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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혁신학교 정책의 철학을 바탕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검증하

고 정책의 성공을 이끄는 요인과 이를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혁신학교 정책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에 있다. 혁신학교 정책은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하향식(Top-down)으로 시행되어 온 

이전의 교육정책들과는 달리 학교 현장의 모범사례를 아래로부터 확산하

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다. 정책 시행 초기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시도교육청에선 재정적 지원을 학계에선 정책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책

이 시행된 지 만으로 12년째이자 2022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현시점에 

와서도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

는다. 이는 혁신학교 정책이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무늬만 혁신학교’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의 성공을 이끈 요인의 차별적 효과를 밝혀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

학교 정책의 철학적 특성에서 도출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

고, 성공적인 혁신학교의 동력으로 여겨지는 ‘교사의 협력’이 정책성

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후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

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여 교사

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혁신학교 정책의 목적이 혁신

고등학교에서 달성되었는가?

둘째, 교사협력정도에 따라 혁신고등학교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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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

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이 학교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

지는가?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6, 7차 데이터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과 경향점수매칭을 활용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의 네 가

지 철학에 따른 혁신학교 정책의 목적이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부 달성되

었다. 네 가지 철학 중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의 경우 OLS와 PSM 결과 

모두 일반학교 보다 혁신학교 학생들이 더 높았다. 반면, 전문성의 경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교사협력정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즉, 교사협력정도가 더 높을 때 혁

신학교 정책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가 있었다.

셋째, 혁신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에 더 오래 

근무한 교사일수록 교사협력의 효과가 존재했지만,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차별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학교가 지향

하는 철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정책 디자인과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정교한 정책검증을 통한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지속되

어야 하며, 성공적인 학교를 만드는 요인에 주목한 정책운영이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혁신학교의 교사협력정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가 증가하므로 혁신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협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교사가 한 

한 학교에 오래 머물도록 지원하는 초빙교사제와 같은 정책은 혁신학교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해당정책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은 혁신학교에서 교사협



력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정책에 대한 검토와 정책 

운영에 대한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주요어: 혁신학교, 혁신학교 철학, 정책평가, 교사협력, 전문적 자본, 전

문적 학습공동체, 경향점수매칭, 이중강건성 추정

학번: 2019-2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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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에도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에서 ‘혁신’은 중요한 키워드

이다. 교육정책에서 혁신의 바람은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

학교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만으로 12년째인 지금까지도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혁신학교 확대

를 채택할 정도로(대한민국정부, 2021. 4. 1) 혁신학교 정책은 현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사례 중 하나이다. 경기도교육청(2020)에 따라 혁신학

교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

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학교로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 정의되고 있다. 이 정의

는 혁신학교의 철학인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혁신학교 

운영원리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

체, 창의적 교육과정이다(경기도교육청, 2020). 경기도 이외 시도교육청들

의 혁신학교 철학은 2009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네 가지와 매우 

유사하다(이승호, 2017; 박희진, 남미, 권동택, 2018b; 서민희 외, 2018). 

혁신학교 정책은 또한 ‘교사의 협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혁신학교정책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시작하여 

학교혁신의 성공사례를 제도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경기도

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는 교육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2009년 

민선 1기 교육감 당선 이후부터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

로 확산되었다. 2011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혁신공감학교를 통

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이후 혁

신학교 정책이 많은 학교에 전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초기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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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교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안정적인 모습의 혁신학교가 ‘무늬

만 혁신학교’(이승호, 2017)인 사례들을 산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의 목적에 대해 고찰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요인과 이를 지원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증

가하고 있다. 

혁신학교 정책의 등장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 성공적인 혁신학교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성공 요인은 교사의 협력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성공적인 학교개혁의 필수 요인으로 교육개혁의 핵심 주동세력인 교사의 

협력을 강조하였다(김성열, 2006; 박붕서, 2012; 서근원, 2011; 장훈, 김명

수, 2011). 김성열(2006)에 따르면 학교혁신은 교사들이 동료 교사들과 체

계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정보와 도움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역량

이 강화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박붕서(2012)는 혁신학교의 성공조건으

로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할 때 가

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교육현장과 학계에서 교육개혁의 동력으로 교사협력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혁신학교 성과 연구물 중 혁신

학교에서 교사협력의 효과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더불어 학교개혁의 관점에서 혁신학

교 교사의 협력적인 문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초점을 둔 일부 연구들

조차 양적연구의 경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가진 사전적 특성을 통제

하지 않은 채로 분석하는 것에 그쳤을 뿐, 순수한 정책의 효과와 교사협

력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혁신학교 정책 자체로서 시행 효

과를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주요 동력인 교사협력이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혁신학

교에서 교사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

석을 통해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많은 혁신학교 연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삼

는데, 이는 대학입시가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의 철학에 맞는 교

육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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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박용원, 조영하, 2013; 유경훈, 

2014; 김미숙, 상종열, 2016; 안혜정 외, 2016; 박세준, 이해니, 이승호, 

2019; 윤혜원, 2020), 혁신고등학교에서의 교사협력의 효과와 이를 지원

하는 제도적 여건 및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둔 연구물은 부재하다. 

상술했듯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교사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대규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연

구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핵심 철학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사의 협력에 따른 혁신학교 정

책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며, 교사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

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혁신학교 수가 전국적

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성과에 교사협력의 영향력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들

에 대해 탐색하여 추후 정책운영에 대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

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혁신학교 정책의 목적

이 혁신고등학교에서 달성되었는가?

경기도는 혁신학교의 철학적 배경을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

다. 해당 가치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하

는 가치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에(이승호, 2017; 박희진 외, 2018b; 서민희 

외, 2018), 혁신학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혁신학교 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혁신학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전국 혁

신학교의 특성을 일부 대표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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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서 도출한 정책 목표의 실현 

여부를 혁신학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일반고등학교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교사협력정도에 따라 혁신고등학교의 효과가 어떻게 달

라지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교사의 협력정도에 따라 혁신고등학교가 혁신학교 

정책의 네 가지 철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등장 배경에는 황폐화되어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협력한 교사들이 존재한다. 학교개혁에 관한 연구물들에서도 학교혁신의 

성공요인으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특히 교사의 협력은 

전문적 자본 중에서도 교사의 사회자본에서 언급되는 개념이며, 학교개

혁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

사의 협력에 따른 혁신학교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6차(2017년, 중학교 3학년 패널), 

7차(2018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과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였다. 교사협력정도는 상

호작용항으로 투입하여,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에 따른 차별적 효과 발

생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3]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

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이 학교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

게 달라지는가?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환경에서 교사협력의 효과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

표적으로 교사들이 현학교 근무기간과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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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육종단연구(GEPS)의 7차데이터 중 혁신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여부를 각각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

여 두 정책이 교사협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교원의 자발적인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정책으로 채택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혁신학교 정책이 우리

나라의 독특한 형태의 교육정책으로 보고, 혁신학교 정책이 철학과 운영

원리에 맞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혁신학교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거론되는 교사협력정도가 혁신학

교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제언을 위해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의 효

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교사들의 협력을 지

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으며, 정책이 바탕이 되는 철학에서 도

출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확인하였다. 특히,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가 가지는 사전적 특성들을 통제하여 정책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확

인하였다.

둘째, 혁신학교의 등장 배경이자 혁신학교의 성공 요인으로 기능하는 

교사협력정도에 따라 혁신학교의 성과가 달라짐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

라 혁신학교 정책 자체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혁신학교에 기여

하는 성공요인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셋째, 혁신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에 따라 교사협력이 학생

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검증하여, 초빙교사제와 같

은 정책이 혁신학교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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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였다. 반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은 혁신학교에서 교사

협력의 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와 

질적인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분석결과를 다른 지역의 혁신학교 정책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어

렵다. 분석 자료로 활용한 경기교육종단연구 데이터는 경기도 이외 전국 

16개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일부 반

영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을 취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지

역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정책적 차이와 그 특색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이나 그 안에서 속한 개별 혁신학교가 가진 독특한 특성

을 드러내거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청사진

을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혁신학교 효과에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연구 방법으로 사용한 경항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은 관찰된 변수(observed variable)만을 통제하며, 보이지 않는 특성

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재학 여부

와 정책 성과지표로 설정한 결과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

된 변수들을 사용하여 통제집단을 매칭하였으나, 데이터 설계과정에서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한 이질적 특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한

다. 

셋째, 혁신학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한 변수들과 교사협

력 정도의 대리(proxy)변수로 사용한 변수들은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결과변수로서 학생의 학교참여, 시민의식, 학업성취도, 진로

성숙도의 네 가지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해당 지표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서 설정한 네 가지 철학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나, 모든 변수들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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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의도한 혁신학교의 철학 및 이에 따른 정책 목적을 완전히 대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학업성취도는 네 가지 철학 중 전문성을 나

타낸다고 보았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전문성에 대해서 교사의 전문적 학

습공동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혁신학

교 정책의 효과에 조절변수로 활용한 교사협력의 경우, GEPS 교사대상 

설문지에서‘1주일 평균 동료 교사와 이야기 나눈 시간’을 활용했으나, 

동료와 나눈 모든 대화가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거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분석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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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혁신학교 정책

1. 혁신학교 정책의 등장 배경

김영삼 정부의 5ㆍ31 교육개혁은 한국 교육사에서 큰 획을 그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혁신학교는 5ㆍ31 교육개혁 이후 변화를 

추구하는 교사공동체를 중심으로 태동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개

혁은 혁신학교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경기도교육

청 학교정책과, 2019). 이 정책은 2009년에 제1대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제시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제3대 

핵심공약으로 등장하였고(경기도교육청, 2019), 2009년 9월에 13개 학교

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초창기 혁신

학교는 낙후된 지역의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어내자는 것

이었는데, 이는 작은 학교 수업 모델로 여겨지는 학교들을 본받아 학생

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학부모의 신뢰를 끌어내어 결과적으로 질 좋

은 수업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12). ‘작은 학교 살리

기’,‘새로운 학교 만들기’ 등의 이름을 가지고 남한산초, 조현초, 덕

양중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프랑스의 프레네 학교, 독일의 헬레네랑

에 학교, 일본의 배움의 공동체 등 각국의 실천 사례를 참조하여 운영되

었다(송순재, 2014). 이후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도 이를 철학적 배경 혹

은 실행 원리로 삼아 자신들의 학교 상황에 적합하게 응용하여 실천하고 

있다(김성천, 2011).

지금까지의 학교개혁 방안들은 관료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교육개혁

의 핵심 주동세력인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신현석, 2005; 김성열, 2006; 서근원, 

2011). 반면, 혁신학교 정책은 이와 같은 논의 속에서 기존의 교육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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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다르게 학교 현장의 모범사례를 아래로부터 확산하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으로 출범하였다. Hargreaves는 지난 2017년 4월 27일 진행된 

2017 AERA 학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는 “기존의 교육개혁 실

패 모델과 달리, (...) 민주주의, 자율, 창의를 강조하는 혁신학교는 교육

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미래사회의 학교 모형은 깊이 있는 

철학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한데, 혁신학교가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17). 

2. 혁신학교 정책의 운영 및 발전과정

혁신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 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따라 

각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자율학교 지정 운영 계획서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교육감에 의해 지정ㆍ운영된다.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경우 기존 교장을 포함한 초빙, 공모형이 모두 가능하다. 교사 정원 또

한 50% 안에서 초빙교사제를 통한 충원을 할 수 있으며 학급당 학생 수

는 25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명칭과 개념, 도입 시기, 운

영 방식 등에서는 시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도입 시기의 경우 경

기도는 2009년부터 13개교로 시작하였고,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은 

2011년부터, 2018년에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약 1500여개 학교가 운영되

었다. 2021년 4월 기준 경기도는 초등학교 516개, 중학교 263개, 고등학

교 108개로 총 2414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초등

학교 176개, 중학교 46개, 고등학교 17개교가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에 시작된 혁신학교 정책은 2010년에 경

기교육청에서 30개교를 추가 지정하면서 총 43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중간평가제 도입,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등의 

변화가 생겼다. 지방 자치선거 이후에는 6개 시도교육청에 서울은 서울

형 혁신학교, 전북은 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 광주는 빛고을 혁신

학교, 강원은 행복더하기학교 등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명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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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용되어 혁신학교 모델이 도입 및 확대되었다(성열관, 2019). 이후 

유치원, 특수학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으며, 지역이나 학교급, 단위학

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혁신이 적용되었다. 2011년에는 경기도에만 89

개교의 혁신학교가 지정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총 178개교가 운영되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9). 2012년에는 혁신학교가 경기도는 154

개, 전국적으로는 363개로 확대되었으며, 혁신학교의 개념과 추진과제를 

연계 및 강화하여 혁신학교의 기본문서를 작성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6

대 중점 추진과제가 4대 중점 추진과제인 자율경영체제 구축, 민주적 자

치공동체 형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으로 바

뀌었고, 창의지성(혁신) 학년제도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에는 경기

도의 혁신학교가 230개교로 확대되었으며(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9), 혁신학교 시즌2를 중심으로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을 강화하고 혁신유치원을 지정 및 운영하였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은 초등학교 239교(19.3%), 중학교 148교 

(23.7%), 고등학교 55교(11.7%)로 혁신학교를 양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

으나 예산 부담 가중, 지역 간 격차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4년에는 경기도의 민선 3기 이재정 교육감이 혁신 교육을 “4.16 교

육 – 사람 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혁신 공감 정책’을 제시하면서 혁신학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자율경영체제 구축만 민주적학교운영체제

로 바뀌었다. ‘혁신공감학교제도’를 통해서는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혁신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게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모범혁신학교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는 경기도에서만 327개교로 확대되었고, 

추가로 혁신학교 질 관리 방안 수립, 단계적 컨설팅과 평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13개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정책이 도입되고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14개 시도로 확산되었다. 2015년에는 부

산, 대전, 세종, 인천, 경남, 경북, 제주도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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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면서 그간 혁신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었던 교육부가 혁

신학교 철학과 기조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성열관, 2019). 

2018년에는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의 재임과 함께 ‘경기혁신교육 

3.0’이 시작되었고, 총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추진되었

다(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9). 2018년 혁신학교 지정 비율만 하더

라도 7개 시도가 2017년 대비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혁신

학교 수는 학교급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며, 14개 시도 전체 학교 

대비 혁신 초등학교는 15.3%, 혁신 중학교 14.7%, 혁신 고등학교 6.6%로 

당시 고등학교 혁신학교 비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9). 2019년에는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650개로 확대되었

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혁신하려는‘혁신교

육 3.0’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기준 총 665교(학교 총 수 

대비 28.1%)로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378교(초등학교 총 수 

대비 29.9%), 중학교 218교(중학교 총 수 대비 34.7%), 고등학교 69교(고

등학교 총 수 대비 14.6%)가 운영되었다(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9). 

이후 혁신학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도에 전체 혁신학교 수

는 887개로 약 37%의 초·중·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 2021

년에 경기 혁신학교의 현황을 정리한 표는 <표 2-1>과 같다.

지역 이름

계(초ㆍ중ㆍ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혁신 

학교수

비율 

(%)

혁신 

학교수

비율 

(%)

혁신 

학교수

비율 

(%)

혁신 

학교

수

비율 

(%)

경기
혁신

학교
887 36.74 516 39.27 263 41.55 108 23.13

출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2021. 4. 1)를 토대로 작성

<표 2-1> 2021 경기도 혁신학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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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학교 정책의 기본 철학 및 운영원리

Tyack & Cuban(1995)은 교육개혁이 한 철의 유행으로 지나가버리는 

이유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빈곤 때문이기도 함을 주장했으며, 

Hargreaves(2017)는 “미래사회의 학교 모형은 철학에 기반한 정책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교육개혁에 있어서 철학적 지향이 중요한 이

유는 정책의 관점을 형성하고, 정책문제를 규정하며, 우선순위를 결정짓

는 기준이 되고, 정책 평가의 준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호, 2014).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의 철학적 기반과 이에 따른 

운영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운영과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박희

진 외(2018b)는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전남 총 5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

교 운영 평가계획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공공성, 공동체성, 국제성, 다양성, 미래

성, 민주성, 윤리성(도덕성), 자발성, 전문성, 지역성, 창의성(창조성)’임

을 정리했다. 특히 경기도의 네 가지 철학인‘민주성’은 14개 시도교육

청에서, ‘윤리성’과 ‘전문성’은 6개 시도교육청에서,‘창의성’은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임을 연구결과로 제시했

다. 해당 연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철학에 기반한 운영원리를 

다음과 <표 2-2>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지역 추진과제(운영원리)

경기

∙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창의적 교육과정

경남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

<표 2-2> 전국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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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민주적 학교운영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창의공감교육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

부산

∙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 윤리적 생활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창의적 교육과정

충북

∙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

∙ 민주적인 학교 운영

∙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

광주

∙ 교육활동 중심의 기반조성

∙ 민주적 자치문화

∙ 나눔의 연구문화

∙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서울

∙ 학교운영 혁신

∙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 공동체 문화 활성화

울산

∙ 서로 소통하는 학교문화

∙ 서로 존중하는 생활공동체

∙ 서로 같이 참여하는 수업

∙ 서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전북

∙ 따뜻한 학교공동체

∙ 민주적 자치공동체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참학력 신장

제주

∙ 존중과 참여의 학교문화 형성

∙ 배움 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개편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세종

∙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

∙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 전문적 학습공동체

∙ 미래형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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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제시된 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의 철

학적 기반에 따른 운영원리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그중 경기도는 혁신학교 정책이 가장 먼저 시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수의 혁신학교를 보유하고 있기에 나머지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를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 분석대상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

도 혁신학교 기본 철학의 변화과정을 정리한 것은 <표 2-3>과 같다.

인천

∙ 민주적 운영 체제 구축

∙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

∙ 윤리적 생활 공동체 형성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충남

∙ 학교 운영 체제 혁신

∙ 학교 교육력 강화

∙ 교육과정·수업 혁신

대전

∙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참여와 소통의 교육공동체 운영

전남 

∙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지원체제 구축

∙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다양한 교육방법 실천

∙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현

∙ 삶과 앎이 공존하는 행복한 대전 교육 혁신

출처: 박희진 외(2018b)에서 일부 수정

구분 2009~2010 2011~2014 2015~2017 2018 2019~2021

철학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출처: 박철희(2014)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2021. 4. 1)를 토대로 작성

<표 2-3> 경기도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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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기도의 경우 2015년부터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을 기반으로 한 철학을 이어오고 있으며, 운영원리 또한 일관되게 유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네 가지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를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으로 보았다. 특

히, 혁신학교 정책의 철학에 대한 검토 결과 정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지향한다고 판단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결과 변수로 학생 관련 변수를 추출하였다.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과 운영원리 및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학생 변수 네 가지를 도출한 

것은 <표 2-4>와 같다.

철학 운영원리 내용
관련변수

(학생변수)

민주성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함께 만들어가는 

활기찬 학교

- 비전 공유와 책무성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과

  역동적 학교 문화

- 지역사회 학교 구축

학교참여

윤리성

윤리적 생활공동체: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교실

-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민주시민교육

시민의식

전문성

전문적 학습공동체: 

함께 배우며 더불어 

성장하는 교사

- 학교조직을 학습 조직화

- 공동 연구ㆍ공동 실천

- 수업 개방과 성찰

학업성취도

창의성

창의적 교육과정: 

모두에게 배움이 

즐거운 수업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ㆍ다양화

- 배움중심수업

-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진로성숙도

출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2021. 4. 1.)를 토대로 작성

<표 2-4> 경기도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 및 운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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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혁신학교와 교사

1. 혁신학교에서 교사의 협력

학교의 주요 구성원이자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사의 협력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협력은 두 명 이상의 교사

가 교육과정 개발, 공동의 수업 참여 등을 위해 각자의 생각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진, 김혜영, 홍창남, 2015). 교사협력은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동료교사와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권순형, 김도기, 

2013). Jarzabkowski(2002)는 교사협력을 collegiality와 collaboration을 포

함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권순형과 김도기(2013)는 교사 간에 실제

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협력(collaboration)’과 교사들이 비전 및 책임

의식 등을 공유하는 ‘협력(collegiality)’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반면, 

Hord(1986)는 교사협력을 ‘협동 활동(cooperative activities)’과 ‘협력 

활동(collaborative activities)’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는 교사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동료교사와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의

미하고 후자는 동료교사와 공동의 업무수행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의

사결정까지 함께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교육개혁에서 교사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국내외 모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성일제 외, 1998; 이종태 외, 2000; 김흥주 외, 2005; 

서근원, 2011; Gerstner, Louis V. et al, 1994; Scribner, Cockrell, Cockrell 

& Valentine, 1999; Harris, Alma & Daniel Muijs, 2003). Gerstner, 

Louis(1994)는 교사들이 동료교사 및 학생과의 관계에서 학교경영자, 학

부모와의 관계에 이르는 제반 관계들 안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기를 때 

학교가 혁신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는 교사들이 

팀을 이루어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Harris, Alma(2003)는 동료교사와의 

체계적인 토론의 기회를 가지고 서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료교

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즉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가질 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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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가능성이 커짐을 제시하였다. Goddard, Goddard, & 

Tschannen-Moran(2007)은 교사협력이 교사들에게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전문성 발달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성일제 외(1998)가 현장의 교사들이 혁신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때 혁신이 이루어짐을 밝혔으며, 이종태 외(2000) 또한 학

교개혁방안으로 교사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강조했다. 김흥

주 외(2005)도 교육혁신의 성공을 위해 교원집단이 자율적으로 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서근원(2011)은 성공적인 학교개혁을 위해 교

사의 참여가 중요함을 말했다. 

혁신학교 안에서의 교사협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혜진, 김혜영, 

홍창남(2015)는 혁신학교의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비해 교사협력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교사협력이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혁신

학교와 일반학교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윤

석주(2016)는 혁신학교 교사 4명을 면담한 결과, 혁신학교에서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스스로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경아, 정

비경, 이경주(2016)는 혁신학교 운영이 학교 구성원들의 동료성을 회복하

고 학교 분위기 변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안혜정, 이현정(2018)은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 모두에서 교사협력이 수업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함

을 밝혔다. 

2. 혁신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

이승호(2017)는 혁신학교의 핵심세력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

게되는 경우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백병부, 

성열관, 양성관(2015)은 리더교사들의 전출 및 교사 구성의 변화가 혁신

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혁신학교의 성공

은 학교에 헌신적인 한 무리의 교사들의 협력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 맞

는 교사들이 꾸준히 협력할 때는 학교개혁이 성공적이지만, 전근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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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해 교사 구성의 변화가 생길 경우 혁신학교의 동력을 잃어버린

다. 

 3. 혁신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 중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전남 총 

5개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 평가계획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

한 박희진, 고영규, 권동택(2018a)의 연구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혁신

학교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학교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공

동체에 교사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언

급했다. 이승호, 이지혜, 허소윤, 박세준, 한송이, 한은정(2015)는 국내의 

교사학습공동체가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

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에 기여한다고 분석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 

정바울(2016)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 교사

를 강조하며 전문성 주의를 표방하고 ‘공동체’는 좁은 의미로 교사 간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은 전문성과 공동체 사이

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향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바울, 2016). 나혜원, 장은지(2018)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

문적 학습공동체를 ‘교사의 성장과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교사들 간

에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배움을 공유하고 성찰해 나가는 학습공동

체’라고 정의하였으며, 서경혜(2009)는 ‘교사의 전문적 향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하

는 교사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국내 연구물 중에서도 혁신학교 안에서 일

어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연구한 논문은 장훈, 김명수(2011), 이준희, 

이경호 (2015), 이승호 외(2016), 윤석주(2015, 2016), 박채원(2017), 나혜

원, 장은지(2018), 박상완(2018) 등이 있다. 상술한 논문들은 크게 문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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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질적연구, 양적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된 박상

완(2018)은 혁신학교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교사

학습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유지, 발전, 성과

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로 혁신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연구한 논문은 이준희, 

이경호 (2015), 윤석주(2015, 2016), 박채원(2017) 등이 있다. 윤석주(2015)

는 혁신학교에서 교사공동체를 통한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정을 탐색하

여, 혁신학교의 교사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시켜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윤석주(2016)는 혁신학교 교사들이 교사공동체를 통해 겪

은 수업혁신에 대해 서울형 혁신초등학교 교사 4명을 면담하여 분석하였

으며, 박채원(2017)은 경기도지역 1개 초등학교의 교사를 면담하고 전문

적 학습공동체의 네 가지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양적연구로는 이승호 외(2015)가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나혜원, 장은지(2018)는 

위계적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보

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

화 조성, 행정업무 감축, 주당 수업시수 조정 등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표는 <표 

2-5>과 같다.

분석방법 저자 
(년도) 연구 요약 및 결론

문헌

연구
메타분석

박상완 

(2018)

혁신학교 교사학습공동체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교사학습공동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사학습공동체의 형성, 유지, 발전, 

성과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에 대해 분석하였음.

질적

연구

경기도 혁신학교 

초등교사 면담

장훈, 

김명수 

(2011)

단위학교 혁신의 성공은 학교 개혁을 

지원하려는 교육청의 혁신 의지와 기존 학교의 

틀을 벗어나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교육을 하려 

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병행될 

<표 2-5> 혁신학교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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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 분석

1. 혁신학교의 효과성 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혁신학교 효과성 연구는 크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

적 영역으로 나뉜다. 인지적 영역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의 학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밝힘.

서울형 혁신학교 

초등학교 교사 

심층면담

이준희, 

이경호 

(2015)

전문적 학습공동체(PCL)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서울형 혁신학교 

초등학교 교사 면담

윤석주 

(2015)

교사들은 교사회를 통해서 학교 민주주의에 

공감하지 못하는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나가고 있었음.

서울형 혁신학교 

초등학교 교사 면담

윤석주 

(2016)

 혁신학교 교사들이 교사공동체를 통해 경험한 

수업혁신 과정을 탐색함. 

경기도 농촌 지역 

혁신초등학교 

현지조사, 심층면담

박채원 

(2017)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요인을 도출함.

양적

연구

합동최소자승회귀모

형, 고정효과모형

이숭호 

외 

(2016)

교사협력을 나타내는‘교사의 단위학교 차원의 

교과 협의회 활동’과 ‘혁신학교’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과목에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임.

위계적 회귀분석

나혜원, 

장은지

(2018)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수업 외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감축, 등 학교현장 제반에 걸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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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도 차이를 주로 분석하였고(백병부, 송승훈, 남미자, 이경아, 2013; 

성기선, 민병철, 김정은, 2014; 박춘성, 김진철, 2016a; 이찬희, 2016; 양서

영, 2016; 안영은, 박세진, 2019), 정의적 영역에서는 학교만족도, 학교풍

토, 자기주도성, 학습동기 등(김민웅, 임용순, 2013; 백병부, 박미희, 2014; 

서민희, 전경희, 2018; 송영범, 2019; 엄문영, 길혜지, 서재영, 이재열, 황

정훈, 2020)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는 학교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가장 많이 언급되며 

그동안 혁신학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왔다

(백병부 외, 2013; 성기선 외, 2014; 박춘성, 김진철, 2016a; 양서영, 2016; 

이찬희, 2016; 안영은, 박세진, 2019). 혁신학교의 성취도 저하에 관련된 

논문 중 이찬희(2016)는 혁신학교가 학생의 인지적 성취와 주관적 성취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혁신학교는 인지적 성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서영(2016)은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의 

학업성취 향상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최종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성취도에 있어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고 밝혔다. 반면, 혁신학교의 부정적 영향을 반박하는 논문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인지적 영역에서 혁신학교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초기 연구로는 백병부 외(2013)가 대표적이다. 백병부 외(2013)의 연구에

서는 위계적 선형모형(HM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혁신고등학교가 일

반고등학교에 비해 가정환경, 선행 학업성취도는 더 낮았으나 학교 평균

과 사회경제적 여건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

생들의 등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혁신 정도가 

높은 경우 일부 과목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성기선 

외(2014)는 분위별 이중 차감법을 활용하여 경기도 초등혁신학교의 효과

를 분석한 결과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초기 시점에서는 수학성취

도가 낮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증명하였

다. 서민희, 전경희(2018)의 연구는 국어, 수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초

등학교 5학년 때는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낮았으나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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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혔다. 또한, 초등혁신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장기

적으로는 일반학교에 비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해 냄으로써 초등혁신학교 

재학 경험이 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의 인지적 성취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고 평가하였다. 박춘성, 김진철(2016a)의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으로 분석

한 혁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성취도가 변화율에 있어서 일반

고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으며, 안영은, 박세진(2019)에 따르면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학생들의 중학교 재학 기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중

1 시기 외에는 혁신학교에서 높았다. 또한, 학업 성장 변화율은 혁신학

교가 일반 학교보다 더 높았다.

학업 성취도는 학교 유형을 막론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임에 틀림없지만 학교 교육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학생들의 교과 흥미(학습 동기), 학교적응도, 학교만족도, 자기 주도성 

등과 같은 정의적 요인의 향상을 혁신 학교효과로 접근한 연구들도 꾸준

히 시도되어 오고 있다. 김민웅, 임용순(2013)은 혁신학교 중학생의 학습 

동기가 1학년에 비해 2학년 시기에 줄어들고 있음을 보였다. 반면 김수

경(2011), 김민웅, 임용순(2013), 박승배(2014), 백병부, 박미희(2014) 등은 

정의적 영역에서의 혁신학교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김민웅, 임용

순(2013)에 따르면 혁신학교 중학생은 1학년 비하여 2학년 시기에 부모

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부모의 성취압력은 줄어들었다. 반면, 일반 

학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가 없었다. 또한, 혁신

학교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점점 감소하였으나, 일반학교에서는 증가했으

며, 혁신학교 중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학교만족도 수준은 학교급이 높

아질수록 증가할 때, 일반학교 중학생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

다. 박승배(2014)는 전북 혁신학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구성원들의 혁신

학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수업 활동, 학교문화, 교육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인식이 보통 수준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혁

신학교 정책이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백병부, 박미희

(2014)의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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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수록 수업 태도가 좋아졌으며, 교사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졌다. 김영

주, 이상신, 김종민(2015)의 연구는 혁신학교 학생의 학교 호감도가 일반

학교 학생보다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김용기(2017)는 학교문화, 교육과

정 중심 지원체제, 학부모ㆍ지역사회와 협력 관계, 교육 만족도 등 5개 

영역의 측정 지표를 통해 전남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측정하였다. 학교구

성원들은 혁신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민주적 학교문화와 교육만족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박춘성, 김진철(2016b)의 연구는 혁신학

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진로성숙도 등은 차이가 없

었으며, 학교만족도는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았다. 박영진, 장인실

(2018)의 연구는 수리력은 일반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은 혁신학교 학생이 더 높은 것을 밝혔다. 최준

열, 김지선(2018)은 경기도에서 일반학교의 학생들의 차별 및 체벌, 규제 

경험 같은 부정적 경험이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혁신학교에

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독서 활동이 

일반 학교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2012년과 2013년도의 교수만

족도 상승분에서 일반 학교가 전년도보다 낮아지는 것에 비해 혁신학교

가 전년도보다 높아진다는 점 등을 보고하였다. 박세진, 안영은(2018)은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차별, 인권, 학생중심 수업문화로 측정한 학교

조직문화 측면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 

변수들이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교육과정만족도, 교우관계, 학교생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는 

학교조직문화에 차이가 있었고, 혁신학교는 학교조직문화를 매개로 학생

생활만족도와 교육과정만족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처럼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경기도 혁신학교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치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들 또한 다수 존재한다(박철희, 2014; 

심재휘, 2018; 송영범, 강경석, 2019; 홍창남, 이정우, 김민수, 김혜영, 

2019).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혁신학교의 네 가지 가치 기준이 달성되었

는지를 교사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송영범, 강경석, 2019; 박철희, 2014), 

각 기준마다 학생, 학교, 교사 측면을 구분하지 않았거나(홍창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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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심재휘, 2018), 네 가지 가치 기준 중 일부와 연관된 정의적 측면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심재휘, 2018).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효과성을 

학생 수준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혁신학교의 네 가지 가치와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종속변수를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서 도출하기 위하여 참고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표는 <표 2-6>와 

같다.

2. 혁신학교의 철학

 1) 민주성: 학교참여

혁신학교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와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체제

를 구축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 주체로서 소통·협력하는 역

동적인 학교문화 형성(경기도교육청, 2021. 4. 1)”하고자 한다.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과 역동적 학교문화를 강조하면서, 

저자(년도) 종속변수 구성

송영범, 강경석

(2019)

학교운영일반 관련 변수 5개, 

교수자특성 관련 변수 10개,

교수학습활동 관련 변수 3개,

총 18개 변수
홍창남, 이정우, 

김민수, 김혜영 

(2019)

창의적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윤리적생활공동체, 

민주적학교운영체제 관련 변수 각 4개, 

 총 16개 변수

심재휘(2018)
학교만족도, 자발적 주도적 창의성, 공동체의식,

총 3개 변수

<표 2-6> 혁신학교 성과분석 연구의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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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 신뢰구축, 인격존중 등을 바탕으로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

하고자 한다(경기도교육청, 2021. 4. 1).

민주성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민주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성별, 학교유형, 학교급 등이 사용되었다(김현숙, 김희재, 송교성, 이미식, 

2020; 김미희, 김성훈,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박선하, 박신

혜, 이희영, 2015; 김현경, 김신영, 2015;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 2010). 

박선하 외(2015)에서는 성별이 고등학생의 민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

미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과 김미희, 김성훈

(2017)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박선하 외(2015)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6) 연구는 또한 학교유형에 따른 민주적 가치, 시민적 참

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한편 김현경, 김신영(2015)은 인권친화적

인 환경에서 청소년의 시민성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분석하였다. 김미

희, 김성훈(2017)과 모경환, 김명정, 송성민(2010)은 학교급에 따라 민주

시민성이 낮아지는 것을 보였다. 김현숙, 김희재, 송교성, 이미식(2020)의 

연구는 혁신학교에서 학교급에 따른 민주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며, 학

교급에 맞는 민주시민성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윤리성: 시민의식

2015년에 개정한 혁신학교 이해자료에서 윤리성이 기본 철학으로 추가

되었다(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2015). 혁신학교의 윤리적 생활공동체

는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실”을 지향하며, “지시와 통제, 경쟁과 변

별, 불신과 무관심에 익숙한 학교문화를 존중과 배려, 자치 규범이 살아

있는 평화로운 학교로 바꾸고자 한다.” 이는 교사가 먼저 학생들의 인

격을 존중하여 학생들이 몸으로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또한, 교

실에서 교사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며 

인류 정신과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한다(경기도교

육청, 2021. 4. 1). 이에 따라 학교에서 최선의 훈육 전략은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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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식을 가르쳐 민주적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며, 학교 구성원들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3) 전문성: 학업성취도

존중과 배려의 교실문화를 형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

신학교는 “경쟁에 의한 변별 기제나 관리, 감시가 아닌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와 따뜻한 인사로 교실 맞이, 친절한 교수 언어, 공감적 경청으

로 존경받는 교사상을 정립(경기도교육청, 2021. 4. 1).”해야 한다.

정바울(2016)은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중 전문성의 운영원리에 해

당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전문성, 학습, 공동체라는 세 개념으로 조

합되어 있음을 서술했다. 정바울(2016)에 따르면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 

교사를 강조하며 전문성 주의를 표방하고 공동체는 좁은 의미로 교사 간 

공동체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

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전문성과 공동체 사이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을 향한다(정바울, 2016).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 착안하여,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중 전문성에 해당되

는 성과 지표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도출하였다. Louis, Marks & Kruse 

(1996) 또한 전문가 공동체는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맞추며, 협력을 특

징으로 한다고 서술했다. Dufour & Eaker(1998)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핵심원리로 학생들의 학습을 책임지고, 협력적 문화를 구축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효과를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고 

정의했다. Sergiovanni & Starratt(2007)는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학

습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사교육참여시간, 개인의 학습시

간 등이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장희원, 김경근, 2015)에서 사교육 시

간, 개인의 학습 시간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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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창의성: 진로성숙도 

경기도는 혁신학교의 창의교육과정 편제를, ‘창의지성 교육과정’과 

‘창의형 진로ㆍ진학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운영계획

에서 ‘창의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에는 진로직업 다양화 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 선택 체험학습(경기도교육청, 2015)에 대한 내용이 등장

한다. 이처럼 혁신학교의 4가지 가치 중 ‘창의성’과 관련하여 혁신학

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학교의 공통적인 이념과 철학 중 

하나는 진학이 아닌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김성천, 서용선, 

홍섭근, 2015), 학교 교육목표를 ‘대학진학’에서 ‘학생 성장’에 두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안혜정 외, 2016). 경기도교육연구원

에서 2008년에 수행된 경기혁신교육 3.0 개념정립연구에서는 면담에 참

여한 학생들이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이미지 중 하나로 “진로교육”

을 뽑기도 하였다(나현주, 김성천, 임재일, 2018; p.60). 또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

큼, 중ㆍ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성숙

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이다(정혜원, 김예림, 박소

영, 2019).

진로성숙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선택과 같은 진로 관련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정도를 의미한

다(Super, 1957; Crites, 1981; Hoyt, 1977).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들은 본인의 적성에 더 적합한 진로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이한나, 김

재형, 김동기, 2009). 진로성숙도는 1950년대 Super(1951)와 Crites(1961)의 

이론에서 제시되었고 이후 여러학자들에 의해 이론이 발전하고 있다. 

Super(1957)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로 구분되는 진로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로, 학교, 여가활동 등을 경험하

며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시행하고, 직업적 탐색을 하며 진로를 계획

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시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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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는 혁신학교 효과성 분석 차원에

서 일부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정혜원 외, 2019)와 

차이가 없다(박춘성, 김진철, 2016b)는 연구로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박

춘성, 김진철(2016b)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정혜원 외(2019)는 중학교 3학년 때 혁신학

교에 학생들이 진로성숙도가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했

다. 박세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가 일반고등학교와 혁신학교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손연

아, 신수지, 손응령(2014)의 경우 학교별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고 밝혔다. 박춘성, 김진철(2016a)의 연구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성숙도의 성장 속도가 낮아졌음을 밝혔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생요인(김충기, 김현욱, 

1989), 가정요인으로 나뉜다. 먼저, 학생요인에는 성별(김성경, 2008; 박효

희, 2007), 자기신뢰(김희수, 김옥희, 2007; 임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진로의식, 내적학업동기(어윤경, 2012; 황매향, 

임은미, 2014) 등이 해당한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

가 높게 나타나거나(조세연, 김기찬, 2014),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성

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다는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보인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서량이 증가할수록진

로성숙도가 높고(정윤경, 이상은, 2005), 학생들이 공부 외 시간을 많이 

소비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길혜지, 윤지윤, 2015).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는, 월평균 가구소득(Holland, 

1981), 부모와 자녀의 관계(정정은, 2004) 혹은 부모애착, 부모가 자녀의 

욕구, 의견,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김성경, 2008), 아버지의 학

력(노혁, 2006)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사협력과 관련하여 

교사협동(임현정, 2016), 교사와의 상호작용(이현미, 정제영, 2017)등이 학

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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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가령, 교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교

사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구결

과가 있으나,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낮다는 연구(김성

경, 2008; 신선아, 전종설, 2015) 또한 존재한다. 

제 4 절 이론적 틀

1. 전문적 자본 이론

Hargreaves & Fullan(2012)은 전문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통하여 

학교 개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학교와 교육 

체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교직 전체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이들의 전문적 자본을 축적하고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교 개혁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수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

아가 전문성 개발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

다. 다시말해, 전문적 자본의 개념은 개인 수준의 전문성을 넘어서 집단 

수준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Hargreaves & Fullan, 2012; 진동섭 역, 

2014). 전문적 자본의 개념을 주창한 Hargreaves & Fullan(2012)은 집단 

수준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종래 고립주의적 학교구조와 개인주의적 

교사문화를 타파하고 협업 구조와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은 교직의 전문성이 대두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적 자본(human capital), 의사결정적 자본

(decision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세 가지 자본들을 곱한 

것이다(Hargreaves & Fullan, 2012; Fullan, 2016). 이 중 인적자본은 “주

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람에게서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

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인적자본의 관점에서 사람의 교육과 개발

에 투자하는 것은 이후에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며, 교사직에서 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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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 지식과 기술들을 개발하고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은 

그것에만 고립적으로 초점을 두어서는 증가시킬 수 없다. 교사들이 팀 

안에서 소통하고 배우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문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것이 곧 사회적 자본이다(Hargreaves & Fullan, 2012; p. 89). 마

지막으로 의사결정 자본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사회적 자본)을 통해 더 

강해져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우며 높은 성과를 산출하는 전략들은 

팀 안에서 사용되고 개발될 때, 더 정교해진다(Hargreaves & Fullan, 

2012; p. 96). 상술한 전문적 자본 이론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다. 

전문적 자본에 대한 후속학자들의 논의와 이 개념을 활용한 연구도 다

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Edkins(2013)는 전문적 자본이 협력적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학교 체제에 대한 비난과 무기력

함을 벗어나 학교 개혁의 지향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하였다. Leana(2011)

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 개인의 인적

자본이 낮은 학교라도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다면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중간 수준의 성과를 낸다는 것을 밝혔다. 

[그림 2-1] 전문적 자본 공식

(출처: Hargreaves, A., & Fullan, 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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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네 가지 핵심 철학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의 성과

를 분석하고, 교사들의 협력 정도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에 차별적 효과

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혁신고등학교에서 교

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사협력의 효과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관련 정책들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제 2 절 분석 자료1)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을 중심으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

사의 협력정도가 해당 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교

육종단연구(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이하 GEPS)의 1, 6, 7차 학

생, 학교, 교사, 학부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는 경기

1)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교육종단연구 홈페이지(htp:/www.gie.re.kr/)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3-1] 혁신학교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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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교육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실태와 현황을 확인하여 

주요 교육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경기도 내 85개 초등

학교 4학년 학생 3,541명, 6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4,051명, 64개 고등학

교 1학년 학생 4,242명의 표본을 2012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하여 패널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교육종단연구는 경기교육정책과 학생

들의 전반적인 학교 경험과 교육 활동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연구이다. 학교 및 학생 표본추출방법으로는 군집층화

표집을 사용하나 혁신학교를 목적 표집하여 비례 표집을 채택하고 설문

문항에서 학생의 교육활동 뿐 아니라 생활 및 가정 배경을 포함한 다양

한 자료를 수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본 연구의 대상인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

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가정, 학교특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

히 담고 있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선결

변수는 6차년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제 3 절 분석 변수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고 해당 효

과에 교사협력의 영향을 파악하여 혁신학교 내에서 보다 적절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

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통해,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서 도출한 

정책 목적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혁신학교의 효과를 확인한 후 교사협력 정도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은 혁신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가 한 

학교에 머무는 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가 교사협력의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종속변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선행연구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자료와 분석에 사용

한 데이터를 대조하여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과 연관이 있는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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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들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민주성의 경우 학생의 학교참여, 윤리

성은 시민의식, 전문성의 경우 학업성취도, 창의성의 경우 진로성숙도와 

연관 지었다. 네 가지 가치에 따른 구체적인 설문 문항 구성은 경기교육

종단연구(GEP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수설정

은 <표 3-1>과 같다.

철

학

관련 

변수
문항 내용 및 설명

민

주

성

학교 

참여
학교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 정도 (역코딩)

윤

리

성

시민

의식

나는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는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도와준 적이 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같은 동네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법(예: 교통질서)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역코딩)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해도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모른 체한다 (역코딩)

어른이 되면 선거나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이 타면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한다
누가 길을 물으면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대답한다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 (역코딩)
내 일이 아니면 대충한다 (역코딩)

함께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에 슬쩍 빠져나온 적이 있다 (역코딩)
전

문

성

학업

성취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6월) 국어 등급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6월) 외국어(영어) 등급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6월) 수학 등급

<표 3-1>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변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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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성에 해당하는 학교참여 문항의 경우, ‘학교운영에 학생들의 의

견이 적극 반영된다’는 ‘3’, ‘학교운영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2’로,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잘 알 수 없다’를 ‘1’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윤리성을 

측정하는 시민의식은 총 17문항 중 5문항은 역코딩한 값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전문성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

사(6월)등급을 활용하였으며 1~9등급을 역코딩 하여 투입하였다. 통제(선

결)변수로는 중학교 3학년 때의 국어, 영어, 수학 수직척도점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수직척도 점수는 학년과 척도 점수 사이의 정적 관계를 전

제로 하기에 성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논문들이 학

업성취도를 측정할 시 수직척도점수를 활용하고 있다(안영은, 박세진, 

2019; 최예슬, 이소라, 2020; 심재휘, 김경근, 2021). 창의성은 학생의 진

로성숙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로 구분되는 12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네 가지 변수 중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은 학생의 정의적 영역을 측정

하기에 비슷한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통제(선결)변수를 투입하였고 전

문성은 학생의 인지적 영역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앞의 세 변수와는 차이

를 보이므로 새로운 통제(선결)변수를 산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각각의 

종속변수와 처치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개인 및 가정 

특성들을 산출하여 투입하였다. 

창

의

성

진로

성숙도

진로에 

대한 

계획성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이 있다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업 

태도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역코딩)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힘든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선택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역코딩)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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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 

측면에서의 혁신학교 효과분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를 정리한 표는 <표 3-2>와 같다. 

구분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변수

학교참여 학교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 정도 1문항 역코딩 (5점 척도)

시민의식 시민의식 17문항(5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진로성숙도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 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각 4문항, 총 12문항(2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처치변수 혁신고등학교 혁신고등학교=1, 일반고등학교=0

조절변수 교사협력 동료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5문항 평균값 (6점 척도)

통제

(선결)

변수

학

생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교참여 

(중3)
학교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 정도 1문항 역코딩 (5점 척도)

시민의식

(중3)
시민의식 17문항(5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진로성숙도 

(중3)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 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각 4문항, 총 12문항(2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독서활동 

(중3)
독서활동 10문항(3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수업태도 

(중3)
수업태도 국영수 각 5문항, 총 15문항 평균값 (5점 척도)

내적동기 

(중3)
내재적조절동기 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자아개념 

(중3)
자아개념(사회) 5문항 평균값 (5점 척도)

<표 3-2>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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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혁신학교 여부는 GEPS 7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데이

터를 활용하여, 혁신고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

는 학교는 ‘1’로,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조절변수로 사용된 교사협력은 전문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과 연관되

는 변수로 판단하였으며, GEPS 7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1주일에 평균적으로 동료 교사와 이야기 하는 정도

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문항은 ‘교수학습방법’,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행동’, ‘학생들의 가정환경 및 생활지도’, ‘학업 및 진학진

자아존중감 

(중3)
자기존중감 7문항(2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자기효능감 

(중3)
자기효능감 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학생회 참여 

(중3)

올해 학교 학생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험 있다=1, 없다=0

부모와의 

관계 (중3)

양육-감독, 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1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혁신중학교=1, 일반중학교=0

가

정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중3)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9문항 평균값 (4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중3)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중등학교 졸업 이하=9, 

고등학교 졸업=12, 2-3년제 대학졸업=14.5, 4년제 

대학졸업=16, 석사졸업 및 수료=18, 

박사졸업ㆍ수료=21로 코딩한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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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 ‘학교 행정업무‘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시간 미

만’은 ‘1’, ‘5시간 이상’은 ‘6’으로 코딩된 리커트 6점 척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통제(선결)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생특성으로, 성별, 처치 이전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성숙도, 독서활동, 수업태도, 내적동기, 자아개

념(사회),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생회 참여, 부모와의 관계 중등 혁

신학교재학여부를 사용하였다. 가정특성으로는 자녀와 함께 문화활동, 

로그 가구소득, 부모 학력 중 높은 값을 선정하였다(전화숙, 임혜정, 이

기혜, 2016; 정혜원 외, 2019; 윤혜원, 2020; 최예슬, 이소라, 2020). 처치

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의 자료를 통제(선결)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특성변수는 중등 혁신학교재학여부를 제외하고 GEPS 6차년도 중학

교 3학년 학생 설문 문항을, 가정특성변수는 해당년도의 학부모 설문 문

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생특성으로 선정한 성별은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남학생

은 ‘0’, 여학생은 ‘1’로 코딩하였다. 시민의식, 진로성숙도는 처치 

이후의 설문 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중학교 3학년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독서활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매우 그렇

다’는 ‘5’로 총 5점 척도로 구성된 ‘책을 선물 받을 때 기쁘다’ 등

을 포함한 10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며, ‘책을 끝까지 읽기가 어렵

다’, ‘주로 읽는 책은 만화책이나 가벼운 소설이다’, ‘잠시도 가만

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에 해당하는 문항은 역코딩하여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수업태도, 내적동기, 자아개념(사회), 자아존중감, 자기효

능감 또한 5점 척도로 구성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수업태도의 경

우 국영수 각각 5문항, 총 15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자아존중감의 

경우 ‘나 자신을 더 존중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 자신이 쓸모없

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고 있다’ 두 문항을 역코딩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학생회 참여 문항은 ‘올해 학교 학생회에서 회장이나 부회장

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없는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부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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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는 ‘5‘의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양육-감독, 합리적 설명, 애착

-신뢰 14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는 GEPS 

6차년도 중학교 3학년 학교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학교 운영사업을 시

행하고 있는 학교는 ‘1’로,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0’으로 코딩하였

다. 

가정특성변수로 활용된 자녀와 함께 문화활동의 경우 ‘전혀없음’은 

‘1’, ‘5회이상’은 ‘4’의 4점 척도로 이루어진 ‘과학관이나 박람

회 관람’,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등을 포함한 9문항 평균값을 활

용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편포를 완화하기 위해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

연로그를 취하였고, 부모 학력 중 높은 값의 경우 교육 연한으로 변경하

여, 중졸 이하는 9년, 고졸은 12년, 2-3년대 대졸은 14.5년, 4년제 대졸은 

16년, 석사졸업 및 수료는 18년, 박사졸업 및 수료는 21년으로 코딩하였

다. 

반면, 종속변수로 선정된 네 가지 변수 중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인지

적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로 나머지 세 가지 변수와는 차이를 보이므로, 

통제(선결)변수의 구성을 다르게 하였다. 통제(선결)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처치변수인 혁신학교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투입하였으며, 처치 이전 시점인 중학교 3학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에 따라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전문성 측면에서의 혁신학교 효

과분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를 정리한 표는 <표 3-3>과 같다.

구분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변수
학업

성취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6월) 국영수 등급 평균값 

(9등급=1, 8등급=2, 7등급=3, 6등급=4, 5등급=5, 

4등급=6, 3등급=7, 2등급=8, 1등급=9으로 역코딩)

처치변수 혁신고등학교 혁신고등학교=1, 일반고등학교=0

<표 3-3> 전문성 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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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교사협력
동료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5문항 평균값 

(6점 척도)

통제

(선결)

변수

학생

성별 남학생=1, 여학생=0

학업

성취도 (중3)
국영수 수직척도점수 평균값

수업이해정도 

(중3)
수업이해정도 국영수 평균값 (5점 척도)

수업집중시간 

(중3)
수업집중시간 국영수 평균값 (5점 척도)

수업태도 

(중3)

수업태도 국영수 각 5문항, 총 15문항 평균값 

(5점 척도)

학업 

스트레스 

(중3)

학업스트레스 1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독서활동 

(중3)
독서활동 10문항(3문항 역코딩) 평균값 (5점 척도)

내적동기 

(중3)
내재적조절동기 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부모와의 

관계 (중3)

양육-감독, 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14문항 평균값 

(5점 척도)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혁신중학교=1, 일반중학교=0

가정

부모 

학교참여 

(중3)

힉교참여 7문항 평균값 (4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중3)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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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선결)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학생특성으로, 성별, 학업성취

도, 수업이해정도, 수업집중시간, 수업태도, 학업스트레스, 독서활동, 내

적동기, 부모와의 관계, 방과 후 프로그램, 사교육 참여시간, 중등 혁신

학교재학여부를 사용하였다. 가정특성으로는 부모학교참여, 로그 가구소

득, 부모 교육기대, 부모 학력 중 높은 값을 선정하였다(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정혜원 외, 2019; 윤혜원, 2020; 최예슬, 이소라, 2020).

먼저 학생특성으로 선정한 변수 중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 분석에서 

활용되지 않은 변수는 학업성취도, 수업이해정도, 수업집중시간, 학업 스

트레스, 방과 후 프로그램, 사교육 참여시간이다.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수직척도점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

업이해정도는 ‘20% 이하’는 ‘1’, ‘81%이상’ 5의 5점 척도로, 수

업집중시간은 ’0-10분’은 ‘1’, ‘41분 이상’ 5인 5점 척도로 구성

된 국어, 영어, 수학 세 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14문

항의 평균값으로 그 값이 높을수록 학생이 학업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일주일 평균 소요 시간에 대

한 국어논술, 영어, 수학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가정특성변수로 사용된 변수 중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을 분석에서 활

용되지 않은 변수는 부모 학교참여와 부모 교육기대이다. 부모 학교참여

는 4점 척도로 이루어진 ‘학교방문’, ‘선생님과 자녀 관련 상담’ 등

으로 구성된 7문항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부모 교육기대는 ‘부모 학력 

중 높은 값’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 연한으로 변경하여, 중졸 

부모 

교육기대 

(중3)

고등학교 졸업 이하=12, 2-3년제 대학졸업=14.5, 

4년제 대학졸업=16, 석사졸업=18, 박사졸업=21 

(단위: 년)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중등학교 졸업 이하=9, 

고등학교 졸업=12, 2-3년제 대학졸업=14.5, 4년제 

대학졸업=16, 석사졸업 및 수료=18, 

박사졸업ㆍ수료=21로 코딩한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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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9년, 고졸은 12년, 2-3년대 대졸은 14.5년, 4년제 대졸은 16년, 석

사졸업 및 수료는 18년, 박사졸업 및 수료는 21년으로 코딩하였다. 

[연구문제 3]은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한 학교에 머무는 기간과 전

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혁신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를 모두 분석대상으

로 삼은 [연구문제 1], [연구문제 2]와는 다르게 혁신고등학교만을 분석

에 활용하였다. 이에 답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들의 구성은 다음 <표 

3-4>와 같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 조절변수로 활용했던 ‘교사협력’ 변수

를 연구문제 3에서는 처치변수로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 활용된 현 학

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는 GEPS 7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사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현 학교 근무기간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년수를 단위로 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의 경우 참여 경험이 있

으면 ‘1’, 없으면 ‘0’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변수명 변수처리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6월) 

국영수 등급 평균값

처치

변수
교사협력

동료 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5문항 평균값 (6점 척도)

조절

변수

현 학교 근무기간 현 학교 근무기간 (2018년 9월 기준, 단위: 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예=1, 아니오=0

통제

(선결) 

변수

<표 3-3>의 구성과 같음

(단, 7차년도 고등학교 데이터를 활용함)

<표 3-4>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분석을 위한 변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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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혁신학교 재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교사협력정도가 

혁신학교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인 제

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OLS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혁신학교와 일반학

교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해당 분석은 처치칩단인 혁신학교에 진학한 집

단과 통제집단인 일반학교에 진학한 집단의 선택편의를 보정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PSM)과, 모형 설정오류(misspecification)에 의한 편향을 줄이기 위해 경

향점수를 도출하는데 사용한 변수들을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재투입

하는 이중강건추정(doubly robust estimation)을 활용하였으며(Funk et al., 

2011), 이하 모든 분석을 위해 STATA 13.0을 사용하였다.

1. 통상최소자승회귀(Ordinary Least Square)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인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서 네 가지 철

학에서 도출한 정책목표 달성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상최소자승

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모

형식은 (1)과 같다. 

(1)      

네 가지 철학에 따라 선정한 성과변수는 종속변수()를, 혁신고등학교 

여부는  를, 그 외 통제변수로 투입한 학생, 가정 특성은 , 

는 오차항을 구성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협력정도가 혁신학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협력정도를 상호작용항으로 투

입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사협력정도가 혁신학교의 효과에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 식 (2)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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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계수에 대한 설명은 (1)과 같으며, 교사협력을 나타내는 을 상

호작용으로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면 

조절변수인 교사협력이 혁신학교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년수와 전

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정도가 학교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3)과 같이 식을 구성하였다.

(3)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협력정도에 따라 성과의 

차이를 보이는 혁신학교 성과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앞선 분

석에선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였던 교사협력을 나타내는 을 세 번

째 연구문제에서는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년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는 를 의미하고, 해당 

변수는 교사협력에 해당하는 과 함께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여 각 

각에 따른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외 통제변

수로 투입한 학생, 가정 특성은 , 는 오차항을 구성한다.

2.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선행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의 분포와 시행하지 

않는 학교의 분포에 차이가 존재한다(백병부, 박미희, 2015; 박상현, 김보

은, 정주영, 손동빈, 2016; 유은지, 2016; 서민희, 전경희, 2018; 김민규, 

박세진, 2019; 최예슬, 이소라, 2020). 가령, 백병부, 박미희(2015),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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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6) 유은지(2016)의 연구는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사회ㆍ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서민희, 전경희

(2018)와 김민규, 박세진(2019)은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은 혁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가

진 사전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혁신학교 정책의 인과효과로 판단

하기 보다는 혁신학교가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시행되었음을 반영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실험 연구설계 상황에서는 처치 전 두 집단의 체계적 차

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된 처치효과

는 편의 추정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발생하는 편의가 선택편의

(sample selection bias)이다(Schneider et al., 2007). 선택편의가 보정되지 

않은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처치로 인한 인과효과인지 아니면 집단 간 

다른 특성으로 인한 차이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처치에 해당하는 정책 자

체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전 동등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재학 여부를 제외하고 두 집단의 

특성을 동질하게 구성해 주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활용하였다(Rosenbaum & Rubin, 1983; King et al., 2011). 이 방

법은 학교의 유형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

되기도 한다(Xiang & Wang, 2013; Guo & Fraser, 2015). 경향점수매칭은 

처치 여부와의 관계를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로 나타내는데, 경향점

수는 처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에 기반하여 특정 변인이 처치를 받을 

조건부 확률이다(Rosenbaum & Rubin, 1983). 즉, 경향점수가 같은 두 변

인은 해당 처치를 받을 확률이 동일하며, 같은 경향점수를 가진 두 변인

의 차이가 곧 처치의 인과효과이다. 경향점수는 아래 수식 (4)를 통해 산

출하였고, 이를 추정하기 위해 (5)와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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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     

(5) ln 

    ⋯

앞서 언급했듯, 혁신학교 지정 여부는 무작위 추출로 인한 결과가 아

니라 사전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가정, 학

교와 관련된 공변인을 활용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공변인은 

종속변수와 무관하고 처치변수에만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분산을 높

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치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을(정혜경, 2012; Rubin & Thomas, 1996) 관련 선행연구에 근

거하여(전화숙, 임혜정, 이기혜, 2016; 정혜원 외, 2019; 윤혜원, 2020; 최

예슬, 이소라, 2020)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분석을 위해 참고한 선행

연구는 다음 <표 3-5>와 같다.

저자 
(년도)

제목 데이터 공변인

박상현 
외

(2016)

서울형혁신학교의 
종단적 효과 분석: 
새로운 학력 관점의 
학생역량을 중심으로

SELS 
3-5차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교우관계, 
부모와의관계, 부모학습지원, 
로그월가계소득, 사교육비평균, 

교내문화활동, 교외문화활동, 국공립사립, 
교사만족도, 학교만족도, 국어, 영어, 수학 

(16개)

조태원
(2016)

혁신학교의 효과 분석: 
교사의 수업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GEPS 
3차

학교규모, 교장의 지도성, 단위학교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소재지, 대학원 졸업 

교사 비율, 지역사회관계 (6개)

정혜원 
외

(2019)

혁신학교 진학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 변화 및 

영향요인 분석: 
경향점수매칭과 

잠재전이분석 적용

GEPS 
3-6차

정신 건강, 시민의식,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시험스트레스, 수업태도, 부모 
자녀와 함께 문화활동,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영어, 수학, 국어 학업성취도,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학교참여, 부모 양육태도 
감독, 부모 양육태도 합리적 설명, 부학력, 

모학력 등 (16개)

<표 3-5> 공변인 산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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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경향점수를 사용하여 두 집단을 매칭(matching)하기 위해 다양

한 매칭기법 중에서도 최근접 매칭법(nearest neighbor matching)과 1:4 

방식을 활용하였다(백순근, 길혜진, 홍미애, 2013; Becker & Ichino, 

2002). 최근접 매칭법은 실험군의 경향점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점수를 

가진 구성원을 매칭하여 모든 실험군의 값이 짝을 이루도록 하여 버려지

는 관측치가 적기 때문에 실험군 보다 비교군의 수가 더 많을 때 효율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Khandker et al., 2010; 이진실, 2016). 본 연구의 실

험군인 혁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사례 수는 1,267명이고, 비교군

에 해당하는 일반고등학교 학생 사례 수는 4,280이므로 매칭에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올바른 경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가정이 충

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조건부 독립성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으로 처치할당 여부가 종속변수들과 독립적이여야 함을 의미

하며,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택편의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

Kyung-S
eok Min 
et al.
(2017)

Examining a causal 
effect of Gyeonggi 
innovation schools in 

Korea

GEPS 
1차

학교설립유형, 지역규모, 남녀공학여부, 
입학정책: 자기선택, 실업계고,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 학생 가구소득의 
학교평균 (7개)

윤혜원
(2020)

혁신학교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경향점수 매칭 

활용

GEPS
1,3차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 교육수준, 양친가정, 
자녀 교육기대수준, 부모-자녀 관계, 자녀 
교육비, 여학생, 교육포부수준, 국어 사교육 
참여, 영어 사교육 참여, 수학 사교육 참여, 
숙제 시간, 공부 시간, 놀이 시간, 독서 

시간, 취미 시간, 교우관계, 국어 수업태도, 
영어 수업태도, 수학 수업태도, 이전 국어 
학업성취도, 이전 영어 학업성취도, 이전 
수학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도시 소재, 

평준화  (26개)

최예슬, 
이소라
(2020)

혁신학교가 중학생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향점수매칭과 

분위회귀분석 활용

GEPS
1,3, 
4,6차

부학력, 모학력, 가구 소득 수준, 부모와 
학생의 혁신학교 진학 희망 여부, 초등학교 
6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 재학 여부, 성별 등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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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가정은 처치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공통영역(common 

support) 가정으로 비교를 시행하는 두 집단의 경향점수들은 어느 정도 

중복되는 공통의 영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Rosenbaum & Rubin, 

1983; 이동규, 2016). 해당 가정에 대한 충족여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

으며, 이를 통해 매칭 후 경향점수 분포의 공통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구문제에서 상정한 네 가지 종속

변수들에 대하여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경향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위 그림은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가 거

의 완전한 동일한 정도로 유사해졌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

칭기법을 통해 선택편의를 보정한 후 경향점수 도출에 사용한 공변인들

을 본 분석의 통제변수로 재투입하는 이중강건추정(doubly robust 

estimation)(Funk, 2011)을 활용하였다.

[그림 3-2] 경향점수매칭 전후의 경향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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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혁신학교의 철학에 따른 혁신학교의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학교 정책이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였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효과가 교사협력에 따라 어떤 차

별적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고등학교

에서 교사의 현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따른 차별적 효과

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사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철학 중에서도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은 학생의 정의적 특성과 연관된 

영역으로 같은 통제(선결)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전문성은 학생의 

인지적 특성과 연관된 영역으로 나머지 세 영역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3]은 혁신고등학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사협력정도에 미치

는 교사의 현 학교 근무년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여부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였다.

1.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표 4-1>은 혁신고등학교가 혁신학교의 철학에서 도출한 네 가지 목표

를 달성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및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의 경우 두 집단이 가진 사전 동

등성으로 인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변수들의 내생성으로 인한 선

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경향점수매칭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처치 이전 특성들을 보정하여 선택편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며, 보다 엄밀한 값을 추정한다. 혁신학교의 네 가지 가치 중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에 대한 대리(proxy)변수로 각각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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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를 활용하였으며, 좌측에는 OLS 분석결과를, 우측에는 최종분석결

과로 표본선택편의를 보정한 PSM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수명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성숙도

OLS PSM OLS PSM OLS PSM

혁신 

고등학교 

0.163***

(0.043)

0.178***

(0.055)

0.052**

(0.023)

0.057**

(0.029)

0.090***

(0.028)

0.093***

(0.035)

성별
0.033

(0.035)

0.073

(0.058)

-0.113***

(0.019)

-0.187***

(0.031)

-0.022

(0.022)

-0.101***

(0.037)
학교참여

(중3)

0.203***

(0.021)

0.191***

(0.036)

-0.008

(0.011)

-0.021

(0.019)

-0.004

(0.014)

-0.014

(0.023)
시민의식

(중3)

0.099**

(0.042)

0.088

(0.070)

0.483***

(0.023)

0.480***

(0.037)

0.098***

(0.027)

0.047

(0.044)
진로성숙도 

(중3)

0.027

(0.031)

0.026

(0.052)

0.019

(0.017)

0.005

(0.028)

0.392***

(0.020)

0.362***

(0.033)
독서활동 

(중3)

-0.021

(0.028)

0.001

(0.045)

-0.009

(0.015)

-0.024

(0.024)

0.029

(0.018)

0.011

(0.029)
수업태도 

(중3)

-0.012

(0.026)

-0.010

(0.043)

0.072***

(0.014)

0.081***

(0.024)

0.014

(0.017)

-0.034

(0.029)
내적동기 

(중3)

0.031

(0.020)

0.053

(0.033)

0.005

(0.011)

0.026

(0.018)

-0.029**

(0.013)

-0.019

(0.021)
자아개념 

(중3)

0.004

(0.028)

0.024

(0.047)

0.003

(0.015)

0.000

(0.026)

-0.049***

(0.018)

-0.045

(0.031)
자아존중감 

(중3)

-0.026

(0.033)

-0.051

(0.056)

0.001

(0.018)

0.009

(0.030)

0.054**

(0.022)

0.053

(0.036)
자기효능감 

(중3)

0.008

(0.026)

0.002

(0.043)

0.037***

(0.014)

0.017

(0.024)

0.007

(0.017)

0.038

(0.028)
학생회 

참여 (중3)

0.011

(0.103)

-0.186

(0.199)

0.095*

(0.056)

0.084

(0.112)

-0.045

(0.067)

0.061

(0.132)
부모와의 

관계 (중3)

0.033

(0.037)

0.005

(0.060)

0.032

(0.020)

0.071**

(0.031)

0.019

(0.024)

0.117***

(0.038)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0.063

(0.040)

0.021

(0.072)

-0.011

(0.022)

-0.016

(0.038)

-0.035

(0.026)

-0.044

(0.046)

<표 4-1> 혁신학교가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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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p<0.1, **p<0.05, ***p<0.01

   2) 통제변수들의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vif값의 평균이 1.46임

먼저,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OLS와 PSM 분석결과 모두에서 혁신학교 학생들의 민주성

과 창의성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민주

성에 해당하는 학교참여의 경우, OLS 분석결과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 보다 학생의 학교참여가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0.156만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해당하는 진로성숙

도는 OLS 분석결과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보다 학생의 학교참

여 수준이 0.084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윤리성에 해당하는 시민의식의 경우 OLS 분석결과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보다 학생의 학교참여 수준이 유의수준 0.05에서 0.052만

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경향점수매칭결과 민주성에 해당하는 학교참여의 경우 혁신고등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보다 0.2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의 사전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OLS 결과보다 0.046 정도 높은 값이다. 창의

성에 해당하는 진로성숙도는 PSM 분석결과 OLS 결과보다 0.029 높은 

0.113 만큼 혁신학교 학생들이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중3)

-0.012

(0.020)

-0.039

(0.034)

-0.010

(0.011)

-0.019

(0.018)

-0.018

(0.013)

-0.034

(0.022)

로그 

가구소득 

(중3)

-0.010

(0.034)

0.048

(0.056)

0.041**

(0.018)

0.025

(0.030)

0.028

(0.022)

-0.020

(0.036)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0.011

(0.016)

-0.029

(0.027)

0.001

(0.009)

0.020

(0.014)

0.017*

(0.010)

0.038**

(0.017)

cons
1.215***

(0.248)

0.987**

(0.428)

1.530***

(0.134)

1.556***

(0.230)

1.565***

(0.161)

1.894***

(0.270)

  0.063 0.073 0.405 0.438 0.271 0.277

N 2,311 804 2,314 806 2,313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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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에 해당하는 시민의식은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 분석 결과와는 다

르게 혁신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중 전문성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의 측면에

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

와 같다.

구분

전문성

학업성취도

OLS PSM

혁신고등학교
0.012

(0.081)

0.066

(0.106)

성별
-0.056

(0.064)

-0.081

(0.111)

학업성취도 (중3)
0.007***

(0.001)

0.007***

(0.001)

수업이해정도 (중3)
0.380***

(0.049)

0.361***

(0.082)

수업집중시간 (중3)
-0.067

(0.048)

-0.017

(0.085)

수업태도 (중3)
0.139**

(0.061)

0.128

(0.107)

학업 스트레스 (중3)
-0.044

(0.046)

-0.054

(0.077)

독서활동 (중3)
0.057

(0.052)

-0.002

(0.086)

내적동기 (중3)
-0.018

(0.036)

-0.010

(0.062)

부모와의 관계 (중3)
-0.108*

(0.059)

-0.065

(0.010)

사교육 참여시간 (중3)
0.000*

(0.000)

0.004

(0.000)

<표 4-2> 혁신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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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p<0.1, **p<0.05, ***p<0.01

    2) 통제변수들의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vif값의 평균이 1.41임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와 경향점수매칭 분석결과 모두 혁신고등학교에

서 일반고등학교보다 전문성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혁신학교에 따른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에 교사협력정도가 차별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았다. 이 때 교사협력은 GEPS 교사대상 설문지에서

‘1주일 평균 동료 교사와 이야기 나눈 시간’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인 교사협력정도에 따른 혁신고등학교의 차별적 

효과를 알아보기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통상최

소자승회귀모형과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표 4-3>과 

같다.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0.054

(0.075)

-0.083

(0.141)

부모 학교참여 (중3)
0.077**

(0.038)

0.040

(0.070)

로그 가구소득 (중3)
0.084

(0.067)

0.108

(0.124)

부모 교육기대 (중3)
0.024

(0.016)

0.0323

(0.0294)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0.086***

(0.032)

0.0991*

(0.054)

cons
-0.285

(0.513)

-1.178

(0.931)

  0.303 0.304

N 1,903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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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본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인은 <표 4-1>, <표 4-2>와 동일함

<표 4-3>는 교사협력의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로, 관련 통제

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혁신학교 정책 시행에 있어 교사협력정도는 학생

의 학업성취도에만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OLS와 PSM 결과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산출되었다. 이를 

해석하면, 교사가 동료교사와 협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혁신학교 여

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반면, 

혁신학교의 나머지 세 가지 가치인 민주성, 윤리성, 창의성에는 교사협

력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 안

에서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많은 대화를 하는 것에 상관없이 혁신학교 정

책이 학생의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분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학교참여 시민의식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OLS PSM OLS PSM OLS PSM OLS PSM

혁신 

고등학교

0.129

(0.102)

0.153

(0.132)

0.065

(0.055)

0.126*

(0.070)

-0.292

(0.190)

-0.394

(0.251)

0.169**

(0.066)

0.194**

(0.083)

교사협력
0.002

(0.015)

0.004

(0.033)

-0.016*

(0.008)

-0.001

(0.017)

0.007

(0.030)

-0.052

(0.062)

-0.010

(0.010)

-0.007

(0.021)

교사협력

*

혁신 

고등학교

0.013

(0.035)

0.010

(0.046)

-0.004

(0.019)

-0.026

(0.025)

0.114*

(0.065)

0.174**

(0.088)

-0.030

(0.023)

-0.038

(0.029)

cons
1.202***

(0.252)

0.978**

(0.444)

1.572***

(0.136)

1.528***

(0.237)

-0.265

(0.524)

-0.874

(0.955)

1.587***

(0.164)

1.857***

(0.277)

  0.064 0.073 0.407 0.439 0.304 0.309 0.271 0.281

N 2,301 801 2,304 802 1,895 684 2,303 801

<표 4-3>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협력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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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의 시행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는 그

래프는 [그림 4-1]과 [그림 4-2]의 조절효과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 3 절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에 대한 현학교 근무기간

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차별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에 차별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 

판단한 교사의 현학교 근무기간과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여부에 주목

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혁신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데이

터를 사용하여, 교사의 협력정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교사의 현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를 상호작용항으

로 투입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1. 현 학교 근무기간에 따른 차별적 효과

<표 4-4>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 중에서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현 학교 근무년수에 따라 교사협력정도가 학교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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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교사협력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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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교사협력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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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지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 학업성취도

교사협력
-0.016

(0.071)

성별
0.055

(0.146)

학업성취도 (중3)
0.005***

(0.001)

수업이해정도
0.663***

(0.116)

수업집중시간
0.098

(0.114)

수업태도
0.261*

(0.146)

학업 스트레스
0.021

(0.106)

독서활동
0.203*

(0.106)

내적동기
-0.062

(0.071)

부모와의 관계
-0.015

(0.101)

사교육 참여시간
0.001

(0.001)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중3)
0.176

(0.189)

부모 학교참여
-0.124

(0.084)

로그 가구소득
-0.073

(0.146)

부모 교육기대
0.111***

(0.039)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0.077

(0.064)

현 학교 근무기간
-0.074**

(0.032)

교사협력*현 학교 근무기간 0.036***

<표 4-4> 교사협력에 대한 현 학교 근무기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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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p<0.1, **p<0.05, ***p<0.01

     2) 통제변수들의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vif값의 평균이 1.51임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한

바,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이 교사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

한 결과 현 학교에 더 오래 근무한 교사일수록 교사협력의 효과가 증가

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초빙교사제와 같이 교사가 한 학교에 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교사협력의 효과에 기여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3]의 조절효과 그래프는 교사가 현 학교

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교사협력정도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4-3]의 조절효과 그래프를 보면, 교사가 한 학교에 4년 이상 근

(0.011)

cons
-2.715**

(1.150)

  0.549

N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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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현 학교 근무기간 조절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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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야 교사협력의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빙교사제와 같이 교사가 한 학교에 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교사협력의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에 따른 차별적 효과

<표 4-4>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질문 중에서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정도가 학교효과에 미치

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 학업성취도

교사협력
-0.069

(0.250)

성별
0.004

(0.131)

학업성취도 (중3)
0.006***

(0.001)

수업이해정도
0.589***

(0.103)

수업집중시간
0.075

(0.105)

수업태도
0.257**

(0.127)

학업 스트레스
0.021

(0.094)

독서활동
0.131

(0.095)

내적동기
-0.073

(0.065)

부모와의 관계
-0.015

(0.094)

사교육 참여시간
0.000

(0.001)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중3)
-0.007

(0.165)

<표 4-5> 교사협력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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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p<0.1, **p<0.05, ***p<0.01

     2) 통제변수들의 다중공선성 확인결과 vif값의 평균이 1.51임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바, 교사

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

동체가 교사협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는 교사협력의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기도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교류를 이끌어 내지 못함을 시

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다양한 이유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에 대

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서경혜, 

2009; 송경오, 최진영, 2010; 이승호 외, 2015; 이준희 외, 2015; 이준희, 

이경호, 2015; 박채원, 2017; 박희진 외, 2018a). 박채원(2017)의 연구결과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과다한 업무 등으로 혹은 교사의 시간 부족, 부

담감 등(서경혜, 2009)으로 인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여를 통한 실직

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외(2015)는 연구결

부모 학교참여
-0.130*

(0.077)

로그 가구소득
-0.068

(0.120)

부모 교육기대
0.135***

(0.034)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0.091

(0.057)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0.314

(0.659)

교사협력*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0.170

(0.257)

cons
-3.300***

(1.188)

  0.492

N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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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통해 교사학습공동체 안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할지에 대해

서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중 민주성, 전

문성, 창의성에 항목을 각각 학생의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성숙도로 

측정한 결과 혁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보다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전문성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을 때, 혁신고등학교와 일반고

등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성공적인 

혁신학교의 요인으로 여겨지는 교사협력정도에 따른 혁신학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교사협력을 상호작용항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협력이 

높을수록 혁신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혁신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협력

의 효과가 어떤 환경에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의 현학교 

근무기간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교사협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

사협력의 차별적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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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네 가지 철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교사의 협력정도가 해당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교사의 현학교 

근무기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정도가 혁신학

교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초빙교사제와, 전문적 학

습공동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여 분석

하여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철학과 연관된 정책 

목표 달성여부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협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 <표 5-1>과 같다.

 *p<0.1, **p<0.05, ***p<0.01

철학 종속변수
혁신고등학교

조절효과

교사협력

OLS PSM OLS PSM

민주성 학교참여
0.163***

(0.043)

0.178***

(0.055)

0.013

(0.035)

0.010

(0.046)

윤리성 시민의식
0.052**

(0.023)

0.057**

(0.029)

-0.004

(0.019)

-0.026

(0.025)

전문성 학업성취도
0.012

(0.081)

0.066

(0.106)

0.114*

(0.065)

0.174**

(0.088)

창의성 진로성숙도
0.090***

(0.028)

0.093***

(0.035)

-0.030

(0.023)

-0.038

(0.029)

<표 5-1>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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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를 통해 경기도의 혁신고등학

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철학 중 민주성, 윤리성, 창

의성에서 일반학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업성취도

의 경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교사협력을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였을 때, 교사

협력정도에 따라 혁신학교와 일반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하여 일

반학교에서는 교사협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혁신학교에서는 교사협력정도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에서 어떤 정책이 혁신학교에서 

교사협력의 효과를 증가시키는지 검증하기 위해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

간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른 교사협력정도의 차별적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 <표 5-2>과 같다.

 *p<0.1, **p<0.05, ***p<0.01

분석결과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할수록 교사협력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특히 한 학교에 4년이상 

근무할 때 그래프가 확실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초빙

교사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게 될 경우 교

사협력의 효과가 커짐을 시사한다. 반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참

여 유무는 교사협력의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

다. 이는 교사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
교사협력*현 학교 근무기간 교사협력*전문적 학습공동체

OLS

학업성취도
0.036***

(0.011)

0.170

(0.257)

<표 5-2>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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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이 혁신고등학교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

며,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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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교사들의 자발성의 바탕으로 시행된 학교혁신의 성공사례를 

제도화한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교사협력을 지표로 삼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근무기간과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 여부에 따라 교사협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교사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한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합의된 구체적인 

그림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권순정, 유성상, 김진아, 유주영, 

2016: 154). 특히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 구성원들

을 구분하여 각 각의 주체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

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사전적 특성들을 통제하여 정책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따른 혁신학교의 

목적이 혁신고등학교에서 일부 달성되었다. 네 가지 철학 중 민주성, 창

의성, 윤리성의 경우 OLS와 PSM결과 모두 일반학교보다 혁신학교학생들

이 더 높았다. 반면, 전문성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혁신학교에

서 더 높았으나,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교사협력정도의 차별적 효과를 분석한 결

과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 중 전문성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사의 협력정도가 높을수

록 혁신학교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성이 교사의 협력 정도에 의해 달라짐

을 보여준다. 반면 학생의 학교참여, 시민의식, 진로성숙도에는 교사협력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그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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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혁신고등학교에서 교사협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바, 교사의 현 학교 근무기간이 교사협력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

가로 분석한 결과 현 학교에 더 오래 근무한 교사일수록 교사협력의 효

과가 커짐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초빙교사제와 같이 교사가 한 학교

에 보다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교사협력의 효과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혁신고등학교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사협력의 효과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은 교사협력

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 전

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이 실제 교사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 2 절 제언

본 연구는 혁신학교의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도출한 혁신학교의 네 

가지 철학에 기반하여 혁신학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

저, 혁신학교 정책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한 뒤, 혁신학교의 등장 

배경이자 성공요인으로 기능하는 교사들의 협력정도가 혁신학교의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어떤 환경에서 교

사협력의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여 교사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근거와 구체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정리한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먼저, 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혁신학교 정책의 기본 철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

이며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학교 개혁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공동체들의 동등한 비전 공유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서 제시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가치와 운영원리를 학생, 교사, 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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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구성원들에 해당하는 목표를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초빙교사제 등을 통해 교사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사협력의 효과가 뚜렷하게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적 학습공동체 정책의 경우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교사협

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연수의 형태나 강

제 혹은 반강제 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교사의 필요가 반영

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안하는 

학술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과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매개효과를 통해 교사협력정도가 혁신학교 정책 자체의 효과를 매

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매개효과는 밝히지 못하였으나, 혁신학교정책에 

대한 교사협력의 조절효과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정책 그 자체로 인한 효

과보다 정책의 성공을 이끈 성공요인들의 매개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향점수매칭의 경우 횡단면자료를 통한 분

석만 가능하였으나, 고정효과모형이나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정책의 효과

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목표에 따른 학생의 변화과정과 교사협력

이 학년이 변화함에 따라 혁신학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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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학

생

성별 0.473 0.525 3.299*** 0.470 0.475 -0.14

학교참여

(중3)
2.134 2.134 -0.011 2.085 2.063 0.38

시민의식

(중3)
4.321 4.279 -1.916 4.371 4.355 0.43

진로성숙도 

(중3)
3.554 3.579 0.954 3.612 3.630 -0.40

독서활동 

(중3)
2.810 2.840 1.091 2.849 2.867 -0.36

수업태도 

(중3)
3.560 3.517 -1.281 3.608 3.614 -0.12

내적동기 

(중3)
2.615 2.662 1.154 2.667 2.686 -0.26

자아개념 

(중3)
4.077 4.025 -1.687 4.136 4.182 -0.87

자아존중감 

(중3)
3.615 3.575 -1.585 3.664 3.681 -0.39

자기효능감 

(중3)
3.375 3.424 1.387* 3.460 3.442 0.29

학생회 참여 

(중3)
0.013 0.026 2.067** 0.015 0.024 -0.95

부모와의 

관계 (중3)
3.794 3.764 -1.212 3.856 3.851 0.10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0.199 0.232 2.003** 0.182 0.187 -0.18

가

정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중3)

1.167 1.161 -0.181 1.164 1.162 0.03

로그 

가구소득 

(중3)

6.090 6.143 2.477*** 6.084 6.071 0.34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3.203 3.289 1.510* 3.224 3.225 -0.02

[부록 1]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학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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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학

생

성별 0.473 0.526 3.299*** 0.469 0.478 -0.25

학교참여

(중3)
2.134 2.134 -0.011 2.084 2.113 -0.50

시민의식

(중3)
4.321 4.279 -1.916 4.371 4.372 -0.03

진로성숙도 

(중3)
3.554 3.579 0.954 3.610 3.616 -0.13

독서활동 

(중3)
2.810 2.840 1.091 2.849 2.846 0.06

수업태도 

(중3)
3.560 3.517 -1.280 3.607 3.639 -0.56

내적동기 

(중3)
2.615 2.662 1.154 2.663 2.710 -0.67

자아개념 

(중3)
4.077 4.025 -1.687 4.134 4.145 -0.22

자아존중감 

(중3)
3.615 3.575 -1.585 3.662 3.679 -0.38

자기효능감 

(중3)
3.375 3.424 1.387* 3.457 3.475 -0.29

학생회 참여 

(중3)
0.013 0.026 2.067** 0.015 0.021 -0.60

부모와의 

관계 (중3)
3.794 3.764 -1.212 3.856 3.856 -0.01

-0.710.2040.1842.003**0.2320.199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가

정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중3)

1.167 1.161 -0.181 1.165 1.227 -1.02

로그 

가구소득 

(중3)

6.090 6.143 2.477*** 6.083 6.081 0.04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3.203 3.289 1.510* 3.226 3.212 0.18

*p<0.1, **p<0.05, ***p<0.01

[부록 2]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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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학

생

성별 0.473 0.526 3.230*** 0.455 0.453 0.06

학업

성취도 (중3)
504.76 508.81 1.233 513.05 517.35 -0.76

수업이해정도 

(중3)
3.830 3.835 0.121 3.944 3.984 -0.58

수업집중시간 

(중3)
3.670 3.679 -0.468 3.734 3.749 -0.22

수업태도 (중3) 3.560 3.517 -1.281 3.627 3.663 -0.58

학업 스트레스 

(중3)
2.612 2.634 0.737 2.626 2.622 0.07

독서활동 (중3) 2.810 2.840 1.091 2.814 2.820 -0.11

내적동기 (중3) 2.615 2.662 1.154 2.679 2.666 0.17

부모와의 관계 

(중3)
3.794 3.764 -1.212 3.874 3.841 0.70

사교육

참여시간 (중3)
137.83 175.41 4.631*** 141.13 138.44 0.27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0.199 0.232 2.003** 0.184 0.179 0.15

가

정

부모 학교참여 

(중3)
0.703 0.794 2.755** 0.752 0.752 -0.00

로그 가구소득 

(중3)
6.090 6.143 2.477** 6.080 6.082 -0.06

부모 

교육기대 (중3)
16.721 16.948 2.767** 16.854   16.757 0.66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3.203 3.289 1.510* 3.245   3.238 0.09

[부록 3]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학업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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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p<0.05, ***p<0.01

구분
매칭 전 매칭 후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혁신학교 일반학교 t

학

생

성별 0.473 0.525 3.299*** 0.469 0.467 0.07

학교참여

(중3)
2.134 2.134 -0.011 2.084 2.103 -0.33

시민의식

(중3)
4.321 4.279 -1.916 4.371 4.405 -0.90

진로성숙도 

(중3)
3.554 3.579 0.954 3.610 3.642 -0.68

독서활동 

(중3)
2.810 2.840 1.091 2.849 2.852 -0.05

가

정

수업태도 

(중3)
3.560 3.517 -1.281 3.607 3.625 -0.32

내적동기 

(중3)
2.615 2.662 1.154 2.663 2.704 -0.57

자아개념 

(중3)
4.077 4.025 -1.687 4.134 4.147 -0.26

자아존중감 

(중3)
3.615 3.575 -1.585 3.662 3.673 -0.24

자기효능감 

(중3)
3.375 3.424 1.387* 3.457 3.457 0.01

학생회 참여 

(중3)
0.013 0.026 2.067** 0.015 0.021 -0.66

부모와의 

관계 (중3)
3.794 3.764 -1.212 3.856 3.872 -0.37

중등 

혁신학교 

재학여부 

0.199 0.232 2.003** 0.184 0.189 -0.20

자녀와 함께 

문화 활동 

(중3)

1.167 1.161 -0.181 1.165 1.157 0.15

로그 

가구소득 

(중3)

6.090 6.143 2.477*** 6.083 6.077 0.16

부모 학력 

중 높은 값
3.203 3.289 1.510* 3.226 3.247 -0.26

[부록 4]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진로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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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hilosophy of innovative school polic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effective innovative school policy operation by verifying 

innovative school policy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factors that drive 

policy success and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promote it. The 

innovative school polic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Korea's 

educational reform created by teachers' dedication and passion, and 

unlike previous education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op-down, it is an ‘ideal’ education policy that spreads best practices 

at school sites from below. Since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v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nd the academic community has been steadily 

conducting research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However, 

research results on the contents of the policy and its effectiveness do 

not show consistency even at this point, which is 12 years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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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was implemented and one year before the 2022 local elections.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innovative school policy has been 

tarnish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and implementing the innovative 

school policy, and many cases of ‘Un-functional innovative schools’ 

are being fou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purpose of the policy to verify the pur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to identify and support the effects of the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f the policy.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the achievement 

of policy objectives derived from the philosophical characteristics of 

innovative school policies and verified the impact of ‘teacher 

cooperation’ on policy performance, which is considered the driving 

force of successful innovative schools. Afterwards, it wa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teacher cooperation on the current school years 

and participation of the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operation to support teachers' cooperation. The 

research questions established based on this are as follows.

First, has the purpose of innovative school policy based on the four 

philosophies of innovative schools been achieved in innovative high 

schools?

Second, how will the effectiveness of innovative high schools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eacher cooperation?

Third, how does teacher cooperation affect school effectiveness in 

innovative high schools depending on teachers' current school years 

and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he sixth and seventh data of the Gyeonggi Education End Study 

(GEP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problems, and the analysis 

method usually used the least-sector regression model and trend score 

matching.

A summary of the major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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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of innovative school policy based on the four philosophies of 

innovative schools has been partially achieved in innovative high 

schools. Among the four philosophies, in the case of democracy, ethics 

and creativity, both OLS and PSM results showed higher at innovative 

school than regular schools. On the other hand, for professionalism, the 

difference between innovative and general school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n analysis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eacher cooperation 

on innovative school policie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innovative 

schools on academic achievement vari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egree of teacher cooperation. In other words, when 

teacher cooperation was higher, innovative school policies had an more 

effect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eacher cooperation 

on the current school years and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innovative schools, the longer teachers worked at 

innovative schools, the more effective teacher cooperation was, but 

there was no differential effect from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Based on this, the proposal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policy design and sophisticated policy verification should continue based 

on mor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the philosophy pursued by 

innovative schools, and policy management should take place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make successful schools. In particular, the higher 

the degree of teacher cooperation in innovative schools, the higher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so successful operation of innovative 

school policies requires policy support to promote teacher coope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policies such as the visiting teacher system, 

which supports teachers to stay in a school for a long time, can create 



- 83 -

synergy effects when implemented along with innovative school policies, 

thereb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n the other hand,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olicies do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eacher cooperation in innovative schools, requiring a 

review of policies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policy operations.

Keywords: Innovative schools, Innovative school philosophy, policy 

evaluation, teacher cooperation,  Professional Capital,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doubly robust estimation

Student number: 2019-2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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