12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대책 발표

교원단체 본격 

반대 및 여론 악화

갈등 

소강

’14. 1월 ~

3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계획 수립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입법예고
공개 정책토론회

갈등 

재점화
’14. 4월 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추진방향 공표

전국교육대학생

연합 권역별 집회

갈등 

진정

’14. 4월 중순 

이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계획 수정

∘관련 법령 개정

세월호 침몰사고

입법예고 결과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지지연합과 반대연합의 정책프레임은 무엇이 결정

하는가?

     정책 옹호연합은 그에 속한 행위자들이 가진 신념체계 하에서 

정책에 대한 인식의 틀, 즉 정책프레임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싼 각 옹호연합의 

행위자, 신념체계와 그 결과 형성되는 정책프레임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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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2. 두 정책프레임이 충돌하는 경우 특정한 정책프레

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배적 프레임이 되는가?

     정책프레임이 충돌하는 경우 옹호연합이 가진 자원과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책 이슈를 선점하는 연합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

싼 정책프레임의 충돌과정, 구체적으로 각 옹호연합들이 활용한 자

원과 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연구문제 3. 정책프레임의 충돌 결과 특정한 프레임이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면 정책과정에 어떤 영항을 미치는가?

     정책프레임이 충돌하고 특정 프레임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정

책과정이 크게 달라지며 정책 자체의 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가

정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당초 정

부안에 비해 어떻게 수정되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정책

변동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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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1. 프레임 이론(Frame theory)

  

     프레임에 대해서는 Bateson(1972)이 커뮤니케이션과 메타 커뮤

니케이션6)을 구분하면서 어떠한 의사소통이라도 해석의 틀(frame of 

interpretation)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최초의 논

의가 시작되었다. Erving Goffman(1974)은 Bateson의 개념을 발전시

켜 프레임을 사물에 대한 관찰과 이해과정, 즉 경험과 조직화 과정

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며 행동하

도록 유도하는 인식의 틀이라고 본 것이다. Bateson의 프레임이 메

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적인 

용어였다면 Goffman의 프레임은 사회적 행동과 그 행동의 조직방식

을 규정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정교하게 전개하기 위해 구성한 이

론적 개념이다. 프레임은 해석의 틀, 도식, 또는 관점으로서, 상황에 

대한 설명적 관점을 지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프레임은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다소 포괄적인 해석의 틀 정도를 의미하고 있

다(이준웅, 2000). 

     최근의 프레임 개념의 활용을 보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

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상징적 상호주의 전

통에 기반한 개념에서 나아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학의 사회적 구성

주의를 설명하거나,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매체의 뉴스프레임, 정

책갈등 또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슈프레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6)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을 정하는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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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준웅(2000)은 프레임 개념이 유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

제는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상이한 이론적 관심에 따라 프레임을 다

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개념에 대한 인용도 연구분야간의 

맥락을 교차해서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민철, 윤견수(2010)는 프레임을 어떤 사건이라 상황, 대상에 

대한 해석과 행동의 규칙으로 작동하고, 사람들은 프레임을 통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서,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프레임에 근거해서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 

혹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무척 다른 것으로 이해되며, 나아가 그 다

음의 행동을 선택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 특히 정책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에 대

해 자기의 이익과 가치에 비추어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되며, 극단적

으로는 관련 당사자 수만큼 프레임의 수가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이동훈, 김원용(2012)은 프레임이 개인의 생각을 주도하는 해석

과 판단의 지배적인 준거틀을 가리키지만,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

는 프레임은 다수의 의견으로 규합되어 실체화하는 틀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프레임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판단할 

때 작동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며, 집단이 공유하는 프레임은 

구성원 각자의 모자이크 조각 같은 판단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

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결국 프레임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또

는 여론 형성의 기본 단위 의견의 담지자로서 개인이 상황을 인식하

고 교류를 통해 의견을 집단화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

다. 이러한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의 사회적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프레임은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을 구조

화하거여 구성원들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범주화하는 역할을 

하며, 둘째, 수사적 텍스트를 넘어 모든 상징적 표현 요소들이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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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조화되는 데 토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프레임의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경쟁성과 대립성, 확장성과 지속성, 가치성과 상징성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

로 등장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때로, 당시 ‘경제 리더십’ 프레임

이 준거의 틀로 작용하여 도덕성 등 다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

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 옹호연합틀 이론과 정책변동 이론

  1) 정책결정 이론과 옹호연합틀 이론

     논리적 흐름을 돕기 위해 정책결정이론을 개관한 후 정책결정

과정의 정치성을 설명하는 옹호연합틀 이론에 대해 분석하며, 그 외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

다. 

   (1) 정책 결정(Policy Making) 이론

     정책결정이론에 앞서 먼저 정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Lasswell(1951)은 정책을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Lowi(1972)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소극적 제재를 사

용하여 시민들의 형태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정의

한 일반적 진술”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정길, 최종원, 이

시원, 정준금(2006)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안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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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는 “각종의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통하여 권위 있게 결정된 공

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기본방침”으로 정의하

였다(권준, 2013).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으

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얻는 정보가 끊임없이 환류되어야 바람직

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양승일, 2006).

     이 중 “정책 결정(Policy Making)”은 권위 있는 결정에서 나타

나는 행위, 사건, 선택의 전개를 뜻한다. 많은 연구들은 권위 있는 

결정 보다는 전개, 즉 여러 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정책결정으로 결

집되어 나오는 과정을 보다 강조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정책체계 내

에서 문제가 개념화되고 대안이 형성되며 정책이 선정되는 데에 관

한 양태를 의미하므로, 정책결정 연구는 과정에 관련되는 구조, 과정

의 맥락과 제약조건,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선택과 사건에 큰 관심

을 갖는다(Schlager, 1999 ; 배용수 외, 2004 재인용).

     정책결정에 대한 합리모형 접근에서 정책문제는 사실에 기초하

여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그러

나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의 정책문제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가치문제가 존재하여 합리성의 논리에 따라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은 그 자체가 합리성의 논리라기보

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해된다. 정책을 고 당기는 정치적 게

임의 산물로 보는 정치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 임하는 경

기자인 참여자(participant)이며, 정책참여자의 영향력(power)도 정치

적 상호작용 게임에 있어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

가 된다. 정책참여자는 정치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권력이나 영향력에 따라 정책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상호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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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다른 집단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

해지므로, 행위자들은 연합형성(coalition building)이나 외부 전문가

의 동원을 모색하게 된다(안병철, 2001). 

   (2) 옹호연합틀(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이론

     정책결정 과정이 복잡한 만큼 이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

는데, 그 중 옹호연합틀 이론은 상이한 신념체계를 가지는 행위자들

이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이러한 옹호연합들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을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정책과

정의 내적 동태성과 이를 통한 정책산출의 과정을 밝힘은 물론, 환

경적 요인이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 맥

락 - 정책과정 - 정책산출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김순양, 2010). 

     옹호연합틀(ACF)이란 정책옹호연합을 분석단위로 상정하여 행

위자들이 지닌 신념체계를 토대로 그들끼리 옹호연합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해 공공정책에서 그들의 신념이 구체화되도록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옹호연합은 다양한 신념체계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의 

구성체라 할 수 있다. 한은석(2012)은 옹호연합틀 이론의 개념과 특

징을 종합해 볼 때 동 이론이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은 정책변동의 

원인을 정책행위자간 권력과정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라 보았다. 즉, 

이 이론은 정책하위체제를 정책변동의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다루며 

정책하위체제를 구성하는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와 이에 따른 권력구

조의 재편을 정책변동의 주요 원인변수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Sabatier(2007)는 옹호연합이 유사한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을 

포함하며, 이 때 행위자들은 신념체계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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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이라고 보고 있다. 옹호연합의 틀은 개인이 인지적 제약을 가

진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계층적 신념체계에 의해 인식들을 여과하

고 이익보다는 손실을 기억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반대자들의 영향

력과 악의성을 과장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신념체계는 옹호연합 행

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적인 신념들의 집합으로서, 결국 신념

체계는 공공정책이나 공공프로그램이라고 본다(Sabatier, 1988). 

     Sabatier와 Weible(2007)은 옹호연합틀 이론의 구성요소에 대해, 

먼저 “외적요인변수”와 관련하여 상대적 안정변수(relatively stable 

parameters), 역동적인 외적요인 변수(dynamic external events)로 구

별하고 있다. 전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폭이 좁은 변수이다. 후

자는 하위체제를 제약하거나 혹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정권의 교

체, 중요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적요인변수의 제약 또는 지지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정책하

위체제(policy subsystems)”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변동과 결정과정에

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행위자”)들이 옹호연합을 

만들게 되며, 각 옹호연합은 유사한 공통 “신념체제”를 가지고 그들

이 상정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과 도구들을 사용하

는 역동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정책 하위체제 내의 개별 

행위자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들의 연합 형성에 관심을 두게 된

다. 한편 “중개자(policy broker)”가 옹호연합간 상충하는 문제와 갈

등을 조정하는 중재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의회나 정부 혹은 관련 

위원회 등이 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중개된 결과 정책이 산출되며 

이는 다시 외적인 요인변수로 환류되는 경로를 구성하고 있다. 

     옹호연합틀 이론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과 보완을 거침으로써 

이론의 일반화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 이론이 미국의 다원주

의 정책환경 하에서 환경정책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다가,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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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럽, 아시아국가 등에 적용되면서 다원주의적 가정에 대한 반

론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99년 이래 옹호연합이 작동

하는 맥락(즉, 환경적 요인과 정책하위체제 사이의 매개요인), 옹호

연합 자원의 유형화, 주요 정책변동의 경로의 세가지 면에서 크게 

수정되었다. 우선 맥락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제약 및 기회요인으로

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외적요인(external factors)에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옹호연합틀 이론이 조합주의 및 권위주의 

체제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외적요인이 옹호연

합의 행위에 영항을 미치는 것을 매개하는 ‘연합기회구조(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 개념을 통하여 이전의 자원과 제약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막연하게 자원이라는 개

념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정책결정권한, 여론, 정보, 인력, 재정, 리더

십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주요 정책변동의 경로와 관련해서 

종래에는 외적 충격과 정책지향학습만을 언급했으나, 이후에는 정책

하위체제 내부로부터의 ‘내적 충격’과 ‘협상된 동의(negotiated 

agreement)’라는 두 개의 경로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정책단계모형의 

약점인 인과적 설명의 부족을 극복하려는 것으로서, 변수들간의 인

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우선 외

적 요인은 정책 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으로서, 이를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 변수’로 구분

하고 각각 네 개의 하위변수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외적 

요인이 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기적 연합기회구

조와 단기적 제약 및 행위자의 자원은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한다. 

다음에 이러한 외적 요인 및 매개변수의 영향 하에서 행위자들은 상

이한 신념체계에 근거하여 옹호연합을 형성하며, 적절한 전략을 선

택하여 상대 옹호연합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중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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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향학습 등을 거쳐서 정책이 형성되거나 변동한다. 그러나 정책

핵심신념의 변동 및 이를 통한 주요 정책변동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외적 충격과 내적 충격이 가미되어야 한다(김순양, 2010). 옹호연합틀 

이론의 구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 옹호연합틀 이론의 구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

1. 문제영역의 기본적 속성

2. 자연자원의 기본적 분포

3. 근본적 사회문화적 가치 

및 구조

4. 기본적 법적 구조(규칙)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

1.정책변동을 위해서 

필요한 합의의 정도

2. 정치체제의 개방성

정책 하위체제

옹호연합 A       옹호연합 B

중개자

a. 정책신념       a. 정책신념

b. 자원           b. 자원

  전략 A            전략 B

의사결정

제도, 규칙, 자원배분, 임명

정책산출물

정책영향

역동적인 외적요인 변수

1. 사회경제적 조건 및 

기술의 변화

2. 여론의 변화

3. 지배연합의 변동

4. 다른 하위체제의 정책 

결정과 방향

하위체제 행위자들에 

대한 단기적 제약과 자원

  출처 : Sabatier and Weible(2007)

    가.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s)와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정책하위체제는 특정한 정책문제를 다루는 데 관여하는 행위자

들의 집합으로서, 이는 의사결정자 뿐만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의 생

성과 전파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핵심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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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공유와 “상당한 정도의 조정(non-trivial degree of coordination)”

에 기반을 두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연합이다.

     정책하위체제는 행위자들의 신념에 의해 구분되는 수개의 옹호

연합들로 구성된다. 각 신념체계와 그에 의해 형성된 옹호연합들은 

상호 경쟁적이고 갈등적이다(김순양, 2006). 옹호연합의 행위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그들의 자원

을 사용하며, 여러 장소에서 공격을 게시하고 동시에 그들의 이익을 

방어한다. 옹호연합 행위자들이 활용하는 자원들의 유형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2 > 옹호연합의 자원 유형 및 특성

유   형 특   성

법적 접근성 지배연합이 약소연합보다 공식기관 내 더 많은 구성원을 보유

여   론 새로운 입법로비, 규칙 및 규정변화 압력에 대응

정   보

이해관계자들이 연합 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반대연합의 정

책관을 반대하며 정책결정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대

중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용

동원가능한 

집단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선거 및 기금모금 운동, 대중적 집회 

및 기타 활동에 참여

재   정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연합은 후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

리더십 정책의 변화를 위해 숙련된 혁신가들이 필요

  출처 : Sabatier and Weible(2007)

    나. 신념체계(Belief Systems)

     신념체계는 옹호연합을 태동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중심적인 연합

조직의 원리이다. 옹호연합은 그들이 가지고 이는 신념을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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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시키고자 노력하며, 정책 변동 결정과정에서 행위자의 성패가 

그들의 신념을 실제적인 정책으로 책정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옹호연합의 형성에서는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유사한 정책신념을 표방하는 행위자와 연

합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Munro, 1993 ; 최경서, 2014 재인용). 

     옹호연합틀 이론에서 신념체제는 최상위 수준의 근본적인 신념

으로서 “규범적 기저핵심(normative deep core) 신념”, 특정 정책목

표 및 목표달성조건 등에 대한 인과적 인식으로서의 옹호연합의 기

본적인 방침･전략등과 관련한 “정책핵심(policy core) 신념”, 행정상 

입법상의 정책수단과 관련한 도구적 측면의 “2차(secondary) 신념” 

등 세 가지 차원의 계층적인 구도를 가지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

책지향 학습 및 협상 등에 의한 변화 여지가 높아진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옹호연합 신념체제의 구조

특 성 범 위 변화 정도

규범적 

기저핵심 

신념

▪근본적, 규범적이

며 본질적인 이치

▪기초적 개인적 철학

▪모든 정책에 적용 가능

▪매우 어려움

▪종교적 신념과 유사

정책

핵심 

신념

▪규범적 핵심의 달성에 

필요한 기초 전략과 

관련한 근본입장

▪이익과 관련한 정책

영역에 적용

▪일부 정책에 적용 가능

▪어려움

▪경험이 심각한 변칙을 

노출할 경우 변화

2차 

신념

▪정책핵심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도구의 

선택 및 정보 탐색

▪특수 정책

▪이익의 하위체계

▪실질적 정책갈등에 

대한 경향

▪용이함

▪대부분 행정적 도구

▪정책성과와 관련한 

정보, 문제의 심각

성 등에 따라 변화 

  출처 : Sabatier and Jenkins-Smith(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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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적 요인(External Factors)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는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들

의 행태나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동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

지만, 행위자들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역동적인 외적 요인변수는 주변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으로서, 

옹호연합간의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균형이 변화하여 달라지거나 새

롭게 형성되는 지식으로 인해 정책하위체제의 구성이 영향을 받는 

것 등이 해당한다. 자원의 균형이 변화하면 많은 자원을 소유하게 

된 옹호연합이 힘의 원칙으로 강압적으로 정책결정을 해 버리는 결

과를 만드는 등 주요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라. 정책중개자(Policy Brokers)

     옹호연합간 갈등을 중재하는 제3자로서, 의회, 행정관료, 사법

부는 물론 중재위원회, 명망가 위원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

부의 각종 위원회 등도 될 수 있다(김순양, 2006). 정책중개자는 원칙

적으로 어느 옹호연합에도 속하지 않아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

만, 현실에서는 특정한 옹호연합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2) 정책변동(Policy Change) 이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책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

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

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이라 할 때, “정

책변동(Policy Change)”이란 이와 같이 결정한 정책목표 또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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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역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이슈)는 정책체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

라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의 성격 자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등장만이 아니라 정책집행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 영향이 문제를 변화시킨다. 이는 정책결정 직후, 정책

집행, 정책평가 도중에 인지되고 이것이 환류되어 정책변동을 일으

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6).

   (1) 정책변동의 성격

     정책변동의 성격은 다양하나 다음 두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이상성, 2004 ; 홍근혜, 2007 재인용). 

     먼저, 정책변동을 정책과정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정책

과정을 의제 설정･결정･집행･평가의 4가지 단계로 나누고, 변동은 

이러한 단계 사이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정

책의 4단계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순환적･복합적･동태적으로 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정책

이 정책집행 과정상에서 정책의 성공적 집행 내지는 정책의 적실성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변화를 뜻한다. 또한 정책의 결정 

후 집행단계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집행인의 능력의 한계, 미래 예측의 불가능성, 지식･정보･기술의 한

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에 집행의 적실성 제고를 위해 정책

의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후 그 결과를 정책과정으로 환류 시

키는 시점에서 역시 정책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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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이

는 정책의 성숙효과라 설명 할 수도 있다. 즉,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동안의 시간의 변화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변화

시킬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처음 의도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와 정책 자체의 오류로 

인한 문제는 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유도하며, 이러한 경우 정책의 

적실성의 확보와 성공적 집행을 위해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

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2) 정책변동의 유형

     이러한 정책변동의 유형을 Hogwood와 Peters(1983)는 정책혁

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 등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그 분야의 기존 정책(법률 등)

이 없고 담당 조직도 없으며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

드는 경우이고, 둘째,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기존 정책

(법률 등)의 내용･담당조직･예산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약간씩의 

수정･변경을 하는 경우이며, 셋째,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한 정책내용･추진 조직･ 예산항

목 등을 대폭 수정･변경하거나 기존 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조직･예산이 완전히 소멸되고 이를 대체할 정책도 결정하지 않

는 경우이다(정정길 외, 2006). 

     정책변동 유형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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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정책변동 유형간의 관계

   출처 : 정정길 외(2006)

   (3)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 옹호연합틀 이론에서 정책변동

     이러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앞서 기술한 옹

호연합틀 이론이다. 즉, 정책하위체제 내 행위자들의 행태에 제약을 

가하거나 재원이 되는 외생변수를 바탕으로 정책옹호연합이 구성되

고 옹호연합간 갈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여 연합을 형성하는 이들의 신념체계는 장기간에 걸친 정

책학습이나 정책중개자들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정책의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념체계와 정책의 변동은 외적 충격, 정책지향학습, 

내적 충격, 협상된 동의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외적 충격

(external shock)”은 정책하위체제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중대한 혼란 

내지는 사건(events)로서, 의제를 변화시키고 공중의 주의를 환기시

키며, 핵심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유발한다. 이는 첫째, 공중이나 주

요 통치자의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거나, 둘째, 지배연합의 정책핵심

신념의 구성요소를 변화시킴으로써 정책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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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는 경우란 옹호연합 사이에서 기술

적으로 갈등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및 기술의 도입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옹호연합의 핵심 신념의 변동 없이

도 타협할 수 있는 서로간의 여지가 생기며 이를 “정책지향학습

(Policy-Oriented Learning)”이라 한다(최경서, 2014). 이러한 학습은 

장기간동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신

념체계의 수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이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달라진다. 

     "내적 충격(Internal Shock)"은 정책하위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일부 연합에게는 정책 핵심신념을 확신시키는 반면 다

른 연합에게는 그들의 신념에 대한 의문을 증가시킨다(Sabatier and 

Weible, 2007)

     "협상된 동의(Negotiated Agreements)"는 내･외적 충격이 없이

도 협의에 이르는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써, 분쟁 당사자들이 현 

상황의 유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자신이 속한 옹호연합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나. 그 외 정책변동 이론

     그 외 최근에 제기된 이론으로 먼저 “단속 평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Model)”이 있다. 이는 Baumgartner와 Johns(1993)이 진

화생물학(evolutionary biology)의 단속 평형, 즉 ‘변화의 단속적 과

정(discontinuous tempos of change)’ 개념을 활용하여 정립한 이론

으로서, 정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추진되다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정책 이미지가 변화되면서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본

다. 따라서 정치체제에서 일반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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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인 균형만 존재한다. 즉, ‘구조적으로 유도된 균형(Structure-induced 

Equilibrium)’이 도출되어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대중들이 일단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정책갈등이 발생하고 정책이 변동된다

는 것이다. Baumgartner와 Johns(1993)는 정책의 이해관계자와 이익

집단으로 구성된 정책의 하위체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책 이미지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정책 입장으

로 채택되어 최종 정책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정책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하위체제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 이미지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하위체제 간에 정책 갈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정책 입장과 

정책 산출결과도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Howlett, 2009).

     이에 대해 Howlett(2009)은 단속적 평형모형이 정책변동 그 자

체를 분석하는 모형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변동에 관

한 정통 모형(orthodox model of policy dynamics)은 정책의 역사성

(history)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단속 평형모형에 

대응하는 모형으로 “경로의존성 모형(Path Dependency Model)”과 

“과정경로 모형(Process-Sequencing Model)” 등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경로의존성 모형은 다양한 정책변동 사례를 설명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과정경로 모형이 대부분의 정책변동을 설

명하는 데 좀 더 우수한 일반모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Kanengisser(2014)는 유명한 진화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가 그이 저서인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언급

한 ‘밈(meme)’의 개념을 차용하여 생각과 제도의 변화, 나아가 정책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밈을 ‘문화 단위(Unit of culture)’7)라고 

하면서, 아이디어의 변화가 제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 있어 밈의 

7) Richard Dawkins는 밈을 “문화적인 유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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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고찰하였다. 그는 이 이론(memetic theoretical framework)이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변화 뿐 아니라 내재적인 변화과정을 설명하

는 데 유용할 것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이론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

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유연근무제(Flex-time Work), 시간선택제 근무제(Part-time Work)

     진종순, 장용진(2010)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형

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함으

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으로서, 좁게는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의 다양화에서부터 넓게는 근무복장･근무방식 등 근무문화

(culture)의 유연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직무수행에 따르는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

의되는데, 첫째는 직장에서의 삶(quality of work-life), 둘째는 개인

의 능력개발(ability development), 셋째는 가정생활의 질(quality of 

family-life)이다. 최근 연구를 통해 가정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조직 

구성원의 직장생활과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밝혀지면

서 가정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Daniels & Spiker, 

1991), 유연근무제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 개인에 기반을 둔 조

세체계와 함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가족 친화적 정책

(Family Friendly Policy)의 대표적인 형태이다(Khamkanya & Sloan, 2009).

     선진국에서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조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고용정책이자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

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변형근

로시간제, 변형근무일제, 교대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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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990 ; 1997 ; 진종순, 2010 재인용).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

우 1997년 당시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정치공약

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활성화되

었는데, 영국의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4 > 영국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내용

유  형 내  용

시간제근무제

시간제 근무의 운영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일제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일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정해진 범주 내에서 핵심 근무시간(core time)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무 초과시

간이나 부족시간을 다음 회기로 이월 가능

시간차근로제
같은 직장 내에서도 근로자마다 다른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장시

간 사업장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

집약근로시간제 일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출근일수를 줄이는 제도

작업 공유제
보통 근로자 1인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를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제도로, 분업과는 다름. 구체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음

교대 근무제 24시간동안 조별로 근무를 교대하는 제도 

교대 교환제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근무시간 저축제 초과근무시간을 정규 근로시간에서 제해 주는 제도

학기중 근로제
정규직 근로자에게 자녀 방학기간 중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허

가하는 제도

연중 근로제

계약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기간에는 게약 당시 근로시

간을 배당하고, 다른 기간은 비워두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비워둔 기간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제도

초과 휴가제 초과된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봉을 재조정하는 제도

자율 초과근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재택근무제 통신, 교통기술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제도

무급 휴직제도
일정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제공하고, 기간 말미에 복

귀할 수 있는 제도

  출처 : ACAS, Advice leaflet - Flexible Working(2006) ; 진종순 외,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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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바로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서, 우

리나라의 공직부문에 도입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위 분류 중 시

간제 근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002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의2, 2007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

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해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

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 등에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교사 역시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는 ｢교육

공무원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적용 배제조항이 아니므로, ｢국가공

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을 교사에도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

무원임용령｣ 제19조의4를 신설한 이유는 잔여시간 대체인력의 충원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일반

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

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였으나,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책과정에서 프레임이론을 적용

한 연구, 옹호연합틀 이론을 활용한 연구 및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에 

대한 연구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경우 도입에 대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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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정책이고 세부방안을 발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8)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정책연구 외에 아직 특별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교사부문 뿐 아니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유연근무제 형태로 2000년대 초반 공

직에 도입된 시간제 근무제도에 대한 몇몇 연구는 찾아볼 수 있다.

  1) 정책과정에서 프레임 이론을 적용한 연구

     하민철, 윤견수(2010)는 프레임이론을 정책영역으로 가져와 정

책프레임을 세 가지 요소, 즉 행위자, 대안, 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먼저 정책프레임은 특정인의 관점과 견해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행위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으로 정책프레임 안

에는 행위자가 주장하는 정책이슈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이슈는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의 내용을 말

하며, 일반적으로 대안과 가치를 보함하고 있다. 대안은 정책수단을 

말하고 가치는 대안이 가져올 최종 정책목적을 의미하며, 상당부분 

논리적 근거나 대외 명분과 관련된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아래

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 그림 3 > 정책프레임의 구조

대  안 (정책수단) ---------> 가  치 (정책목적)

↑

행위자

8) 2014.3.3.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기본계획 발표 및 3.7.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
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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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경(2008)은 인터넷 실명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구성주

의의 관점이 딜레마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

어, 특정 행위자가 어떻게 의도된 방향으로 딜레마 상황을 사회적으

로 구성하고 강화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정책딜레마 잠재

기-정책딜레마 형성기-정책딜레마 증폭기-정책딜레마 완화기 등으로 

구분하고 시민단체가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을 통해 정부의 

프레임에 대항하는 새로운 의미와 이해관계를 가진 대항 프레임을 

설정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정책의 결과가치와 무관한 보호

된 가치(protected value)의 문제로 구성해 내어 일반 대중 및 관련 

단체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강민아, 장지호(2007)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프레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정책결

정자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소

통에 있어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의미를 부각하며 

자신들의 가치에 부합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반 국민이

나 정책수용자들이 사회적 쟁점을 인식하도록 유인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쟁점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

도하고자 하는 프레이밍(Framing) 전략의 형성 및 발전과정에 주목

하고 있다. 

     심준섭(2012)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을 둘러싼 갈등에서 반대측 당사자인 강정마을 지역주민들과 지지측 

당사자인 정부측 공무원들의 갈등 프레임을 비교하고 있다. 이 때 

갈등 프레임은 일종의 메타 프레임, 즉 구체적인 프레임이라기보다

는 갈등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구체적인 프레임들로 세분화된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갈등 프레임을 

세부 프레임들로 구분하고 양측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세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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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은 환경위험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측

은 주민의 반대를 손익 프레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나태준(2006)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주어진 정책사안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프레이밍을 형성하는지, 프레이밍간에는 

어떻게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갈등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관료주의적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정부당국과 외부행위자간에 현격한 입장차가 

존재하며 조정적 담론기회의 박탈과 의사소통 담론기능이 상실된다

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옹호연합틀 이론을 활용한 연구

     1988년에 Sabatier가 정립한 이래 옹호연합틀 이론은 현실의 정

책과정 및 정책변동 분석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특히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갈등하는 옹호연합이 존재해야 하

기 때문에, 환경보존이나 개발이라는 상반되는 정책신념을 토대로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환경정책이나 규제 선호집단과 반대집단이 

경쟁하는 규제정책 영역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김순양, 2006).

     김영종(2009)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동태적 정책형성과정을 정

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의 결합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정책옹호연

합과 이를 반대하는 경제부처 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상당히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여 왔으며, 결국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의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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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개활동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병

행 실시하는 타협적 방안이 정책으로 산출되었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환경정책이나 규제정책 등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책분

야에서 옹호연합틀 이론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는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교육정책에 

옹호연합틀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기용(2009)은 옹호연합틀 이론을 적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

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제도 도입과정 전반에 걸쳐, 시장

주의･다원주의를 바탕으로 법률가 공급 독점체제의 타파를 주장하는 

옹호연합(비법조계)과 국가주의･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 

법률가 양성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옹호연합(법조계)간의 갈등을 

분석하고, 정책중개자로서의 국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역할 등

을 확인하였으며, 이념적인 차이에 따라 근본적인 갈등이 빈번히 야

기되는 교육정책 분야의 연구에서 옹호연합틀 이론의 적극적인 활용

을 제언하고 있다. 

     조만형, 김이수(2010)는 옹호연합틀을 활용하여 교육정책을 둘

러싼 정책이해관계자간 갈등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교육감 

선출, 수능성적 공개, 외고 폐지･전환 등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옹호연합 행위자, 신념체계, 연합행태, 자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갈등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신념의 유사성과 옹호연합 형

성간의 관계를 규명했으며, 정책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중개자 역할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변수연, 이희영, 박해경(2011)은 우리나라 대입정책 중 3불 정책

을 둘러싼 옹호연합간의 신념체계 갈등에서 나타난 상호 적대화 현

상(devil shift)의 발전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옹호연합들은 상

대방의 의도를 부정적 또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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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타당하며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비해 상대

방의 행동을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

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왜곡된 평가의 정도는 신념체계의 거리가 멀

수록 강해지는 한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보다는 손실을 의미

하는 상황에 처할 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의 왜곡 정도가 커

짐을 확인하였다.

     김민조, 박소영(2012)은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정에서 각 옹호연

합의 형성과 작동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동 연구에서 지지연합은 사

학 관계자, 교과부, 한나라당 등이 주축이 되어 교육의 수월성과 자

율성,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핵심 신념체계로 하고 있는 반면, 

반대연합은 고교평준화 찬성론자들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핵심 신념체계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각 연합은 자원 및 전략의 활

용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며, 정책학습을 통한 신

념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최종 정책이 산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은석(2012)은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과정을 정책 옹호

연합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논쟁

은 정치적이나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

근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외적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

다고 보았다.. 또한 옹호연합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

식적인 방법 외에도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책 중개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전진석(2003)은 의약분업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를 정책 옹호연

합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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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분업을 법제화한 이래 지금까지의 의약분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 

수십년동안 나타나는 의약분업 정책의 변화는 정책옹호연합들의 상

호작용의 결과이며, 외적요인변수와 함께 정책옹호연합들의 믿음체

계(belief systems)의 수정을 의미하는 정책지향 학습도 주요한 정책

변동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모(2012)는 옹호연합틀 이론을 기본으로 하여 50년 가까운 

시간동안의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정책변동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창도가,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도입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김진식, 양승일, 유홍림(2013) 역시 옹호연합틀(ACF) 이론과 다

중흐름모형(MSF : Multiple Streams Framework)의 장단점을 고려하

여 통합한 ACMS 모형을 건강보험 통합정책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

과 시민･사회단체 등 비공식적 참여자가 과거에 비해 정책변동에 더 

큰 영향을 주며, 각 옹호연합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4)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관련 연구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시간제9) 근무제도가 도

입될 무렵인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강정석, 신

동면(2000)은 시간제 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 연구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살펴본 후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양대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에서 두 원칙이 충돌

9)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는 2013년 9월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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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정서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정석(2010)은 경남 사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시간

제 근무제도 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인사･보수의 불이익, 조직문화의 

경직성,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불신 등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

책대안으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한 인식의 개선, 법･제도적 장치

의 정비,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 조

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미경, 김복태, 금창호, 박미연(2012)은 시간제 공무원이 담당

하는 업무와 육아휴직자가 담당하는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서 시간제 인력 확보가 

적합한 직무를 직급별･직렬별로 발굴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서 

직무유형의 적합성, 시간분절의 적합성, 책임수준의 적합성, 역량수

준의 적합성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제 근무가 적합한 직무

를 제시하였다.

     김기형, 진종순(2013)은 시간제 근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

무원 제도의 도입이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정

규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중요한 경험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있어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시행착오의 해결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하였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방안 연구｣(한국

인사행정학회, 2014)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해지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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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및 세계적으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10))의 확보가 고용정책에

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시

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다

양화에 부응하고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특성상 휴직에 따른 경력단

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서, 정규직과 동등한 신분

보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 15~25시간 내에서 원하는 요일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와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제도 

등으로 이원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개채용 방식이나, 

교사의 경우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

기 위해 전일제 교사 임용과 동일한 완전 공개경쟁 임용시험 형태의 

신규채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5)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성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교원들에게 휴직･명예퇴직 외에 시간선

택제로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교원들의 복지 향상에 그 

도입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교원들이 앞장

서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교

원집단이 반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분석했던 정책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가 반대연합을 형성한 다른 정책들(법

학전문대학원, 교육감 선출 등)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교원들이 왜 반대연합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제

도 도입 과정에서 형성된 부정적인 정책프레임에 기인한 것으로서, 

10)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조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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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프레임의 형성과 대립과정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옹호

연합틀 이론에 기반한 기존의 정책변동 연구와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근무제도에 대해 도입방안을 주로 연

구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이로 인한 정책변동을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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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과 연구의 분석틀

 1. 연구방법 : 단일 사례연구(Single Case Study)

     본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정” 사례를 중

심으로 연구하는 “사례연구(case study)”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그 목적이 소수의 사례를 통해서 종합적, 심층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다수 사례, 다변량 계량적 연구가 보여줄 수 없는 맥락

과 이론적 가설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

량적 연구가 지배적인 최근의 연구경향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방법이다(이종원, 2011). Yin(2008)은 '어떻게(how)' 또는 '

왜(why)'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나 연구자가 사건을 거의 통

제할 수 없을 때, 실생활에서 동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주로 다루

고자 할 때 사례연구가 유용하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하나의 사례를 가

지고 연구하는 "단일 사례연구(single case study)"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바, Yin(2008)은 단일 사례연구가 유용한 5가지 경우를 들고 있

다. 첫째, 이미 잘 알려진 이론을 검증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그 이론을 반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둘째, 사례가 매우 독특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셋째, 하나의 사례가 대다수의 사례들을 대표하거나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 넷째, 과거에는 과학적인 분석이 불

가능했던 현상에 대해 특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획

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섯째, 특정 조건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이론의 초점이 맞추어진 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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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연구인 경우 등이다. 본 연구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라는 특정한 단일사례를 통해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의 경쟁과정에

서 이슈 선점의 중요성이 크다는 일반화 가능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위 다섯 가지 경우 중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아직 시행 전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제도에 대해 정량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그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 것은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매우 신중히 접근11)하는 문제이고 

연구자가 바로 제도 도입 담당자였기 때문에 자칫 교육부 차원의 설

문조사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이는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Yin(2008)의 증거 취합(convergence of 

evidence)의 6가지 방법12) 중 교육부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업무를 담

당하면서 정리한 관련 문서와 교원단체 발표자료, 신문기사, 토론회 

자료 등을 기반으로 하여 ‘문헌검토’ 방식으로 주로 연구하는 한편

(documents & archival records),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

들과 시행했던 ‘인터뷰’ 결과(focused & open-ended interviews)를 

정리하여 분석했으며, 타 부처 관계자 및 전임자들에 대해 ‘비표준화 

면접’(unstandardiz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식적으로 발

표한 내용은 아니나 업무 담당자로서 작성 또는 검토한 내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논쟁이 교총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촉발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
는 후술한다.

12) archival records, open-ended interviews, focus interviews, structured interviews and surveys, 

observations(direct and participa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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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옹호연합틀 이론과 프레임 이론을 결합하여 분

석하였다. 즉,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도입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각 옹호연합을 형성하고, 옹호연합 내의 행위

자들이 연합 내에서 공유하는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프레임을 

정립한 후, 다양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여 이슈에 대한 우위를 점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 정책변동을 초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먼저 프레임 모형은 하민철･윤견수(2010)가 제시한 정책프레임 

모형을 응용하였다. 다만 동 모형에서 신념체계는 정책프레임의 구

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프레임이 달라지는 

데에는 신념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를 

정책프레임 구성요소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옹호연합 이론의 구성요소 중 중개자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역시 아직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 도입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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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4 > 연구의 분석틀

정책하위체제

지지연합                               반대연합

‣신념체계 : 노동직･전문직관

‣행위자 : 정부, 원하는 교사

‣정책대안-가치(정책목적)

  : 시간선택제-교육력 향상

<< 정책프레임 >>

‣자원 및 전략 : 법적접근성, 

인적･재정적 유인 등

충 돌

경 쟁

조 정

‣신념체계 : 성직･전문직관

‣행위자 : 교원단체, 야당 등

‣정책대안-가치(정책목적)

  : 시간선택제-교육력 약화

<< 정책프레임 >>

‣자원 및 전략 : 학교와 교원

들의 반대 확산

정책내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정책내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철회

 ※ 옹호연합별 자세한 구조는 < 그림 5 >, < 그림 6 > 참고

정책 결정 및 변동

정부 정책 수립 → 정책혁신

정부 vs. 교  총 → 정책승계

정부 vs. 교대련 → 정책유지

내･외 상황변화 → 정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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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개요

 

 1. 개 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

를 가지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주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

을 담당하는 교사이다(교육부, 2014).

2. 추진배경 및 도입목적

  1) 추진배경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첫째, 학생수 감소와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응, 둘째, 교육의 책무

성 확보, 셋째, 세계적 추세로서의 FTE(Full-Time Equivalent)13) 확대 

등을 들고 있다.

13)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news/news05a.jsp?actionType=view&runno=7148)에 
따르면, FTE는 노동 투입과 관련된 것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종사 노동자 수
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FTE가 1이면 A라는 임무에 투입된 전일종사 노동자가 1명임을 의미한다. 

만약 반일종사 노동자 2인이 A 임무에 투입되었다면 A 임무에 투입된 FTE는 2가 아니라 1이 된
다. 미국 연방정부는 1년간 총노동 시간을 법에서 정한 보상이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FTE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총 노동시간이 6,240시간이고 1년간 보상이 가능한 
최대 노동 시간이 2,080시간인 경우 FTE는 3이 된다. 즉, 전일종사 노동력이 3명 투입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FTE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당시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자리 나누기 대안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원 
관리 기준을 단순히 투입된 노동자 수로 판단하는 ‘정원’ 개념이 아니라 FTE로 환산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 반일종사 노동자 2명은 정원 2명이 아닌 1명으로 환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는 것이다. 이는 정원을 단순히 노동자 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FT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원 개념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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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고교 학령인구가 2013년 현재 1,979천명에서 2025년 

1,348천명으로 약 32%가 감소하는 등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 소규모 학교, 소수 교과목의 운영은 정규직 전일제 교사만으로

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

생의 필요보다는 교사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교사의 효율적

인 배치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직사회는 어느 부문보다 휴직이 자유롭고 여성 근

로자의 비율이 높아14)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자가 증가 추세이

며, 이에 따른 결원 보충 등을 위해 기간제교사의 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가 2005년 14,412명에서 2013년 44,970명으로 전체 교

사의 9.3%에 달하고 있다. 

< 표 5 > 교사의 육아･간병･학업 휴직자 추이(명)

연 도 계 육아휴직 간병휴직 학업휴직

2004  4,478 (1.2%) 3,688 364 426 

2009  8,471 (2.1%) 7,846 309 316 

2013 16,825 (3.9%) 16,020 617 188 

  출처 : 교육부(2014)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근무유형(전일제･기간제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수여하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그 자질은 

검증된 사람들이나, 그럼에도 계약직 기간제 교사는 신분이 불안하

14)  여성교원 규모(’13.4.1., 교육통계DB) : 총 279,344명 (427,689명 중 65.3%)

     (초 139,023명(76.6%), 중 76,116명(67.5%), 고 64,205명(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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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교육이 어렵고 그에 따라 교육의 책무성 

확보는 약화되는 상황이다(한국인사행정학회, 2014). 

     마지막으로,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안전성

(flexicurity) 보장을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자 정책모델로 채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근무유형으로서 FTE에 대한 논의 및 제

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에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간제 근로자와 상용 

근로자 사이에 임금･부가급여･훈련･휴가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선

언하였다. 

   2) 도입목적

     교육부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교사의 복지 향상이다. 제도 

도입시 교사가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휴직 

또는 퇴직, 즉 경력의 단절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다양한 근

무형태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교사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

들어 주면 업무만족도와 열의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그 효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가게 된다. 특히 여교사가 대다수인 교직사회에서

는 육아 등으로 인해 3년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데, 지식변화의 주기가 급속히 짧아지는 사회에서 이러한 장기 휴직

은 수업에 대한 감각 및 수업전문성 차원에서 큰 문제이므로15) 휴직

으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유연한 근무형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15)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4.1월 기준 초등교사 중 447명이 3년 이상 장기 휴직자 후 복직예정자이
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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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네덜란드의 교사

들은 많은 수의 시간제 교사의 존재가 교육의 질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근무시간이나 여타 여가시

간의 확보로 인해 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제 교사들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Ibanez, 2011 ; 배규식, 2014 재인용).

     한편, 배규식(2014)은 학생들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나날이 커가

고 수업분위기를 해치는 다양한 행위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은 좌절감･무력감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무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 제고이다. 현직 교사가 시

간선택제로 전환하게 되면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A교과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

가 2.6명이 나오는 경우 전일제만 가능한 현재는 2명 아니면 3명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커지고, 

후자의 경우 다른 교과가 개설될 여지를 줄이게 된다. 정규직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면 인력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되어 교육과

정을 현재보다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 등 향후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비한 인적 기반이 될 수 있다.

 3. 현행 교사 근무유형 및 외국 사례

  1) 현행 교사 근무유형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원은 주 4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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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교원이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총 393,933명이 있으며, 교사자

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

임용하게 된다. 소규모 학교,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경우 인근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여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사는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교사이다. 2013년 4월 1일 현

재 총 44,970명이 있으며,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선발한다. 주 40시간 전일제 기간제 교사가 대부분이나 주 6~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약 1,850명 있다.

     이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

는 강사제도가 있다. 학교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사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며,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하다.

< 표 6 > 교원의 근무 유형

구 분 정규직 계약직

전일 근무
전일제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
기간제 교원

특정 시간 

근무
-

강 사(방과후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수준별 수업 강사 등)

시간제 기간제 교원

(교과교실제 등)

  출처 : 교육부(2014)의 표를 수정･보완함

     현행 교원의 유형별 근무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46 -

< 표 7 > 현행 교원 근무유형 비교

구 분 전일제 기간제 강사

임용근거 

및 사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임용범위 정원 내 정원 내/외 정원 외

임용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 없어도 가능

임용권자 교육감 학교장 학교장

임용기간

정년(62세)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한 경우 3년의 범위에

서 연장 가능

제한 없음 

(통상 학기 단위)

근무시간

주당 40시간 주당 40시간

- 다만, 주당 6~35시간 

범위에서 시간제 기간

제 교원 임용 가능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복    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참고하여 임용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기간제 교원에 준함

경력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근무기간을 호봉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보    수

호봉에 따라 지급

- 방학기간에는 ｢교육

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 

실시 및 보수 지급

호봉에 따라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 다만, 시간제 기간제

교원은 근무시간에 비례

- 6개월 이상 임용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 지급

실제 강의한 시간 수

에 따라 시간당 강사

료 지급

- 다만, 전일제 근무시

에는 계약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수    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

계약에 따라 교육공무

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 중 교직수당, 정

액급식비 등 지급

공무원 연금 적용 미적용 미적용

  출처 : 한국인사행정학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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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 사례

   (1)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2012)는 육아, 가족 간병 또는 다른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교사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

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제 또

는 시간제 근무(flexible working or part-time teaching hours)”가 가

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사가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을 함께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나 양육 지원보다 더욱 큰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일제 근무와 시간제 근무간

에 자발적인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이는 유연한 또는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

     ILO/UNESCO 권고(1966)에서는 정부당국이나 학교는 어떤 이

유로 전일제로 일할 수 없는 자격 있는 교사가 필요시 제공하는 시

간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 교

사와 기본적인 고용조건이 동일해야 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되 차

별 없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급휴일, 병가, 모성보호 휴가 및 

연금 등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ILO, 2012). 

   (2) 영 국

     2011년 현재 전체 학교의 약 75%를 차지하는 잉글랜드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정규직 유자격(qualified) 교사, 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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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qualified) 교사16), 비정규직 대체(occasional) 교사, 보조 교사

(teaching assistants) 등으로 구분되는데, 정규직 교사들 중에서 시간

제 교사의 비율은 FTE 기준으로 유치원･초등학교는 16.7%, 중등학교

는 11.5%, 특수학교는 15.1% 수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8 > 영국 학교의 정규직 교사 근무현황 (FTE 기준)

(단위 : 천명, %)

구 분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수 비 율 수 비 율 수 비 율

전일제 교사 158.8 83.3 117.3 88.5 11.8 84.9

시간제 교사 31.9 16.7 15.3 11.5 2.1 15.1

합  계 190.7 100 132.7 100 13.9 100

  출처 : School Workforce in England Nov 2011. SFR06/2012를 기초로 한 교육

부(2014)의 표를 수정･보완함                        

     배규식(2014)은 위 통계에 대해 FTE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간

제 고용을 근무시간에 따라 전일제 고용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실제 

시간제 교사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 교사들을 전일제의 

0.6 가량 일한다고 가정하여 교사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실제 인

력 수로 보면 유치원･초등학교는 25%, 중등학교는 17.9%, 특수학교

는 22.9%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에 비해 약간 낮기는 하지만 시간제 교사의 비중이 2012년 현재 

19.8%17)로 낮지 않으며,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8).

16) 교사가 되기 위해 교생실습을 하는 예비교사 혹은 해외에서 훈련된 교사로서 유자격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사를 말한다(배규식, 2014)

17) 초등학교 24.4%, 중등학교 15.3%, 특수학교 23.3%(the Scotland Government 2013, Teachers in 

Scotland 2012)

18) 17.4%(’08) → 18.8%(’09) → 19.7%(’10) → 20.0%(’11) → 24.4%(’12)(the Scotland Government 

2013, Teachers in Scotla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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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영국은 ｢시간제 근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항 

2000(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19)에 따라 총 업무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제외

하면 정규직 시간제 교사는 자격조건 및 근무환경 면에서 전일제 교

사와 유사하다. 근무시간에 준하여 정규직 시간제 교원의 임금은 전

일제 교원 대비 60%를 받으며, 업무 시간 역시 전일제 교원의 의무

수업시수 대비 60%에 해당한다. 이 때 시간제 교원에게 계약상 명시

된 시간 외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한국교

육개발원, 2014).

     다만, 이 제도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으나, 괜찮

은 일자리(decent work)와 연계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성

별로 강한 분절성과 편중성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시간제 교사들의 비율이 

50-60% 정도이고, 중학교에서는 40% 정도의 시간제 교사가 근무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간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가 시간

제로 전환 후 시간제 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시간제 교사로 채

용된 경우 모두를 지칭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전일제 노동에서 시

간제 노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전 부문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는지 아니면 

전일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시간제 교사로 전환했는지는 중요한 문제

가 아니다(배규식 외, 2011).

19) 근로계약상 시간제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와 업무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받되 근로시간적 측면
에서 고용주가 규정하는 전일제 근로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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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네덜란드 학교의 정규직 교사 근무현황

(단위 : 명, %)

연 도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2008 63,356 (53.2) 55,722 (46.8) 26,549 (35.2) 48,934 (64.8)

2010 68,549 (55.7) 54,390 (44.3) 27,426 (35.7) 49,285 (64.3)

2012 68,129 (59.1) 47,133 (40.9) 27,117 (36.4) 47,308 (63.6)

 출처 : 네덜란드 교육문화부(2013)의 자료를 기초로 한 교육부(2014)의 표를 수

정･보완함  

     시간제 교사의 근무 시간은 학교 이사회와 교장의 자율권에 의

해 결정되고 급여는 시간비례 원칙(pro rata basis)을 철저하게 적용

하고 있으며, 시간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간의 근무 형태 전환은 비

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전일제

와 시간제간 전환이 보편화되어 일종의 문화로 인식이 되어있기 때

문이다(배규식, 2014).      

     교사들은 모두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학교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 전일제 

교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초･중등학교 교장들 가운

데서도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데, 초등학교의 경우 전

체 교장의 27.4%, 중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장의 4.7%가 시간제로 근

무하고 있다(배규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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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내용

  1) 추진 방향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규모로 최소 1

년 이상 시범운영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결정한다(교육부, 2014).

  2) 방 법 :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1) 대 상

     시간선택제 교사의 대상은 현직 국･공립 유･초･중･고(특수 포

함) 교사 중 육아, 가족 간병 및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자로서, 교장･교감･수석교사는 제외하며, 기간제 교사 및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지 않는다20).

   (2) 전환 방법 및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환신청을 하면 학내 

심의･자문기구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고 전환 신청 사

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 전환을 추천할 수 

20)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제도의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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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교육감은 교사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즉, 교사의 신청에 따라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

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

가를 받아야 전환이 가능하다. 

     허용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

영상 필요하고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 매 학년도 9월 1일도 가능하

며, 기간은 3년 이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학년 혹은 학기 단위로 정하여 교육과정 운

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

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교육과정 운영･정원 관리 등을 위해 필

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필요시 시간선

택제 전환근무의 연장도 가능하다.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학교

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충원 여

건상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이 곤란한 경우 

임용권자는 전환희망 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또한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학교를 정하여 소

속 교사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지정하여 배치 가능하며, 시간선택제 근무 

중 타 학교로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전환기간이 종료하면 별도의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전

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을 보장하되, 교육과정 운영이나 정원 관리 등

의 사유로 재전환 시기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이를 사전에 공지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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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체인력 충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대체인력의 충원과 관련한 부분이다. 공무원(경찰, 소방 

포함)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잔여시간 대체인력을 시간선

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시간선

택제 교사제도는 잔여시간 대체인력을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로 충원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교육의 질 저

하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이때의 정규직 교사는 전일제와 시간선택

제를 모두 포함하는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도입이 되

지 않았으므로, 충원인력으로서의 시간선택제 교사 역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의미한다. 충원을 위해 임용할 수 있는 교사의 수는 주

당 40시간당 1명으로 하며,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 가능하다.

  3) 신분 및 임무

   (1) 신분 보장

     시간선택제 교사의 법적 지위는 전일제 교사와 같이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0조에 따른 교사로서 정

규직 교육공무원이며, 따라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하게 정년(62세)을 

보장받는다. 

     공무원 연금도 계속 적용받는데, 연금 산정시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근무한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전

체를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인해 감액된 보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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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시에도 전일제 근무시 받게 될 보수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

징수하므로 퇴직 후 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

례하여 인정하며, 보수 및 수당은 전일제 근무시 지급받는 보수･수

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다. 단, 호봉은 전일제

와 근무시와 동일하게 인정받아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며, 수당 중 

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가족수당･자녀학비수당 등 처우개선 

성격의 수당은 전액 지급받는다. 

   (2) 임무와 역할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무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에 대

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한다. 교육활동에는 수업준비, 

수업 실시, 학생평가, 창의체험활동(동아리지도, 봉사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담임교사 배정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원칙적으로 행정･교무업무까지 포함하여 전

일제 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되, 학교 내에서 구체적인 역할은 

근무시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적절하게 배정한다.

   (3) 복 무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희망교사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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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근

무할 수 있다. 특정한 요일에 근무하는 요일선택제, 특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좁은 의미의 시간선택제 근무가 모두 가능하나, 하루 최소 

3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격월제

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거나 출장 등

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1일 4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근무 중 근무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기 시작 전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당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겸직과 관련해서는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를 적용받으나, 전환 허용사유에 반하는 지 추가로 고

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병가･공가･특별휴가 및 

휴직은 원칙적으로 전일제와 동일하게 보장하며, 질병 치료, 육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기간 동안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

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 전일제로 재전환 후 가능하다.

   (4) 연 수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자격연수21)･직무연수･특별연수 대상

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연수시간 기준(예 : 

의무연수 60시간 이상)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간선

택제로의 전환이 수업 전문성 및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21) 자격연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경력요건이 “햇수(예 : 3년)”로 표기되어 있
는 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경과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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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장학･컨설팅장학･연

구수업,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전일제 교사

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0 > 전일제･시간선택제 교사 비교

구 분 전일제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

법적 

지위
정규직 교육공무원 좌  동

정 년 62세 좌  동

임무･

역할
교육활동, 상담, 생활지도 등

좌  동

단, 담임 배정대상에서 제외

근무

형태
전일(全日)제(주 40시간)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

(주 15~25시간 이내)

경 력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보 수 당해 호봉 적용
좌  동

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수 당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단, 가족

수당, 자녀학비수당은 전액 지급) 

연 금 공무원 연금 좌  동

겸 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좌  동

단, 전환 허용사유에 반하는지 고

려하여 허용여부 결정

  출처 : 교육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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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싼 정책

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22)

 

 1. 갈등적 옹호연합 및 정책프레임 충돌에서 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이 제도는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중심의 교직 복무체계, 나아

가 정규직 일자리의 개념을 바꾼다는 점에서 Hogwood와 

Peters(1983)가 정책변동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에 해당한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유사

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책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자간에 

연합을 형성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도입하는 정부와 영향을 

받는 교원들이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가치와 

정책영향을 달리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둘러싸고 크게 

두 옹호연합간에 정책프레임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승계(Policy Succession)･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형태의 정책

변동이 발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갈등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이 장의 내용은 전임자에 대한 인터뷰, 현임자인 연구자의 경험과 지식 및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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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이한 옹호연합 집단과 정책프레임의 형성

  1) 지지연합의 정책프레임과 자원･전략

   (1) 행위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지지하는 연합은 정부와 시간선

택제 근무를 원하는 교사 등이다. 교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 교사가 응답자의 14.8%에 달

하는 등, 육아 등을 사유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교사들이 학

교현장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

한 대다수 교원, 특히 교장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

한 명시적인 지지를 표명하거나 조직적으로 정책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한편, 통상 옹호연합의 주요 행위자인 정치인과 관련하여, 여당

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즉, 명시적으로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입장에서

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주요

한 유권자 집단인 교원단체와 교사들, 그리고 예비교사들까지 반대

를 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학자･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추

진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제도의 경우 학교현장과 예비교사들

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교육학계 인사들도 이 제도를 명시적

으로 지지하기를 꺼려했다. 교육학자들 중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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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일반직 공무원

에 대한 전문가 그룹인 인사행정학회에 연구를 위탁한 것이 그 대표

적인 결과이다. 특히 대학교수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예비교

사)이 반대하는 정책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되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정책연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요청했을 

때 익명으로 서면 인터뷰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당 정치인과 학자･전문가들은 옹호연합틀 이론에서 정책중개

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행위자들이었으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

사제도 도입과정에서는 위의 이유로 그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으며, 특정한 옹호연합에 속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2) 신념체계   

     현재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바라보는 시선 또는 신념

은 교직의 성격에 대한 신념, 즉 교직관과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직관을 먼저 개관하고자 한다.

     황기우(2005)는 교직관이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즉, 

교직의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 각 교사가 나타내는 상이한 자세나 태

도는 종국적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

며, 나아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교직관은 교직의 위상, 교사상, 교사의 사회적 지위, 교사의 권

리신장 등 교육실천의 거의 전 과정에 거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직관은 크게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구분한

다. 첫째, 교직을 성직으로 보는 관점은 교직을 진리 탐구와 전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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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자의 인격형성과 성장, 좋은 삶에 헌신하는 고도의 봉사활

동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교원은 외재적 가치나 보상을 추구

하기 보다는 오직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 헌신, 희생 등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르면 교육은 소명

(calling)이다. 둘째,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은 교직도 다른 직

업처럼 노동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직업적 측면을 강조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직관을 가진 교원은 외적 보상이 충분히 주

어질 때 교직의 본래적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교원노

동조합을 구성하여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즉,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소명의식에 호소하기보다는 임금

과 처우 개선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은 노동(labor)이

다. 셋째,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은 교직이 미성숙자를 대상으

로 그들의 성장을 돕는 고유한 목적과 내적 가치를 가지고 공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교원은 장기간에 걸쳐서 고도의 

지적 훈련을 받음으로써 전문적 지식과 자격증을 획득하며, 자격 취

득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훈련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교육은 일(work)이다(홍은숙, 2011). 

     성직관은 교직의 숭고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직의 도덕적 

위상을 높이지만, 지나친 개인적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

실적으로 교직활동의 지속적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원에게 교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요구하되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재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교직에 대한 노동직관이다. 그러나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

는 것이 자칫 교직의 위상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두 교직관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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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직관은 성직 교직관과 마찬가지로 내적 가치 실현을 통한 

사회적 봉사를 우선하는 등 교직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며 지키고

자 하지만, 전문직의 질적 탁월성과 품위를 유지･발전시키고 전문직 

종사자들간의 결속을 높이며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절

한 외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홍은숙, 2011). 

     오늘날에는 성직관과 노동직관을 필요 이상으로 대치시켜 갈등

적으로 교직관이 논의되어 온 것에 대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두 교직관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합리적인 교직관으로서 전

문직관이 부각되고 있다(황기우, 2005).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교직관

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성직으로서의 교직을 강조하느냐 노동직으로

서의 교직을 강조하느냐에 대한 갈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

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측에서는 기본적으

로 교직을 노동직으로서의 전문직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

다. 즉, 학교조직이 전문가조직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성격은 학교조

직･교사 역시 다른 조직･근로자들과 같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신념

은, 제도의 추진배경 및 도입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교육

부(2014)는 추진배경 중 하나로서 다음을 명시하여, 고용의 형태를 

유연화･다양화하여 근로자서의 교사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

지를 보이고 있다.

    □ 세계적 추세로서의 FTE 확대

      ◦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 

보장을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이자 정책모델로 채택

      ◦ 이에, 새로운 근무유형으로서 FTE(Full-Time Equivalent)에 

대한 논의 및 제도화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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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도의 도입목적으로서 다음을 명시하였다.

    □ 경력단절 없는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교원복지 실현

      ◦ 육아･간병･학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 없이 직

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

      ◦ 특히 여성 비율이 높은 교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

태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발생 방지

    □ 근무유형 다양화로 개인의 선택 기회 확대

      ◦ 사회 변화추세에 따른 다양한 근무형태를 학생들에게 제시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제고

      ◦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의 삶의 주기에 부합하는 직장생활이 가능

   (3) 정책대안과 가치(정책목적)

     하민철･윤견수(2010)이 제시한 정책프레임의 구성요소 중 정책

대안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이다. 대안의 실현을 통한 1차적

인 가치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원복지 향상으로 보고 있는데, 교

육부(2014)는 제도의 도입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교육 실현

      ◦ 교육과정 다양화에 부응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 도모

      ◦ 수업시수가 많지 않은 교과목들도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개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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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 없는 근무여건 제공을 통해 교원복지 실현

      ◦ 육아･간병･학업 등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경력단절 없이 직

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

      ◦ 특히 여성 비율이 높은 교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

태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발생 방지

     이처럼 교육과정 다양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복지를 향상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상 기술한 지지연합의 행위자, 신념체계, 대안, 가치 등을 

망라한 정책프레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5 > 지지연합의 정책프레임(정책내용 포함)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 노동직관

<< 신념체계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정책 안

정 부

(원하는 교사)

<< 행 자 >>

교육과정 다양화

교원복지 향상

<< 1차  가치 

>>
학교 교육력 제고

<< 최종 가치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현직교사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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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원 및 전략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가 가진 

자원은 높은 수준의 법적 접근성, 인적･재정적 유인수단 등이다. 먼

저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4년 3월에 ｢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 검정령｣ 등을 

동시에 입법예고하였다. 그 내용은 현직 교사가 15~25시간 내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근무가 가능하며, 잔여시간 대체인력은 총정

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토록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

사의 경력 산정 방식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국회 제출이 필요 없이 입법예

고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되었다. 

     한편, 교육부와 안행부는 각각 교원정원의 확정 및 배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당초 교육부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 도입을 위해 안행부와 협의하여 196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

고,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392명의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대

상에서 일단 제외함으로써 동 정원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의 활성

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배정에 있어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장기적･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검토하지 않았

다. 재정적인 유인체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리더십의 경우 제도 논의 초기에는 장관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

지를 가지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부처협의 과정에서도 교육부의 입

장을 최대한 반영한 안을 관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큰 반대에 직면하고, 세월호 침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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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및 장･차관 등 리더들의 교체 등이 맞물리면서 제대로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악화된 여론 수습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전면적 홍보공세를 펼치기 힘든 여건 하에 있었다. 갈등이 고조되던 

때에는 정부안이 아직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이고, 시간선택제 교

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현장의 반대가 심한 제

도에 대해 홍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자칫 어부친다는 인

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반대연합의 정책프레임 및 자원･전략

   (1) 행위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행위자는 

교총이다. 교총은 전통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하면

서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오히려 전교조보다 교총의 반대활동이 더

욱 적극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슈화가 더욱 확산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학교 교원들의 반대가 컸으나 그 의견은 거의 교원단체

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전교조 역시 반대하였는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직이라고는 하나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름이 없

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는 현직 전환에 한해 도입하더라도 결국 신

규채용 제도도 도입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국회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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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자로 적극 활동했으며, 6･4 지방선거 전후로 17명의 신임 

시･도교육감 중 14명이 공약 또는 언론사 인터뷰 등23)을 통해 이 제

도의 도입에 대한 반대 또는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다.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지지자가 없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명시적인 반대의견을 내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역시 찬성하는 의견을 내는 것만큼 부

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는 일부 진보적 성격의 학부모단체에서는 교육의 질 저

하를 이유로 반대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외에는 명시적으로 

찬성하거나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전환되더라도 그 빈자리를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초･중･고를 다니는 학생들의 명시적인 찬반활동은 없

었으나, 교대･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은 신규채용제도 도입시 

입직기회의 축소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를 했으나, 현직 교사의 전

환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일단 이해를 하였다. 

   (2) 신념체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교

직을 성직으로서의 전문직이라고 보는 측면에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무한 책임주의와 헌신･열정을 강

조하고, 교직에 대한 노동･경제적인 접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

23) 부산, 경기, 제주는 공약으로,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은 
인터뷰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대구, 대전, 울산은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14명 중 경
북을 제외한 13명은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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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헌신해야 하는 

직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 관계자가 언론사와 인터뷰

한 내용과 기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떠나 제자인 학생과 늘 함

께.... (중 략) ... 하는 등 헌신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대학

저널｣, 2014. 4. 7.,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왜 반대하나?)

      ▪“시간선택제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고.... (중 략) .... 교육이 아닌 

노동정책으로는 (과거)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한국

교육신문｣, 2013. 12. 2., 사설, 교직특수성 간과한 시간제교사)

   (3) 정책대안과 가치(정책목적)

     

     정책 반대연합은 달성되는 가치가 아닌 희생되는 가치 측면에

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정

책대안의 실현을 통해 희생되는 1차적인 가치는 교사간 신뢰와 협업 

약화, 수업 외 생활지도 등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성

을 간과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력이라는 가치의 약화

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총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간제교사는 단순 일자리 창출에만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 (중 략) .. 교육력 약화의 결정적 원인이 될 것”

(교총, 2014. 6. 26., 시간선택교사제 도입, 연기 아닌 폐기 촉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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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4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1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현장교사 의견수렴 결과

학 교 참석자 일 시 의 견

대전 

E 

중학교

교장, 

교감, 

연구부장, 

일반 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14.7.

10.

▪현재도 교사의 신분이 너무나 다양(정규직, 기간

제, 시간강사 등)하여 책임감･소속감 등 약화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를 가중시킬 우려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전일제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담임교사 부족현상을 심화

▪제도를 활용하는 교사에게는 유용하겠지만, 소

수를 위해 다수를 힘들게 만드는 제도임

청주 

S 

중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정보부장

’14.7.

10.

▪학생 생활지도 등의 연속성에 문제 발생

▪담임교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타 교사의 상

대적 박탈감 및 사기 저하 우려

▪수업 시간표 짜기, 교육과정 변경, 출장처리, 인

력관리 등 학교 운영상 어려움 발생 

전주 

J 고등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14.7.

17.

▪일반교사 업무부담 가중 및 구성원간 위화감 조성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업무 지속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 분장시 형평성 저하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될 우려가 큼 

전주 

G 

초등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14.7.

17.

▪사유가 있는 교사는 현행 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간병”의 경우 휴직 악용

사례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전환교사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과정 및 

시간표 수립･운영이 어렵고, 전일제 교사의 업

무 가중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 우려

▪학교장이 추천해주지 않는 경우 전환을 신청하

는 교사와의 갈등 발생 우려 

24) 교총의 보도자료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시간제교사,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시간선택교사제로 
기술하고 있는데,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



- 69 -

     이상 기술한 반대연합의 행위자, 신념체계, 대안, 가치 등을 망

라한 정책프레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6 > 반대연합의 정책프레임(정책내용 포함)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 성직관

<< 신념체계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정책 안

교총, 전교조, 교원,

야당, 일부 교육감

<< 행 자 >>

교사간 신뢰와 협업 약화

교직의 특성 간과

<< 1차  가치 

>>
학교 교육력 약화

<< 최종 가치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전면 철회정책내용

   (4) 자원 및 전략

     교원단체의 가장 큰 자원은 단체 구성원인 학교와 교원이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7,221명의 교사가 전교

조 명의의 반대 서명서를, 452개교의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 반대의

견을 제출했다. 이 뿐 아니라 예비교사들도 교원단체의 지원 아래 

제도 도입 반대운동에 참여하여 6,800명의 교대 학생들이 반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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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하였다. 예비교사 조직과 교원단체와의 협력은 여러 사례

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2014년 4월 3일에는 교･사대연합,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 실

시하였으며, 4월 11일 교대련의 권역별 집회시 교총은 빵, 전교조는 

식수･방송시설, 민노총은 가두행진시 방송차량을 지원하는 한편 교

총･전교조･학부모단체가 권역별로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하였다. 반

대연합은 이러한 조직적인 결집과 행동으로 정책 도입과정에 큰 영

향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이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했다. 

     한편, 지지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적 접근성을 만회

하기 위해 반대연합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근거가 법률

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예를 들어 교총은 2014년 1월 27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25)하였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 제31조제6항은 이를 법률

로 정하도록 명시 

      ▪｢교육기본법｣ 제14조제6항은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25) 참고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에서 배제조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을 적용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 근무하는 공무
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적용 배제
조항이 아니므로, 법률적 근거는 이미 있다.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공무원 시간선택제 
운영 근거가 있어 이를 교직에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별도로 개정
하는 이유는 잔여시간 대체인력의 충원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즉, 일반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
도록 하였으나, 교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 71 -

하고 있으므로, 시간제 교원의 임용은 교원의 임용 및 복무

(시간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함    

      ▪정규직 시간제 교사는 어느 교육관련 법률에도 없는 교사의 

종류이므로 이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중 략).... 우선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에 그 도입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 상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해야 함

     또한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명목으로 압박하기도 했는데, 야당의 모 의원 등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한 바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도입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사항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의

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는지?(2014년 

4월 임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면질의)

 3. 정책프레임 충돌에 따른 정책변동 양상

  1) 1단계 : 초기 논의단계(’13. 5월 ~ 10월)

   (1) 추진 경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기존의 고용 창출 패

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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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을 ｢4대 전략｣으로 추

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그림 7 > 고용 창출 패러다임의 변화

분 야 현 재 미 래

국정 중심 성장률 ⇨ 고용률

일자리 정책의 
중심축

수출․제조업․대기업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일하는 

방식과 문화

남성․전일제
⇨

여성․시간제

장시간 근로문화 일 가정 양립

정책 추진방식 정부주도․민간순응 ⇨ 민관협치․소통

노사정 관계 갈등․대립․실업극복 ⇨ 상생․협력․일자리 창출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3)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장시간근로 해소와 유연근로를 

확산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문화 소비, 내수 확대 등을 통해 새로

운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었

다. 이는 고용률 70% 로드맵 내용 중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조경

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을 

위한 3대 방안26)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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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안행부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27) 공무원제도 도입을 추진

하면서,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순회교사 제

도, 기간제 교사 제도, 겸임교사 제도 및 시간강사 제도 등을 도입하

여 운영 중이고, 임용, 전일제 교사로의 전환, 정･현원 관리, 근무성

적평정 등 각종 교원정책 적용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교육

과정 다양화에 부응하는 교원제도의 개편과, 한편으로는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 휴직자가 많아 기간제교사의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

하는 문제, 여교사들이 대부분인 휴직교사들의 실질적인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였다. 이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가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원복지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

한 교육부는 이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우선 2013년에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2014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3년 6월 발표한 부처합동 보고서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시간선택제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동 보고서에 시

간선택제 교사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이었고, 그 내용도 법적 근거 

마련에 한정되어 있었다.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어떤 편견도 없이 여건과 

상황에 맞게 기꺼이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26) 장시간근로 개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유연근로 확산
27) 도입논의 초기에는 시간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13년 9월 이후부터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를 사

용했으나 편의상 시간선택제로 통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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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발적 수요, 차별이 없는 일자리,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

      ▪시간제 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교육공무원 법령 개정 등)

     ｢고용률 70% 로드맵｣의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수시로 협의를 개

최하였다. 이 때에도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으

로 인한 대내외적･정치적 파장 등 후속 파급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

어 2013년 8월 초 부처협의시,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초과근무도 많지 않으며 휴직과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도 가능하여 시간선택제 교

사로 전환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한편, 교총 등 교원

단체 및 현직 교원, 학부모의 반대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2013년 8월 말에는 신규채용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9월에는 2014년도 신규 

증원분의 20%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기로 하고 추가 정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196명의 정원을 신규 시

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을 위해 유보해 두었다. 그 가운데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시 교육부장관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당시 최대의 쟁점은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시 남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경우 남는 근

무시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충원하는 반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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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는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

해 당초 안행부는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가 전일제 교사로 복귀시 초

과현원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

을 표명했으나, 시･도교육청 단위로 매년 결원, 신규 증원에 대한 정

원관리를 통해 초과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가능하다는 교육부

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11월에는 전환자의 남는 근무시간에 대해 

전환자의 복귀에 따른 초과현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규

직 시간선택제 교사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합의가 이루

어졌다.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협의와 함께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2013

년 8월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실행방안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

된 바는 없었으며,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형평성과 비

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분과 처우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다

만,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은 교사자격증 소

지자를 대상으로 전일제 교사 채용시와 완전히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기로 하고,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방과후교사 등으

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2)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이 시기에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즉,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론

에 의할 때 기존 정책, 담당 조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

을 만드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이 이루어졌다.  



- 76 -

     그러나, 2013년 11월 말 이전까지는 이 제도 자체는 크게 부각

되지 않았다.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시 교육부장관이 정

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KBS 등 

주요 언론에서 사실보도 형식으로 간단히 보도되었을 뿐이었다. 교

총에서는 10월 16일 한국교육신문에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신

중해야”, “시간선택제 교사, 너무 빠르다”, “하루 4시간 교사 가능한

가” 등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때까지는 제도에 좋은 점이 있다는 점

은 일부 인정하나 교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

다는 다소 온건한 입장이었다.

     11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언론은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한 사실기

사 위주로 보도했으며 그 내용도 교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사는 단 

하나도 없었다. 분석･비판기사나 사설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반

에 대한 내용이었다. 

      ▪[경향신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2017년까지 1만 

6,500개 창출... 전일제는 줄고 저임금 알바 우려

      ▪[한국일보] 정부,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결국 강제 할당

      ▪[매일경제] 갑자기 쏟아내는 시간제 일자리 기대와 염려(사설)

  2) 2단계 : 갈등 촉발단계(’13. 11월 ~ 12월)

   (1) 추진 경과

     6월부터 11월까지의 부처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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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부처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

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담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년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하게 적용(신규 증원분의 20%를 포함하여 신규채용 규모의 3%)

      ▪전일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대체인력을 ‘정규직 시

간선택제 교사’로 채용

     동 계획을 발표한 지 10여일 후인 11월 21일 서울신문에서 일

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한 학부모 및 교원단체의 반대입장을 보도

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부터 정부와 교

원단체간 갈등이 촉발되었다. 특히 교총은 유･초･중･고 교원 4,157명

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교원의 83%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교원단체의 발표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본격적으

로 확산시켰다. 이틀 뒤인 2013년 11월 25일에는 전국학교운영위원

회 연합회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12월 2일에

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하

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같은 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특

수교사 부문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6일에는 전국 교대･사범대 예비교사 대표자 연석회의 참석자들

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교육부로 학부모･교사 등의 항의전화도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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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교육현장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안행

부･기재부는 특히 논란이 되는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를 당초 

2014년부터 배치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에 선발만 하고 

배치는 그 이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안을 가지고 교육현

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2013년 11월~12월간 교육부와 

현장 관계자들간의 주요 소통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2 > ’13년 11~12월간 교육부의 주요 소통노력

구 분 일 자 참 석

전문가 협의회 '13.11.12. 정책연구진 

시․도 담당자 회의 '13.11.15.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협의회 '13.11.21. J대 교수 등 5명

학부모단체 의견수렴 '13.11.22. 학부모단체 대표자 5명

교사대생 대표자 면담 '13.11.25. 교대련 의장 등 4명

현장교원(초등 교감) 의견수렴 '13.11.29. 초등 교감 5명

현장교원(중등 교감) 의견수렴 '13.11.29. 중등 교감 6명 

전문가 협의회 '13.12.10. S대 교수 등 4명

시․도 담당자 회의 '13.12.10. 3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시․도 부교육감 회의 '13.12.13.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학부모단체 의견수렴 '13.12.13. 학부모단체 대표자 5명

학부모단체 의견수렴 '13.12.17. 학부모단체 대표자 3명

현장교원(초등 교장) 의견수렴 '13.12.18. 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 등 5명

현장교원(중등 교장) 의견수렴 '13.12.18. 서울국제고등학교 교장 등 6명 

시․도 교원인사 담당과장 회의 '13.12.19.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과장

교원단체 의견수렴 '13.12.20. 대전교총 지부장 등 3명

교원단체 의견수렴 '13.12.20. 전교조 정책교섭국장 등 2명

현장교원 의견수렴 '13.12.26. 교원단체 대표 등 4명

전문가 협의회 '13.12.26. 정책연구진 

한국교총 회장 면담 '13.12.30. 한국교총 회장 등 3명

교대･사대생 의견수렴 '13.12.31. 춘천교대 총학생회장 등 10명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4)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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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현장관계자들 중 상

당수는 잘 활용하면 정부안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단체 관계자들 역시 제도 도입 철

회를 주장하면서도 알려진 내용보다는 발전적･전향적이라고 언급했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3 > 현장 관계자 주요 의견수렴 결과

구  분 단체명 의  견

학부모 

단체

A
▪도입 취지에 공감,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 

▪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으므로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B
▪교직사회에 긍정적 변화 유도가 가능하며, 반대자는 학생･학

부모가 아닌 교총․교사대 등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할 필요

C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제도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 설명, 이해, 설득 필요

D
▪소수 인원으로 변화 유도가 가능할지 의문

▪교육의 연속성 및 업무에 대한 책무성 확보 필요

E ▪전일제 교사 TO 감소와 공교육의 질 저하 우려

F
▪교육현장의 활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 홍보 필요

G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긍정적 정책으로 젊은 여성들의 육아와 

직장 양립이 가능한 효과적 정책

H
▪일부 교원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응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입

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

교육청 

관계자
I

▪전반적으로 정부(안)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라 당혹스러움

▪정부(안)을 잘 활용하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교 원 J
▪전반적으로 언론보도 내용과 달라 안심

▪소수 선택과목이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3)를 취합･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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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례에 이르는 부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갔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근

무에 따른 우려에 대하여는 요일선택제를 원칙으로 하고, 경제력 있

는 고령교사가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준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는 전환요건을 육아･가족간병･학업 등으로 

한정하였다.

 

   (2)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책혁신 지속

이 시기에는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가

는 시기로서, Hogwood와 Peters의 정책혁신이 지속되는 때이다. 

     이러한 때에, 2013년 11월 19일 연합뉴스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관련 기사를 띄웠다. “정년 보장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 내년 

2학기 배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교육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의 검토안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었

다. 그런데 그간 비교적 온건한 반대 입장이던 교총이 11월 20일자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한 정책제언 기사인 “일자리 창출이 시간제 교

사인가”를 필두로 강경한 반대기조로 바뀌었다.

      ▪“현재의 강사와 비슷한 교사가 정규직 시간제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학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놓은 안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 략) 어떻게 시간제 

교사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

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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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동 기사에서는 신규채용 뿐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전환

하는 교사들에 대해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듯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조성하고 있

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교사가 시간제교사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교사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이 전환할 것

으로 본다. 교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충

실해야 하는데, 학생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

직 교사들이 시간제로 전환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자신이 시간제로 전환하게 되면 당장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다.”

     2013년 11월 21일에는 한국교육신문은 “고용률보다 중요한 교

육권”이라는 현장칼럼을, 서울신문에서는 학부모와 교총 인터뷰 결

과를 바탕으로 “4시간만 일하는 선생님, 아이 잘 돌볼까”라는 기사

를 게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학부모 허모씨는 ... (중 략) ...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

면 잠깐 학교에서 일하고 학원 등에서 겸직도 가능한 것 아

니냐”며 ... (하 략)

      ▪학부모 김모씨는 “아무리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시간선

택제 교사 채용은 교육 현장에 무자격자를 양산할 수 있다”

며 “최소한 교육은 해당 과목 전공자에 임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하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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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직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소통하며 생활을 지도하는 총체적 행위”라

면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이런 교사의 책무성을 포기하고 약

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의 한국교육신문과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은, 첫째, 시간선택

제 교사제도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시간선택

제 교사는 학원 등에서 겸직이 가능하다, 셋째, 무자격자가 시간선택

제 교사가 될 수 있다, 넷째, 시간선택제 교사는 오로지 수업만 한다 

등의 인식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부가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

하여 대응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기존 교사들 중 간병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

고, 소수 교과목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원활하게 도

와주기 위해 도입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

발,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허용 불가

      ▪아울러, ‘14년 채용규모(약 600명)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

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교사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

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13.12월경 발표할 예정임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해명자료가 아닌 설명자료

로 나간 것과 같이 교육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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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설명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6월에 시간선택

제 교사제도 도입 방침이 결정된 이후 그때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내부 정책토론회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여건

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위 설명자료의 내용 역시 당시 결재가 나서 확정

된 내용은 아니었으며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검토중인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표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본

격적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교총은 11월 19일~21일간 전국 유･초･중

등 교원(사립 포함) 총 4,157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시간제 교사 관

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정규직 시간제교사(이하 ‘시간제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제교사 도입에 찬성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

까?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

까?

      ▪시간제교사의 신규선발과 관련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양

질의 일자리 분담이라는 정책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만약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담당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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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교원의 선발로 예정된 인원을 업무영역에 따라 교원자

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교원에게는 시간제교사로 상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교원에서 시간제 교사를 선발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향후 

개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교사를 선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설문 내용 중 “정규교원의 선발로 예정된 인원을 업무영역에 

따라 교원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의 경우 정부 방침이 그렇다는 인식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었다. 동 설문조사 문항을 인지한 교육부에서 이를 항의하자 이후 

설문조사 결과 공표시에는 동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

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및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응답교사들

의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정책효과(목적)로 단정지어 

교육적 목적이 아닌 교육외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인상

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82.7%의 교사들(평교사의 95.8%)이 도입에 반대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개인 사정에 따라 시간제교사를 선

택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가 14.8%, 아직 모르겠다

가 11.5%로 나왔는데, 이후 교총은 고경력 교사일수록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을 근거로 하여 제도 도입의 부작용으로서 재정적 여력 있

는 고령교사 위주로 활용하여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교사간 위화감

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일보 등 많은 언론사

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전교조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반대 기자

회견 등에 대해 11월 25일자로 보도하는 한편, 생방송 EBS 교육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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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사들과 더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내용 일부 발췌 편집)의 SNS를 공유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서도 반대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시간제 교사는 상상을 초월한 월급을 받을 것(약 70만원 정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최저임금이 안되므로 겸직을 허용해야 

하며, 사교육기관에서 매우 반길 것

      ▪반쪽짜리 선생님으로 애들이 대놓고 무시할 것

      ▪(임용시험도 치르지 않고 들어와서) 몇 십 시간 연수 받고 

은근슬쩍 정교사가 될 것이므로, 교사의 질이 점점 낮아질 것

      ▪이들은 알바교사로서, 선발을 한다 해도 질 낮은 그들만의 

리그일 뿐 공정한 경기는 아님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운

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 공표 이후 교총의 주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4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관련 교총의 반대활동

구 분 일 시 활동 내용

대외 

활동

’13.11.25. 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도입 반대 성명

’13.11.25. EBS 주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 참석

’13.11.26. 교육부에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 긴급 건의

’13.11.29.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 긴급교섭 요구

’14.01.27. KEDI 주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공개 정책토론회 참석 

’14.03.17. 새누리당 사무총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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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8.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입장표명 요청

’14.03.18. 교육계 단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14.04.11. 교대련 권역별 집회 지원(물품지원, 연대발언)

’14.10.28.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긴급 임시교섭 요구

한

국

교

육

신

문

활

용

기사

･

사설

’13.12.02 교총, 시간제교사 도입반대 긴급교섭 요구

’13.12.02 <사설> 교직특수성 간과한 시간제 교사

’13.12.09 정규직 시간제 교사 철회 요구 잇따라

’13.12.09 시간제교사 긴급교섭 전국 교원 동의 추진

’13.12.23 <독일> 낮에는 교사, 밤에는 피자배달원

’13.12.23 <프랑스> 시간제 교사 없다

’13.12.30 시간제교사 도입 즉각 철회하라

’14.01.09 <월요논단> 나쁜 일자리 시간제교사

’14.01.23 <사설> 시간제교사, 끼워 맞추기식 추진 안 돼

’14.03.13 새누리당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기류’

’14.03.14 시간제 교사, 외국도 부작용

’14.03.14 시간제 교사 대한민국 교육 무너뜨린다

’14.03.21 교총, 시간선택제 도입 철회 나섰다

’14.07.01 교총 ‘시간제교사 연기 아닌 폐기를’

’14.11.04. 학교 교육 무너뜨릴 시간제교사

’14.11.24. 시간선택제 교사가 초래할 폐해

e-

리포

트

’13.11.26 ‘시간선택제 교사’ 무엇이 문제인가

’13.12.09 시간제 교사, 제정신인가

’13.12.30 시간선택제, 교원의 사기와 교직의 질을 먼저 생각해야

’14.03.08 시간선택제 입법예고 갈등 우려

’14.06.28 시간선택교사제 잠정 연기보다 전면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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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단계 : 갈등 소강단계(’14. 1월 ~ 3월)

   (1) 추진 경과

     2014년 11월~12월 두 달간의 첨예한 갈등의 시기를 지나 2014

년 새해가 되면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갈등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기간동안 정부는 제도 운영방안을 구

체화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부처간 최종 조율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

히 잔여시간 대체인력을 학교의 수요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시간선

택제 뿐 아니라 전일제 교사로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처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관계자들과의 소통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특히 

1월 27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여 교육부가 발주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방안’ 정책연구 내용에 대해 공개 정

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행사의 발표자는 책임연구자인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이선우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남기곤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양승실 한국교육개발

원 연구위원, 김선희 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 회장, 배규식 한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정책본부장, 그리고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전교조와 사범대학생 등이 방청자로 참여하였다. 

     동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학생 수의 감소로 전일제 교사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중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정원이 있어도 수

업시수가 적어 교사 충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

사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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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교사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교

총을 제외한 토론자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연구에서 도출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공감했으나, 다만 제도

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 히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구체적

으로 예측･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

적하였다. 교총은 11월 설문조사 결과 교사･학부모의 절대다수가 반

대하고 있으며, 교육 및 교직사회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도

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개 토론회 외에도 현장과의 소통은 계속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동안 이루어진 주요 소통노력은 다음과 같다.

< 표 15 > ’14년 1~3월간 교육부의 주요 소통노력

구 분 일 자 참 석

전문가 협의회 '14. 1. 3. D대 교수 등 4명

전문가 협의회 '14. 1. 8. D대 교수 등 5명

전문가 협의회 '14. 1.10.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등 4명 

전문가 협의회 ‘14. 1.16. D대 교수 등 3명

수석교사 대상 의견수렴 ‘14. 1.22. 수석교사 248명

공개 정책토론회 ‘14. 1.27.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등 70여명

전문가 협의회 ‘14. 2.28. 정책연구진 

교총 대상 기본계획 설명 ‘14. 3. 6.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

교육청 담당자 회의 ‘14. 3.12. 17개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 

시․도 부교육감 회의 '14. 3.14.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초중고 교장 총연합회 간담회 ‘14. 3.27. 전국 교장 13명

전국 시도교육장 간담회 ‘14. 3.27. 전국 시･도교육장 172명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표자 면담 ‘14. 3.27.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등 8명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4)를 일부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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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서는 알바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앞선 공

개토론회에서 정책연구진은 이들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

게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치러 공채로 선발하

되, 모집단위를 전일제/시간선택제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신

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반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극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그대로 추진

해 나가는 것은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기

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전통

적으로 친정부 성향인 교총의 반대는 이에 대한 고민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시험을 

거쳐 입직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추후 원하는 경우 전일제로 전

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문제도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

제28)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문

제는 좀 더 검토하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먼저 도

입하기로 결정한다. 

     위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2014년 3월3일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

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8)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전일제로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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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전환제도와 신규채용제도 도입 → 전환제도 우선 도입

     이 시기에 중요한 정책변동이 일어났는데, 당초에는 시간선택

제 신규채용 제도와 전환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반대여

론을 감안하여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신규채용 제도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정책

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위한 정책추진 내용을 대폭 바뀐 

것으로서,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승계

(Policy Succession)”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이전 단계의 갈등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작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옹호연합간 또는 정책프레임간의 충돌

은 없었다. 또한 교총 등 반대연합과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해 나가는 시기였다. 

     KEDI 주관 정책토론회 즈음과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 즈음에 언론에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다루었는데, 

교총 등 반대연합의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교육부의 기본계획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4) 4단계 : 갈등 재점화단계(’14. 4월 초)

   (1) 추진 경과

     2014년 3월 27일 교육부에 교대련 대표자들이 방문하여 관계자

들과 면담하고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성명서를 전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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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을 영원히 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약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

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정부가 아

직 검토하지도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무조건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대련이 4월 11일에 동맹휴업을 실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부는 4월 2일 교대련 대표자들과의 추

가 면담을 통해 전환제도 우선실시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동맹휴업 

및 집회 철회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교대에도 학생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서울교대의 경우 4월 4일 교육부 관계자와 학생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개최한 결과 집회에 불참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3일에 교･사대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으며, 교대련은 4월 11일에 1

일간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수도권(서울), 충청권(세종), 전라권(광주), 

경상권(부산), 제주권(제주) 등 5개 권역별로 집회를 실시하였다. 뿐

만 아니라, 같은 날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에서도 제도 철

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

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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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집회 당일 충청권에 소재한 공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

대 학생대표자들과 교육부 관계자간 면담에서 재차 확인하였으며, 

교대련은 일단 교육부의 입장에 수긍하는 한편, 미발령교사 문제 해

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교육부가 이에 대한 

해결노력을 약속하면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교대련 주도의 권역별 집회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 이미지를 재각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임용

령｣ 등 3개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교대생 6,800명, 전교조 

주도 교사 7,221명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반대 서명서를 제출

하였으며, 학교의 경우 452개교29)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그 

여파로 당초 4월 초에 실시하려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에 대한 수

요조사 실시계획이 보류되었다.

   (2)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전환제도 본격 도입 → 1년 이상 최소규모로 시범운영

      신규채용 제도 미언급 → 전환제도 성과평가 후 원점검토

     이 시기에 또 다른 정책변동이 나타나는데, 당초에는 신규채용 

제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으나, 이를 바꾸어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최소 규모로 시범

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에 도입 여부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29) 교육청이 학교의견을 취합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제출한 경우 1개교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의견을 제출한 학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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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정을 한 것으로서, Hogwood와 Peters(1983)

의 정책변동 유형 중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교총이 설문조사 결과

를 발표한 이후에 한동안 소강상태이던 갈등이 4월 11일 전국교육대

학생연합이 주도한 권역별 반대집회를 기화로 재점화되고, 반대 프

레임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이슈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4월 12일자 

조간신문에 난 관련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신문] “시간제교사 정책, 교육철학 없다”... 교대생 동맹휴업

      ▪[한국일보] 시간선택제 교사 안 돼요

      ▪[세계일보] “시간제 교사제 철회하라” 교대생 반대시위

      ▪[경향신문]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 예비교사 1만여명 동맹휴업

      ▪[한겨레] 시간선택제 교사제 반대 예비교사 동맹휴업

     당시 교대련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에 대해 반

대하고 있었고, 정부는 신규채용 제도는 제외하고 현직교사의 전환

형 제도만 우선 도입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

련은 성명서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간

선택제 교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나중에 신규 교사로까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았다. 예비교사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대교수들

의 반대운동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크게 이슈화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

인 상황에서 6･4 지방선거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반대가 교육감 선

거공약으로 등장하거나(부산, 경기, 경남, 제주) 교육감 후보자들이 

언론인터뷰 등에서 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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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단계 : 갈등 진정단계(’14. 4월 중순 이후)

   (1) 추진 경과

     학교관계자 및 현장과의 소통을 한창 추진하던 2014년 4월 16

일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 등 총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

했다. 교육부는 이 사고의 최우선 수습을 위해 1개월 이상 거의 모

든 교육정책의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며, 이는 정규직 시간선택

제 교사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근거를 신설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는 일부 

찬성의견 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압도적

으로 많이 제출되었다. 대표적으로 교대련이 주도하여 교대생 6,800

명, 전교조가 주도하여 교사 7,221명이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한

편, 일선 학교 452개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몇몇 시·도교

육청도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특히 전교조의 경우는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다

음의 내용을 요구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전 기간 경력 인

정 및 일정 급여 지급

      ▪질병휴직 기간 최소 3년으로 연장

      ▪가족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

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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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와 입법예고 결과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 추진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의 분위기는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안정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배치 일

정을 2014년 9월 1일에서 2015년 3월 1일로 한 학기 늦추기로 결정

하였으며, 그 외에도 입법예고 결과 및 교총 등과의 각종 소통결과

를 최대한 반영하여 2014년 6월 9일에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 수정･보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

환을 허용하는 근거를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교총 등 반대연합에서

는 또다시 반대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교총은 사

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주장하며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1월 4일과 6일 교총과 교섭을 통해 전환제도 시범

운영 후 성과평가시 교총 등 관계기관들을 적극 참여대상에 포함키

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11월 4일 동 개정령이 공포되고, 교육부

가 11월 13일 시･도교육청에 제도시행 안내 및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는 신임 교육

감들이 공약 또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

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청 담당자들도 교원 

인사관리 방법의 대변동과 그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집행에 소극

적이어서 집행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이고 

특히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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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전환교사 배치시기 ’14.9.1. → ’15.3.1. 외 세부사항 변동

     이 시기에 또 한 번 정책변동, 구체적으로는 Hogwood와 

Peters가 분류한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가 발생하는데, 당초 

계획 대비 수정･보완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6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 수정･보완 내용

원 안 (’14.3.3.) 수정･보완안 (’14.6.9.)

추진

방향
-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규모로 

1년 이상 시범운영하고 성과 평가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결정

전환

부문
‣교과․비교과 전분야

‣교과･비교과 전분야 적용을 원칙

으로 하되, 초등은 교과전담․

비교과교사,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전공불일치․비교과

교사 우선 적용

전환

방법

‣본인 희망 → 학교장 추천 → 

시도교육감 선발․임용

‣본인 희망→학내 심의→학교

장 추천→시도교육감 임용

담임

배정
‣담임 배정대상 제외여부 명시 안함 ‣담임 배정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

근무

형태

‣주2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

 * 단, 예외적으로 다른 근무형태 가능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근무 가능

겸 직 ‣전환 허용사유에 위배되므로 금지

‣전일제교사와 동일하게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적용

‣단, 전환 허용사유에 반하는 지 

고려하여 허용 여부 결정

전환

일정
‣’14. 9. 1.자 전환교사 배치 ‣’15. 3. 1.자 전환교사 배치

  출처 : 교육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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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완료 즈음 교원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교총에서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큰 

갈등이나 충돌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교육부가 적극 대응

하여 11월 4일과 6일 긴급 임시교섭을 실시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정책변동이 발생한 것은 앞서 기

술한 대로 외부 상황(세월호 침몰사고)의 중대한 변화와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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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1. 요 약 : 정책프레임 충돌에 따른 정책변동의 특성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찬성하는 옹호연합과 반대하는 

옹호연합의 지속적인 충돌과 반대연합의 이슈 선점은 정책내용의 변

동을 초래했다. 즉, 이 제도를 지지하는 정부와 반대하는 교원단체 

등은 교직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체계를 가지고 도입과정 내내 충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대연합의 프레임이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됨에 

따라 정책의 변동이 발생했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둘러

싼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과 그에 따른 정책변동 내용을 그림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8 >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 노동직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 교육력 제고

       ↑

정부/(원하는 교사)

<< 지지 임 >>

교직에 대한 전문직관, 성직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 교육력 약화

       ↑

교원단체/교원/예비교사/야당/일부 교육감

<< 반 임 >>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 도입대상에서 제외 ☞ 정책승계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 → 최소규모로 시범운영 ☞ 정책유지

시간선택제 교사 배치시기 → 2015년 3월 1일로 조정 ☞ 정책승계

<< 정책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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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책변동은 Hogwood와 Peters(1983)가 분류한 정책변

동 유형 중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과정을 거쳐 “정책승계

(Policy Succession)와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형태로 골고

루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단계별로 보면, 초기에는 현직 교사의 시간

선택제 전환제도와 함께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도 함께 논의

되었으며, 신규채용에 대비하여 안행부로부터 별도로 교원정원을 확

보하여 이를 유보해 두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

자리 활성화대책｣ 발표 이후에 반대연합의 정책프레임이 여론을 주

도함에 따라 교육부는 결국 신규채용 제도는 제외하고 현직 교사의 

전환제도에 한해서만 도입하기로 하고, 2014년 3월 3일 이러한 내용

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3월 7일 관계 법령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련 등 예비교사들까지 가세한 반대연합

의 활동이 거세지자 2014년 4월 11일에는 현직 교사의 전환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시범운영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신규채용 제도는 

최소 1년 후에 원점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세월호 침

몰사고로 학교현장 안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인 등 여건이 악화되자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제도의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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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주요 정책변동 내용

단 계 시 기 정책 변동 내용 변동유형

초기 

논의

’13. 5월 ~

10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계획 발표

∘주요사항 관계부처 협의

정책혁신

갈등 

촉발

’13. 11월 ~

12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대책 발표

  - 신규채용제도 및 전환제도 모두 포함
정책혁신

갈등 

소강

’14. 1월 ~

3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계획 수립

  - 전환제도 우선 도입(신규채용 언급 無)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입법예고

정책승계

갈등 

재점화
’14. 4월 초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추진방향 공표

  - 전환제도 최소규모로 시범운영

  -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원점 검토

정책유지

갈등 

진정

’14. 4월 중순 

이후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기본계획 수정

  - 도입시기 조정(’14.9월 → ’15.3월)

∘관련 법령 개정

정책승계

 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1) 정책적 시사점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옹호연합틀 이론과 정책프레임 이론은 

별개의 이론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두 이론간에는 접점이 존재

한다. 구체적으로, 옹호연합틀 이론에서의 행위자, 정책산출물, 정책

영향 변인은 프레임이론에서의 행위자, 정책대안, 정책가치 변인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결합이 가능하다. 또한 개

인이 어떤 프레임을 지지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이 가진 신념체계가 

해석의 준거가 되는 것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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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옹호연합의 변인을 기본 분석대상으로 하되, 프레임이론을 

접목하여 옹호연합간에 어떠한 신념체계 하에 정책프레임을 정립하

였는지 살펴보고, 각 옹호연합별로 지지하는 프레임을 우위에 놓기 

위해 어떠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

는 옹호연합틀 이론과 정책프레임이론을 각각의 틀로 분석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분석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정 접근방식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특성과 정서를 감안

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교육현장은 개인에게는 복

지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교라는 공동체에 혼란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도입을 매우 꺼리고 부정적으로 인

식한다. Sergiovanni(1994)는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무시

하고 일반적인 기관 내지 조직처럼 생각하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헌신(commitment), 

특히 교사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contract)이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헌신하는 태도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가는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교직의 

성직관과 맞물려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잡고 있

으며, 이를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가 있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성과급제도,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등이다. 따라서 교육정책 수립시 이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정광호, 최슬기, 장윤희(2009)는 

정책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리한 외부조건 중 하나로 시민사회의 

각 집단간, 그리고 정부 부처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되어 정책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가 집행주체나 감시자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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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면서 정책 거버넌스가 한층 복잡해지는 것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거버넌스의 복잡성 증대로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불응하

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 시점, 특히 정책결정기관인 정부와 집행기관

인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최근 정책집행 

환경에서 프레임간 충돌 및 이로 인한 정책변동 사례를 분석하여, 

일사불란한 정책순응 및 집행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책환

경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소통 등을 통해 정책프레임의 우위를 선점

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2) 한 계

     첫째, 본 연구는 옹호연합간의 정책프레임 충돌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정책프레임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나 정책프레임간 충돌에 대한 처방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는다. 

     둘째, 이제 막 도입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아직 현장에서 시행

되지 않은, 즉 도입을 논의한 지 1년 반 정도에 불과한 정책을 분석

하다보니, 시행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정책영향과 행위자들의 전

략 변화, 그에 따른 정책지향학습 등의 분석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

다. 특히 옹호연합틀 이론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신념체계의 

변화 및 이에 기인한 정책변동을 연구하려는 이론으로서, 이를 위해

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Jenkins-Smith and Sabatier, 1993 ; 김순양, 2010 재인용).

     셋째,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라는 단일한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모든 정책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옹호연합틀 

이론과 정책프레임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 역시 모든 정책에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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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 론 :  향후 연구제언

     최근 자율형 사립고,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교

육부간 갈등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4

항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

지만 교육정책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역시 정책과정 내내 옹호연합간 충돌이 발생했으며, 그 결

과 크고 작은 정책의 변동을 수반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제도가 도

입되었으나, 이제는 일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이 제도를 부정적

으로 인식하고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차기 연구와 관련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는 2015년 3월 1일에 본격적으

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집행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정책대상집단인 

교원집단의 정책불응(policy non-compliance) 현상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비단 교직분야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

원과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부문에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입･확대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타 부문에서는 신규채용까지 추진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느 부문에서도 교직사회 만큼 반대연합의 활동이 왕

성한 사례는 없었다.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도를 두고 교직사회

와 타 부문 특히 일반직 공무원 사회의 대응이 왜 이렇게 다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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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즉, 부문별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참여

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정부가 도입한 정책 중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보다 

훨씬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2000년 의약분업 제도의 도입, 2001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의 도입, 2008년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그

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은 정부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일관

성 있게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과 달리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왜 잦은 정책변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인

이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직부문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되

어 있는 외국과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사들의 근무여건이

나 교직의 특수성이 외국과 우리나라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입

과정에서 우리와 유사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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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옹호연합간 정책프레임 충돌과 정책변동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Lee, Ji-Hyun

Majored in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 policy decision process is normally a political process and 

surrounding participants of policies and their influences are the 

main variables of a policy decision.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analysed a collision of policy frames among advocacy coalitions 

and policy changes based on the case of permanent part-time 

teacher system. 

     Permanent part-time teacher system allows in-service teachers 

to change their position to part-time job in case of unavoidable 

reasons that they are in charge of educational activities, 

counseling, and guidance for students while working in various 

forms following to situations of schools within the range of 15 to 

25 hours per week as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having the equal status and position with full-time teach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introduced this system with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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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s(Policy Innovation). First one is to improve welfare of 

teachers. If the system is introduced, career disruption can be 

minimized by supplying various work forms to teachers with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conditions which only allow 

disruption of careers as leave of absence or retirement when it's 

difficult to have full-time works due to unavoidable reasons. They 

expected that if proper working conditions are made to combine 

family cares and works for teachers, satisfaction level and 

enthusiasm can be rather increased and they would positively 

effect students. Second, they expected that the part time teachers 

can be human infrastructures preparing for future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as integration of liberal arts and natural sciences 

with more flexible organizations of current curriculum by 

improving elasticity of manpower operations. 

     With surrounding this permanent part-time teacher system, 

continuous collisions between supporters and objectors of 

advocacy coalition and preoccupancy of issues by objectors 

brought about the change of policy contents. In other words, at 

the introduction process of part-time teacher system, a structure 

insisting different policy influences (policy values) was formed 

about a permanent part-time teacher system by two advocacy 

coalitions (government vs. teachers group) having different belief 

systems(view of teaching as a holy calling vs. view of teaching as 

a labor). The one having view of teaching as a holy 

calling*specialized job built a policy frame that part-time teacher 

system degrades quality of education by pulling back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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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tion and passion while the other having view of teaching as 

a labor*specialized job built a policy frame that educating section 

is basically not different from other sections and quality of 

education can be improved through reforming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s for teachers. 

     Though part-time working system was introduced to every 

sections regardless of public or private sections, objection by 

teachers alone made a huge result and this brought about major 

change in government policy by external collisions between two 

policy frames and dominant position of adverse coalition frame 

with KTFA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as 

the center. 

     In this process, teachers' group emphasized on unlimited 

liability for students unlike other main countries and aggressively 

applied social emotion having view of teaching as a holy calling. 

They also actively insisted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is 

degraded by approaching the view of teaching as a labor only 

and neglecting characteristics of teaching to raise accession rate. 

With this policy frame, teachers' group led to form negative 

publicity by aggressively using the media and members(teachers),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unequal to substitute the 

negative frame.     

     Though there were many different parts between part-time 

teacher system insisted by teachers' group and actual contents the 

government tried to carry forward, one of the various reasons the 

government couldn't aggressively explain or promote them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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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doing all-out promotion of polices against fields could give 

an impression of pushing ahead the government bill without 

respecting to "communication" which has been emphasized by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extent that selecting former collection of 

opinions and latter decision metho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policy enforcement method by government, it took time to 

properly make the government bill and it brought about the 

result of late response against the argument of teachers' group. 

Eventually, though there were many different parts in the plan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argument of 

teachers' group, the first argument of teachers' group was still 

spreaded in school field as a fact and became difficult to recover.

     As the objection of education world became severe about 

part-time teacher system, the Ministry of Education first decided 

to introduce a change policy of part-time teachers among current 

teachers only(Policy Succession). Nevertheless, as the objection of 

preliminary teachers became specified for fear that new 

employment might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examine  whether they will introduce the 

system or not to new employment for part-time teacher after 

performance evalu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opinions from 

educational world after performing the change policy for at least 

one year(Policy Maintenance).  

     Though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ettle concerns 

of educational world by adjusting the arrangement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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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time change teachers from the initial Sep. 2014 to Mar. 2015 

(Policy Succession), their efforts still show limitation due to the 

preoccupied negative perception about the policy itself. 

Particularly som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from cities and 

provinces are expressing negative positions about introducing 

part-time teacher system through pledges and press interviews 

expecting difficulties on process of the execution.    

     With this basis, several proposals were suggested with 

regard to future studies about permanent part-time teacher 

system.

     First, various studies seem to be available about execution 

process as executions and policy non-compliance of policy object 

groups after introducing part-time teach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comparison analysis why responses between 

teaching community and other sections, especially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so different regarding systems of essentially the same 

contents. Third,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dditional analysis by 

comparing with polices which faced much stronger objections but 

carried forward consistently without policy changes and which 

differences of variables brought about the different results. And,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reign cases is needed.        

Keywords : part-time, teacher, advocacy coalition, policy frame, 

collision,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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