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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문민정부에서 문재인정부까지의 학교자치 정책의 변

동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담론 

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정책분석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제도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에서 담론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헌분석, 담론분석 및 질적 

내용분석, 심층면담을 하였다. 학교자치 정책 담론에 담긴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책 텍스트에 담

긴 내생적인 변동을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와 담론 소통과

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정교화를 위하여 정책

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은 전기(前期)와 후기(後期)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학교자치 5ㆍ31 교육개혁과 

4ㆍ15 학교자율화를, 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교육자치 정책로

드맵 및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제정으로 구분하였다. 전

기에서 형성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ㆍ교사초빙제, 교원능력개발평

가 등의 정책은 후기에도 제도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

다. 즉,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변화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존 

제도가 지속되는 양상을 띠었으나, 학교자치 정책의 철학적 아이

디어는 신자유주의에서 학교 민주주의로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자치 정책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및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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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같은 미시적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둘째, 학교자치 정책 전기와 후기에 걸쳐 제도를 구성하는 아이

디어와 담론이 변화하였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에서는 획일적 교

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규제 위주의 교육을 문제화하였다. 이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의 교육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교육,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등을 통하여 학교자치 정책이 구현되었다. 반면, 후기 학교자

치 정책에서는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학교구성원의 형

식적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 조항 미비를 문제화

하였다. 이에 학교 민주주의(분권화) 및 학교구성원의 배움과 성장

을 바탕으로,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 확보, 전달형식의 

교무(敎務)회의에서 토론형식의 교무(校務)회의로의 전환, 예산집행 

간소화 등을 통하여 학교자치 정책이 구현되었다. 

또한, 전기 학교자치 정책은 하향식 정책형성 및 집행의 성격을 

띠며 정부ㆍ교육부가 조정담론의 단일 행위주체로, 이후 교원과의 

소통담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기 학교자치 정책은 상향식 정

책 형성과정의 성격을 띠며 조정담론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관찰되었다. 학교구성원 및 대중과의 소통담론도 활발하게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즉, 학교자치 제도는 학교자치에 대한 아이디어

가 변화함으로써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재결합

하여 제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정책변

동의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써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제도 내 행위 주체의 아이디

어 변화와 행위 주체 간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이러한 아이디어 

변화는 정책 엘리트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설명된다. 정

책변화는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러

한 아이디어 변화의 변곡점은 정권교체 및 민선교육감의 등장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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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한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학교자치는 정책ㆍ행정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

물로, 정치적 수사로 쓰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자치를 분권화 및 학교 민주주의와 같은 절대선으로 개념화하기에 

앞서, 학문적 또는 법적 개념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한, 학교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효율성 

및 단위학교의 역량 제고를 통한 효과성, 그리고 학교자치를 둘러

싼 자율의 개념과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조례 등

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감 중심의 자치 담론을 넘어 단위학교를 주체로 하는 

학교자치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기 시행된 조례에 대한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분석된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공과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학교자치 관련 법제화 논의에 있어 

중요한 집행전략을 시사할 것이다. 셋째, 학교자치 및 분권화 논의

는 민주주의의 관점뿐만 아니라 예산대비 효과성, 학교 간 격차와 

같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자치에 대

한 자율 및 민주주의 개념에 정책상 책임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학교자치의 심화가 다수의 논리를 따라 학교 

간 격차 및 학교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만

큼, 정책상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양극화를 보완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요어 : 학교자치, 학교자치조례, 담론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정책변동

학  번 : 20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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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가속시킨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활성화는 중

앙에 집중되어 있던 정보들을 보다 수평적으로 재분배하는 데에 일정 부

분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정책 담론은 주로 사회ㆍ제도적 층위에서 발

생ㆍ교환ㆍ수용되어 왔다(이기형, 2006). 그러나 오늘날 대중들은 교육부, 

국회의원, 교육청, 교육연구원 등 다양한 정책ㆍ행정 엘리트들의 정책 

담론을 온라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여러 형태로 살펴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중들의 온라인 참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 ‘담론’은 이전보다 더 역동적으로, 더 범

위를 넓혀, 더 다양하게 존재하며 정책 행위 주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중 교육계를 둘러싸고 가장 활발하게 오가는 정책 담론은 단연코 

‘교육자치’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역공동체로, 시ㆍ도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배분하는 교육 분권

화 현상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다(정설미, 정동욱, 2020). 교육

자치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각 지역에 

배분하고 위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문재

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가 

포함되면서 이러한 교육 분권화의 흐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자치 로드맵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12.12), 각 지역의 교육감은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교육감 중심의 광역교육자

치를 주된 의제로 하여 교육부에 집중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어왔다(곽노현, 2020). 광역교육자치는 교육

의 민주화와 자주성, 합리성을 성취하는 교육자치의 이념 아래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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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교육행정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박윤정, 2006). 이

러한 권한 배분을 위한 거버넌스 재편 과정에서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

자치’, ‘학교 자율 운영’ 담론이 관ㆍ학을 앞다투어 활발하게 전개되

고 있다. 교육자치 이념이 교육활동의 주체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인 학교

에서 먼저 구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

국 시ㆍ도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학교자치 관련 정책이 모

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내용이나 방

향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학교자치가 중요한 교육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이상철, 2019). 

이처럼 학교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

서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데 반하여, 학교자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지적된다(이상철, 2019). 학교자치를 둘러싼 개념이 불

분명하다는 문제에서부터(김혁동 외, 2018; 김용 외, 2020; 손동빈 외, 

2018) 학교자치의 범위 문제(이상철, 2019), 학교자치 관련 법령 정비 문

제(고전 외, 2011), 학교자치 조례제정 논쟁(교육과학기술부, 2013.2.20) 

등 학교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학교자치는 학교를 둘러

싼 수많은 담론 중 근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

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지

적 또한 제기된다(김용, 류현진, 이준범, 2017; 이상철, 2019). 교육개혁 

및 정치적 환경변화 등의 학교자치 등장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

라 맥락에서의 학교자치 개념은 제도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채 부분적으

로 실천적 영역에서 먼저 전개되어 왔다(손동빈 외, 2018). 즉, 학교자치 

정책을 둘러싼 문제는 표면적인 제도의 변화에 있기보다는 내생적인 행

위자의 선택과 갈등, 전략적 상호작용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강조되는 학교자치 정책의 모습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책의 변화 과정 안에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 행위 주체의 선택, 갈등, 상호작용이 나타난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자치를 둘러싼 담론은 학계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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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생성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역사 속에서 학교자치

와 관련된 논의는 5ㆍ31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교육개혁 안에서 

그 첫걸음을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5). 이후 4ㆍ

15 학교자율화, 2017 교육자치 정책로드맵 등의 정책에서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5ㆍ31 교육개혁 이후 학교자치를 둘

러싼 표면적인 제도변화는 크지 않다. 대표적으로 약 30년 전에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현재까지 표면적인 제도변화 없이 지속하여오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인 변화가 다소 정적인 

것에 비해 학교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실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학교자치 

담론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에 여러 선행연

구에서는 학교자치 담론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자치

의 초기 논의의 담론과 민선 교육감 이후 담론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고 서술한 연구(김용 외, 2017; 김혁동 외, 2018), 2000년을 기점으로 학

교자치의 의미가 2000년 이전에는 교육행정 자치(자율)의 의미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교육내용과 학교 내 구성원들의 참여(학교 민주주의)까

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였다는 연구(이명균, 2004), 학교자치 담론이 

변화 전에는 신자유주의적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에 기반하였고, 변

화 후에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학교 민주주의에 기

반하였다는 연구(김용, 류현진, 이준범, 2017)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설명의 틀로써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여, 구조적인 변인을 부각시키고 있는 연구에서 놓칠 수 있는 미시적 

현상과 흐름을 세밀하게 짚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분석 

수준을 낮추어 ‘정책ㆍ행정 엘리트’라는 구체적인 행위자를 분석단위

로 채택하여 학교자치 담론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를 설명한다. 분석 수준을 낮추어 보다 구체적인 행위자로서 분석단위를 

행위자로 특정화하면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내생적 변인의 세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변화 안에 내재된 정책 결정 

과정상의 정책 행위자 간의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통한 선택, 갈등, 이해

관계, 상호작용, 담론 전략 등을 확인함으로써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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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자치라는 정책변동의 발단이 되고 있는지

를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와 함께 시작된 교육자치제가 제도화된 지

는 아직 30여 년으로, 역사와 맥락을 강조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분석을 

요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 방법(하연섭, 2016; Schmidt, 2017)으로 제도를 

분석하기에는 실제 제도가 실행된 역사가 다소 짧다. 담론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 과정과 정책 주체별 아이디어 변화, 구성 전략 등을 강조하

는 새로운 시도로써, 제도 내의 행위자의 아이디어 변화 양상 탐색을 가

능케 하므로 이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학교자치 정책변동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제도의 변화를 정책 내ㆍ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

책 주체의 아이디어 변화, 담론 소통과정의 변화,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정책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자치 개념 정립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과 양상을 정권교체, 민선 

교육감의 출현, 교원단체 활동, 사회적 여론 등과 같은 제도의 외생적 

변인뿐만 아니라 미시적 변인을 통한 학교자치 정책의 모습을 드러냄으

로써 학교자치 정책에 시사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1995년 5ㆍ31 교육개혁에서부

터 현재까지의 1)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제도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2) 

학교자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행위자별 담론의 양상

을 확인한 후, 3) 학교자치 정책의 변동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정책의 

내생적ㆍ점진적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도변화의 원천으로써 

‘아이디어’와 ‘담론’을 중시하는 담론 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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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문제 및 연구범위

1. 연구문제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

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제도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학교자치 관련 논의는 1995년 5ㆍ31 교육개혁 정책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정책화되었다. 이후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 차

원의 자율경영, 자율화, 자치 등 학교자치 정책은 다양한 용어로 변경되

어 확대 시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학교자치 정책 담론 분석의 출발점으로써 먼저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인 정책 내ㆍ외부의 환경변화를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학교

자치 정책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이를 정책 성격과 시기 구분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였다. 정책 전반의 변천 과정을 조망하기 위

하여 전기와 후기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정책안의 내용을 확인한다.

둘째,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에서 담론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담론 제도주의는 행위자들의 인식과 인지적인 틀(cognitive 

framework)로서의 아이디어를 통해 행위자의 동기와 제도변화를 설명한

다(정정길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을 둘러싼 정책ㆍ행정 

엘리트라는 행위 주체가 형성한 담론을 분석하여 특정한 행위 주체의 아

이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변동의 발단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분석을 세 가지 분석틀로 확인한다. 먼저, 정책ㆍ

행정 엘리트가 문제화(Problematization)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특정 문제 표현 아래에 있는 개념적 전제나 논리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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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어로 구분하여 행위

주체의 아이디어를 포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형성과정의 조정담론과 

정책집행 시기의 소통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담론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

한다. 이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교자치 아이디어의 변

화, 소통과정의 변화를 탐구한다.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담론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학교자치 정책변

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담론 제도주의는 정책과정에서 전개되는 행위자

의 상호작용을 담론의 형성과 교환으로 여기며, 담론과 아이디어를 통해

서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정길 외, 2020). 동시에 기존의 

제도 맥락에서 담론이 생산, 재생산, 변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정

정길 외, 2020). 이 연구에서는 표면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제도 내의 행

위 주체들의 아이디어 변화와 행위 주체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탐색하여 

정책변동의 원인을 탐색한다.

2. 연구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으로 5ㆍ31 교육개혁부터 

현시점(2021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시간의 범위를 이와 같

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자치의 정책적 논의 시작을 5

ㆍ31 교육개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학계의 합의를 수용하였다. 또

한,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의 변동이 있음을 가정하고 시작하며 그 변

곡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범주를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둘째,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정책을 분석한

다. 즉, 정책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의 정책 담론을 중심으로 제도 안에 

내재된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과

정에서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조정담론에 비공식적 참여자가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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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참여한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정책 담론 분석자료는 공식적인 

정책 텍스트 및 공개 회의록 등으로 공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자

가 섭외한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로 구성

되었다. 

3. 용어의 정의

담론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정의를 인문ㆍ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푸코적 

접근의 관점을 취한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식이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그리고 어떤 전술로서 형성됐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권력과 지식의 복합체로 간주되는 ‘담론’이 어떤 조건 아

래에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수반해 행해졌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Foucault, 1975/1994). 이러한 담론은 사회마다 각기 다른 제도적 맥락

과 정치적 형성 메커니즘 안에서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과 정치

적 의사소통(policy communication)과 같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생

각, 발화, 행동과 같은 ‘감각적(sentient)’ 형태로 만들어지고 표현된다

(Schmidt, 2017). 즉, 이 연구에서는 담론을 “정책엘리트들이 정책을 만

들거나 자신들이 선택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엘리트들

과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말들의 집합”으로 정의한

다(Schmidt, 2008; 2011; 정정길 외, 20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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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담론 제도주의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의 변화로 제도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담론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는 최근 신제도주의의 새로

운 흐름으로 제4의 신제도주의(the forth new institutionalism)로 불린다

(Campbell, 2002). 기존의 합리적, 역사적,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

는 데 있어 제도의 제약성이나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존 신

제도주의의 분석틀은 장기적인 연속성을 포착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

으나, 변화의 역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Schmidt, 2017). 즉, 

기존의 신제도주의는 모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다. 제도는 행위자의 선

택과 행동을 제약하는 외재적 형성물로써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고정적이고 고착화되어 있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신제도주의가 제도적 안정성에 더 초점

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아이디어, 담화, 설득력, 그리고 그들

이 대중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Schmidt, 2017). 이에 담론 제도주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주류를 이루어 온 기존의 신제도주의의 세 가지 유

형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특

징을 알아보고, 동시에 그 한계를 짚어본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담론 

제도주의에서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밝힌다. 

1. 기존 신제도주의의 유형과 한계

 

정치ㆍ경제ㆍ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제도’를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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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문적 흐름을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부른다. 일반적

으로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할, 제도의 변화 

양상 등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크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

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세 분파로 나뉜다(하연섭, 

2016). 

먼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분석을 위한 미시적 기초를 제

공한다. 자신의 선호에 따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기원, 제도의 효과, 제도의 안정과 변화를 설명한

다(하연섭, 2016; Schmidt, 2010).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제도의 공식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동태적ㆍ비공식적

인 측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개인의 선호를 단지 주어진 것으로만 간주하여 이러한 선호가 어떻게 변

화하고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하연섭, 2016). 따라서 이러한 접근방

식은 합리적 행위자의 이상행동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외적으로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가치ㆍ인식 

차이에서 오는 선택과 영향력과 같은 요소는 무시되고, 경제적 차원으로

만 단순화되어 정책갈등의 양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김경환, 2020). 이

는 기관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

계를 지닌다(Schmidt, 2010).

한편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을 그 핵심 개념으로 한

다(하연섭, 2016).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정치적 제도와 그 구성 부분들

의 역사와 맥락에 집중하는데,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로의존성(logic of path-dependence)’에 따라 발전한다

고 보았다(윤홍근, 2013; 하연섭, 2016; Schmidt, 2010). 역사적 제도주의 

하에서 제도변화의 주요한 원인은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단절된 균형에 

의한 것이다(윤홍근, 2013).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일반화의 문제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이러한 단절적 균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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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채 결과로서만 다루는 것에 그쳐,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다(하연섭, 2016). 또한, 제도가 행위자

의 선택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영향을 거시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으나 

행위자들의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미

시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하연섭, 2016). 즉, 구조를 통해 

구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연섭, 2016).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론의 한 분야로 출발하여, 제도의 형성을 문

화적으로 특정한 관행에서 비롯된 조직 생활의 형태와 절차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 등이 상정하는 원자화된 개인(atomized 

individual)이라는 개념으로는 사회현상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ㆍ문화적 맥락과 유리된 채 존재하는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의 개념은 구성주의

적 성격을 띠며 개인이나 조직이 문화적으로 특정한 규칙과 규범에 따르

는 ‘적정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에 따라 행동하는 등 사회

적으로 구성되고 문화적으로 틀에 박힌 것이다(하연섭, 2016; Schmidt, 

2010). 그러나 사회학적 제도주의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들 간의 권력ㆍ갈등 

관계를 간과하여 행위자 개인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미시적 차

원의 설명이 불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제도의 균형 상태를 강조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김

경환, 2020).

기존의 제도주의에서는 모두 본질적으로 정적인 제도 내의 변화를 설

명하는 방법이 문제가 된다(김경환, 2020). 구체적으로 첫째, 행위자의 동

기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정책이나 제안을 찬성/반대할 시에 

그 행위자의 목표와 동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 중에도 행위자의 이해나 동기가 도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어떤 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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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시 ‘아이디어’를 고정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아이디어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또는 일방향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Schmidt(2011)

에 따르면 합리적, 역사적,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최근 연구들이 점차 ‘정책 아이디어’와 ‘담론’을 고려하는 경

향을 보인다. 제도의 변화를 아이디어로 설명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접근

법에서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 영역을 달리함으로써 주로 행위자의 전략

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진보라고 보여진다(Schmidt, 2010). 아

래 <표 Ⅱ-1>은 기존의 신제도주의 세 가지와 담론 제도주의에 대한 설

명을 요약ㆍ비교하여 설명한 표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담론 제도주의

제도 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비공식적 측면

설명 

대상

합리적 행위와 

이해관계

역사적 구조와 

관행

문화적 규범과 

프레임

아이디어와 

담론

설명 

논리

(합리적) 계산

전략적 행위

경로의존성

권력 불균형

적절성

인지적 측면

커뮤니케이션

담론 과정

설명 

방식

정태적

고정된 선호를 

통한 연속성

정태적 

경로의존성을 

통한 연속성

정태적

문화적 규범을 

통한 연속성

동태적

담론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와 

연속성

제도

변화

비용·편익 비교

전략적 선택

단절된 균형

외부적 충격

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아이디어와 

담론을 통한 

내생적 과정

한계 경제적 결정론 역사적 결정론
문화적 결정론 

혹은 상대주의

아이디어 결정론 

혹은 상대주의

자료: Schmidt(2010); 하연섭(2016)을 재구성

<표 Ⅱ-1> 신제도주의의 네 가지 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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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 제도주의

가. 담론 제도주의의 특징

제4의 신제도주의(the forth new institutionalism)로 불리며,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담론의 변화를 원천으로 제도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신제도

주의 흐름을 ‘담론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Campbell & Perdersen(2001)에 의해 처음으로 ‘담론 제

도주의’라고 명명되었으며, 아이디어와 소통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

도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제도주의(ideational institutionalism) 

또는 구성주의적 제도주의(constructivist institutionalism)라고 불리기도 

한다(윤홍근, 2003). Schmidt(2002; 2008; 2011; 2017)는 아이디어와 담론

의 변화가 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담론 제도주의를 

설명 모델로 제시하며 이론의 논의를 발전시켰다. 

Hay(2016: 526; 김경환, 2020에서 재인용)는 담론적 구성주의의 6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담론 제도주의는 제도 그 자체보다

는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 탈제도화(de-institutioanlisation), 재제도화

(re-institutionalisation)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둘째, 행위자의 제도 참여

는 관념적으로 조정ㆍ중재된 것으로 이해한다. 셋째, 제도변화를 정치적 

조건부로 이해한다. 넷째, 행위자의 이해관계나 규범적인 지향은 객관적

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한다. 다섯째, 

제도적 균형을 부정하고, 위기의 순간과 정치구조 등의 중요성을 예민하

게 강조한다. 여섯째, 과정 추적에 대한 귀납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즉, 담론 제도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을 다양한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춰 행

위자의 행위에 따라 창출되고 변화하는 것으로써 제도를 이해한다. 

이어 기술할 담론 제도주의에서 나타나는 ‘아이디어’와 ‘담론’은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각기 다른 변화 속도를 가지며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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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론 제도주의와 아이디어

기존의 신제도주의의 한계와 비판 속에서 최근의 신제도주의 이론의 

동향은 행위자의 ‘아이디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변화의 내재적 

원천을 설명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윤홍근, 2013). 최근 신제도주의

의 관심사는 크게 ‘제도변화’와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으로 집약된

다고 볼 수 있다. 하연섭(2016)은 아이디어가 제도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

작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신제도주의 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제도의 변천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이에 최근의 신제도주의는 내생적, 

점진적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러한 제도변화의 원천으로써 

행위자의 선택과 행위자 간 갈등,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과 같이 구조적ㆍ제도적 요인들에만 의존하여 정책의 구체적

인 모습을 설명하는 방식은 오차의 범위가 너무 넓다. 따라서, 더 구체

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로 최근에 주목을 받는 개념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 

둘째로,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아이디어로써 대응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개인이 실제로 인식하는 현실(perceived reality)과 객관적 

현실(objective reality)은 다르다. 개인은 아이디어 혹은 이데올로기를 통

하여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여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게 된다. 

또, 개인은 불확실성 하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원인을 해석함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또한 

아이디어이다. 즉, 정책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의해 무엇

을 문제로 인식하는지,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해석하는지, 인지된 문

제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담론 제도주의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실재(the real)는 상당부분 언어

에 의해 구성되거나 추동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간을 둔다(이기형, 

2006).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아이디어를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는 해

석의 틀(interpretive framework)’로 설명하는데, 이는 개인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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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하연섭, 2016).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행위자들이 상황해석을 각자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

며, 이를 통해서만 개개인의 이득에 대한 의미체계가 구성된다고 보았

다. 그렇다면,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 이익,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고정적

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를 변화시킨다

는 것은 결국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하연섭, 2016). 따

라서, 상황에 대한 정의와 이러한 정의의 타당성의 의미체계를 주장ㆍ논

증ㆍ구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담론(discourse)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하연섭, 2016). Schmidt(2008)는 아이디어를 그 수준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policies ideas), 프로그램적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s), 

철학적 아이디어(philosophical ideas) 3가지로 나누었다. 

정책 아이디어는 최종적 문제해결 방법인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나타

난다. 정책 아이디어는 자주 바뀌곤 하는데, 특히 어떤 사건에 직면해서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 열릴 때와 그리고 오래된 정책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래된 정책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정책 아이디어가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Kingdon, 1984).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

떤 시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정책 해결방안이 도출되는지를 살

필 수 있으나,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요소들을 살필 수 없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Schmidt, 2008; 2017; 이정연, 2021).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정책 아이디어보다 더 기본적인 수준으로, 정

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문제로 고려해야 

하는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

를 위한 방법과 도구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한다(Schmidt, 2008; 이정연, 

2021).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보통 변화하는 데 비교적 좀 더 오랜 시

간이 걸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큰 사회

변화와 같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하기도 한다(Schmidt, 2017). 



- 15 -

철학적 아이디어는, 정책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적 아이디어가 전면에 

존재한다면, 기본 가정으로써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이다. 철학적 아이디

어는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그 자체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Schmidt, 2008; 이정연, 2021). 이는 이념이나 원칙을 구성

하는 깊은 핵심에 호소하는 아이디어로, 공공철학, 세계관, 이데올로기, 

담론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아이디어 중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Schmidt, 2017). 세 가지 수준의 아이디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

구분 특징

정책 

아이디어

(policy idea)

Ÿ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나타남

Ÿ 정책 아이디어는 자주 바뀜

Ÿ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 열릴 때, 오래된 정책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정책 아이디어가 바뀜

Ÿ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시기에 어

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정책 해결방안이 도출되는지를 살필 수 있

으나,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요소들을 살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programm-

atic idea)

Ÿ 정책 아이디어보다 더 기본적인 수준으로, 정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기능을 함

Ÿ ‘문제 정의’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문제로 고려해야 하는지, 달성해

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규범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를 위한 

방법과 도구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

Ÿ 보통은 변화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림

Ÿ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하거나, 또는 큰 사회변화와 같

은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함

철학적

아이디어

(philosophi-

cal idea)

Ÿ 기본 가정으로써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

Ÿ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된 역사적 맥락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그 자

체로 정의 내리기 어려움

Ÿ 이념이나 원칙을 구성하는 깊은 핵심에 호소하는 아이디어

Ÿ 공공철학, 세계관, 이데올로기, 또는 담론으로써 정의되고 변화 속

도가 가장 느림

자료: Schmidt(2008, 2017); 이정연(2021)을 재구성

<표 Ⅱ-2> 아이디어의 수준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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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론 상호작용 및 소통전략

Schmidt(2008; 2017)는 앞서 기술한 다양한 형태의 담론과 아이디어가 

다양한 유형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인지적 주

장(cognitive arguments)과 규범적 주장(normative arguments) 2가지로 구

분하였다. 

인지적 주장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지침, 기준을 제공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한다. 이는 정책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식별하는 방법, 또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관행과 규범에 

정책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제시한다. 전문 지식이나 인과 관계의 

논리의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주장을 포함한다(Hall, 1993; Jobert, 

1989).

반면, 규범적 주장은 ‘해야 할 일’에 비추어 ‘무엇이 좋은지 나쁜

지’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이 일반 대중의 열망과 이상에 어떻게 부합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공공 생활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는가를 설명한

다. 즉,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인지적 아이디어를 충족하는 것

뿐만이 아닌, 대중과 정책 입안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범적 아이디어

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연, 2021; Schmidt, 2008; 

2017). 이는 사회적 가치와 적절성의 논리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화되는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Finnemore, 1996; March & Olsen, 1989).

즉,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인지적 주장을 충족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과 정책 입안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규범적 주

장 또한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Schmidt, 2017).

또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행위자의 

‘담론적 능력(discursive abilities)’ 또는 ‘담론 상호작용(discursive 

interactions)’이다. 행위자의 전략과 능력에 따라 특정 아이디어가 문제

화되거나 정책과정에서 채택되어 확산되고, 정당화되어 결국 제도화되기

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담론을 주도하는 행위자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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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위자의 ‘담론적 

능력’이다(김용, 2018). 담론은 개인이나 집단에서 생성되고 매개되지만, 

특히 사회 제도적인 층위에서 주도적으로 발생ㆍ교환ㆍ수용된다(이기형, 

2006). 즉, 정책 형성의 조정 담론에 참여하는 정책 행위자와 대중을 설

득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는 소통 담론에 참여하는 정책 행

위자의 담론적 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Schmidt, 2017). 특히 정책의 확산

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decision makers)로부터 시작된 정책의제가 성

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제(formal agenda)에서 공공 의제

(public agenda)로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Cobb, Ross & Ross, 

1976), 행위자의 담론적 능력은 정책의 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먼저 조정담론(coordinative discourse)은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네트워

크 간의 정책 형성과정의 담론을 뜻한다(김용, 2018). 이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집단은 공통의 정책 사업에 대해 전문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관련 지식을 정책화하는 데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식적 공동체

(epistemic communities), 여론과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형태

의 지지를 표출하는 이익 단체(advocacy coalitions), 장기간에 걸쳐 아이

디어를 공유하는 담론 공동체(discourse coalitions), 그리고 아이디어와 기

술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전문가 네트워크(expert network) 등이 있다.

또, 소통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은 정책 결정자와 이익단체 등

이 조정담론에서 개발된 정책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김용, 2018; Schmidt, 2017). 이 과정에서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거나, 대중을 토론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소통담론

에 참여하는 집단은 영향력 있는 정치적 지도자, 공직자, 정당 구성원, 

정책 입안자, 정치 홍보자문(spin-doctor), 여론조성자(opinion maker) 등

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사회 운동(social movement)이나 정책 포럼

(policy forum)과 같은 형태로 소통담론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 집단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

의 참여자들은 주로 정치ㆍ행정 엘리트로 한정된다. 즉,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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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하향식 정책 형성-실행과정을 감안했을 때, 정책과정에서 사

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조정담론은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하

연섭, 2010). 그렇기 때문에 정책 엘리트들은 정책에 대한 정책 대상자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소통담론을 구성하려 하는데, 이것

이 바로 틀짓기(framing)로 나타난다(하연섭, 2010: 2016). 

<표 Ⅱ-3>에서 요약한 담론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통의 방향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상호작용의 방향이 정책ㆍ행정 엘리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top ⇒ top 일수도, 엘리트의 영향이 사회 대중으로 향

하는 top ⇒ down 일수도, 또는 반대로 사회 운동가들이나 일반 대중으

로부터 시작하여 시민 사회를 통해 bottom ⇒ up 으로 나타나는 등, 다

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Schmidt, 2017). 최근에는 상향식(bottom up) 담론

의 힘이 점차 영향력을 키워감에 따라, 엘리트가 의사소통을 통제하여 

아이디어를 지배하는 힘(power over ideas)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구분 내용

조정담론

(coordinative 

discourse)

Ÿ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네트워크 간의 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Ÿ 조정담론은 다음의 집단에서 일어남

Ÿ 공통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적, 규범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느

슨하게 연결된(loosely connected) 인식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Ÿ 기간에 걸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담론 연합(discourse 

coalitions)’

Ÿ 아이디어와 기술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전문가 네트워

크(expert network)’

소통담론

(communica

-tive 

discourse)

Ÿ 정책 결정자와 이익단체 등이 정책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소통하

기 위한 담론

Ÿ 조정담론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언

어로 바꿈

Ÿ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거나(Zaller, 1992) 대중을 토론에 참여시키

려고 함

자료: Schmidt(2008, 2017); 이정연(2021)을 재구성

<표 Ⅱ-3> 담론 상호작용 



- 19 -

지고 있다. Schmidt(2017)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기존의 대중 매체를 넘어 담론적 의사소통의 수단과 전달의 메커니

즘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복잡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소통 채널의 발전은 기존의 담론 상호작용 방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

라,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정책ㆍ행정 엘리트는 대중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엘리트들의 담론 전략이 기존

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책 엘리트들은 위와 같은 담론 전략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지니는 설득적 힘을 대중에게 전달하게 된다. 아이디어의 설득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통한 힘(power through ideas), 아

이디어를 지배하는 힘(power over ideas), 아이디어 안의 힘(power in 

ideas)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Schmidt, 2017). 

아이디어를 통한 힘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담론을 매개로 인지적 타당

성 또는 규범적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다. 담론을 통한 설득력

(persuasive power through ideas and discourse)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아이디어나 담론을 통하여 자신의 세계관의 인지적 타당성과 

규범적 가치를 다른 행위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발생하

는 힘이다(Schmidt, 2017).

아이디어를 지배하는 힘은 아이디어와 담론에 대한 강제력(coercive 

power over ideas and discourse). 담론을 통하여 아이디어의 의미를 통

제하고 지배하는 행위자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직접적으로는 대중의 담

론과 행동을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엘리트 행위자의 강

압적인 힘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종종 강압을 위한 물질적 자

원이 동원되기도 한다. 또, 간접적으로는 상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shaming) 전략을 활용하거나, 대안적인 해석을 저지시킬 때 발생할 수도 

있다(Schmidt, 2017).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안의 힘은 특정 담론이 사고를 구조화하는데 기

여하는지를 살핀다. 이는 아이디어와 담론의 구조적/제도적 힘

(structural/institutional power in ideas and discourse)으로도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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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는 역사적 제도주의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접근과 같이, 

제도가 어떠한 사회적 규칙이나 프레임에 내재되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실현되는지를 볼 수 있다(Schmidt, 2017). 

3. 아이디어와 담론에 의한 정책변동

가. 아이디어와 제도변화

기존의 신제도주의 이론들은 제도 그 자체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에 봉착하였다(하연섭, 2016). 신제도주의의 세 분파 중, 제

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파는 역사적 신

제도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제도변화를 매우 급격하고 간헐

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쟁, 공

황 등과 같은 외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는 한

계를 지닌다(하연섭, 2016). 제도변화를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설명하

게 되면, 제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제도변화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의 역할을 놓칠 수 있어 제도변화

의 내재적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하연섭, 2016).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아이디어’를 활용한 이론은 행위자들의 인

식과 인지적인 틀(cognitive framework)로서의 아이디어를 통해 행위자의 

동기와 제도변화를 설명하려 한다(정정길 외, 2020). 이는 아이디어에 착

안하여 행위자가 갖는 아이디어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접

근이다(정정길 외, 2020). 행위자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

적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기존의 신제도주의에서 문제시된 과도한 구조주

의적 설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갖추게 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Berman, 2001).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제도변화에 관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점은 모든 제도는 복수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들이 결합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제도변화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때, 제도적 구성요소들의 재결합을 촉발하는 기제를 행위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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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자들의 아이디어에서 찾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하여 정책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아

이디어가 도입됨으로써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재결합

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Bradford, 1999: 20-21).

담론 제도주의는 위와 같은 아이디어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아이디어

와 담론의 변화로 인해 제도변화가 발생한다고 여기는 관점이다(Schmidt, 

2008). 행위자가 갖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정책이 변동되며 이러한 아이

디어가 교환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담론으로 본다. 이 접근은 담론과 제

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담론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기존의 제도 맥락의 내생적 변화를 통해 생산, 재생산, 변형된

다고 생각되는 양면적 입장을 취한다(정정길 외, 2020). 

나.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한 정책변동 선행연구

기존의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한계와 새로운 신제도주의의 흐름에 

따라, 정책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는 담론 제도주의를 통한 정책이나 사

회현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윤홍근(2013)은 80년대 5공화국 정부의 ‘안정화 시책’을 한국

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의 변곡점으로 보고, 현재까지의 변화를 담론 

제도주의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규제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해나갔다는 변

화 등을 기존의 신제도주의가 아닌, 당시 경제기획원 관료들의 ‘아이디

어와 담론’으로부터 발단된 내생적인 변화로 설명하였다. 이는 제도 밖

의 발전국가의 위기나 글로벌 외압에 기인한 외생적인 요인으로 제도변

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인 정책 관료들의 행위를 제도변화의 

변수로 봄으로써 신선한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경환(2020)은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를 역사

적 관점에서 정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ㆍ설명하였다.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통합과 배제에 관한 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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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행위 주체별 담론을 파악함으로써 담론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진보정치세력과 보수정치세력이 활용한 핵심 아이디

어와 담론에 따라 제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제도 내 행위자 간 역학관계와 정책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을 

결합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에는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했던 행

위자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의의

가 존재한다. 특정 행위자가 특정 정책변화를 왜 지지하거나 반대했는

지, 어떻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과 선호가 변화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정책의 내생적 변화 요인을 짚어내었다.

Schmidt(2017)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사건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건을 이해하는 도구로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누구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기존의 신

제도주의의 분석 틀로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변을 설명하기 위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핵심

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다. 신제도주의의 분석 틀은 장기적인 연속성

을 포착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역동적인 변화를 포착하여 설

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제도주의의 분석 도구는 제도적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아이디어, 담화, 설득력, 

그리고 대중과의 의사소통 전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다.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념적 자원(ideational sources)

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각 정치 사회에서 엘리트들이 

어떠한 담론 상호작용 전략(수사학적 전략, 담론 공동체에서의 아이디어 

순환, 담론의 변화 역학)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위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아이디어’와 ‘담론’을 정책변화의 

내생적 변수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실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담론

과 아이디어의 활용은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

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담론 제도주의 분석에서는 무슨 일

이 일어났는지, 또는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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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설ㄱㅅ명하

기 위한 도구로써 아이디어와 담론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분석적 도

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담론적 정책

분석과정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담론적 정책분석가들은 정책 행위자

들이 문제를 ‘만들어 낸다’라고 보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

(problematization)를 중요하게 여긴다(Bacchi, 2009, 김용 외, 2020에서 재

인용). 이렇게 본다면, 담론적 정책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

여한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된다. Ball(1994: 16)은 정책을 주어

진 것(things)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자 결과(outcome)로 설명하였다. 

즉, 정책은 여러 행위자가 담론 과정을 통하여 투쟁ㆍ타협하고, 각자가 

가진 상이한 경험ㆍ기술ㆍ자원ㆍ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과정이다

(Ball, Maguire & Braun, 2012). 

제 2절  학교자치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흐름 안에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중요한 정

책의제로 부상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나 쟁점에 관한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교육자치의 역사에서 학교자

치가 대두된 배경을 살피고, 학교자치의 개념을 정리한다.

1.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 교육자

치는 30년간 다양한 주제나 쟁점을 가지고 현장과 학계에서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적 본질을 나타낸 판례를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

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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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지

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제시한다(헌재 2002.3.28. 

2000헌마283). 백규호(2017: 20-21)는 지방교육자치를 지역적 자치(지방자

치)와 영역적 자치(교육자치)가 내포된 개념으로 보아 교육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자치를 이념적 기초로, 지방자치(지방교육행정자치)를 

그 방법적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즉, 지방교육자치를 “교육과 교

육행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지역적인 교육자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기우(2005)는 교육자치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크게 세 가

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교육자치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하고 독

립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자치로 보는 견해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

리와 독립으로써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

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지이다. 즉, 교육에 관

해서는 교육계 내부에서 전문성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곽노현, 2020). 

두 번째 관점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중 하나로 보고, 지방교

육자치를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로 보는 개념이다. 환경, 교통, 도시계획, 

위생, 복지 등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하

나의 기능이라는 견해이다. 곧, 교육자치를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

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의 교육사무를 주민에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교육자치를 곧 학교자치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서는 교육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을 자치의 주체로 

본다. 이러한 교육 주체로 구성된 교육 단위, 즉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핵심 교육 주체(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육청의 부당한 간

섭을 받지 않고 학교의 운영과 교육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을 교육자치로 보고 있다. 교육자치 30년간의 노정 위에, 상기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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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점 중 최근의 흐름은 교육자치의 중심에 학교자치를 놓고 교육자치

의 주체를 학교로 보는 세 번째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기우(2005)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는 결국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자는 모두 지방 교육

문제를 주민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의 지역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이 지방자치라는 관점

이다. 결국, 두 관점 모두 지역의 교육문제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처리한

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교육자치’라는 개

념을 구태여 구성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생활영역 속에서 구성되는 ‘특

별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교육자치의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 구성

원들은 일반 주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

선 두 가지 관점에 그치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교육자치를 곧 

학교자치로 보는 세 번째 관점을 통해서야 교육자치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며, “누구의”, “누구로부터의” 자치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학교공동체를 이루는 교사, 학생, 학부모는 일반 지역주민과는 다

르게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가중된 참여를 인정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이기우(2005: 106)는 교육자치에 대한 세 번째 관

점을 수용해 교육자치를 “교육자치란 학교자치를 의미”하며, “학교자

치란 교육 공동체인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하

에 학교 수업과 학교생활에 관하여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학교조직원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꽤 최근까지도 교육자치에 대한 접근은 앞서 기술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관점의 견지에서 교육감(교육청) 중심의 광역교육자치를 

주된 의제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곽노현, 2020). 당시 교육자치와 관련하

여 제기된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설치,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

상, 교육위원의 정수와 선출방법, 교육행정의 지방분권, 지방교육행정의 

조직과 인사, 지방교육재정 등이 있었다(백규호, 2017: 19). 즉, 교육자치

의 확대는 곧 막강한 국가(교육부)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수직적 지

배구조 안에서 교육청의 관료행정을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여 단위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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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학교자치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내용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내에서는 교육자치의 주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인

식하고, 학교는 말단 교육행정기관으로 미시적인 자율권을 가질 뿐이다

(곽노현, 2020). 단위학교자치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정권마다 지속적

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백규호, 2017; 이기우, 2005). 결국, 교육당사자인 학교

라는 교육기관은 상부 기관에 상호의존적이고, 정교화된 규칙ㆍ규율에 

의한 거버넌스 안의 수동적 기관으로 작동하였다(백규호, 2017). 

201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 혁신학교 운동, 상향식(bottom-up) 교육개혁 등의 흐름과 함께 등

장한 교육자치에 대한 담론은 단위학교를 자치의 주체로 상정하는 관점

이 주목받고 있다. 학교자치를 교육자치의 중심에 놓는 교육자치 비전은 

전통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교육자치의 가장 주요한 단위가 기존의 교육

행정기관이 아니라 단위학교가 된다(곽노현, 2020). 학교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만을 상위 행정기관에서 보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활동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학교는 교육청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내

부에서 풀어나가는 해결 주체로 재구조화되고 있다(이기우, 2005). 

2. 학교자치의 개념

법적으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안의 학교 운영위원회 도입을 학교자치 제도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

다(손동빈 외, 2018).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감에 

따라 2017년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등장

하였다. 그러나 학교자치에 대한 개념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사용하는

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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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손동빈 외, 2018). 

위의 <표 Ⅱ-4>에서 학교자치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자

치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학교자치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 정의 외에도, ‘단위학교책임경영’, 

구분 개념 정의

고전 

(2000: 

106)

Ÿ 학교자치는 학교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이며, 교육내용의 

자치와 교육행정의 자치가 모두 포함

Ÿ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초 자치 단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교육행

정 영역 이외 교육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자치 영역을 포괄

이명균 

(2004: 

187)

Ÿ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로 학교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의 교육적 과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이기우

(2005: 

106)

Ÿ 교육자치란 학교자치를 의미

Ÿ 학교자치란 교육 공동체인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하에 학교수업과 학교생활에 관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

고 자기책임 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학교조직원리

박윤정 

(2006: 

15)

Ÿ (분권화) 중앙 및 지역 교육행정 기관에 귀속해 있던 교육활동과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한 권한이 일선 학교에 위임되어,

Ÿ (자율성) 단위 학교가 스스로 교육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결정을 행하고, 

Ÿ (참여적 의사결정) 이 과정에서 학교의 이해 당사자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며,

Ÿ (책무성)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가 진다는 것

백규호, 

고전 

(2016: 

35)

Ÿ 광의: 학교의 교육계획 및 활동 등을 학교 교육당사자가 책무성을 가지

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

Ÿ 협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통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권과 보호자의 교육의견 제시

권, 그리고 학생의 자치활동 보호권 등을 보장하는 것

김성천 외 

(2018)

Ÿ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무

성을 다해 민주적 학교운영을 하는 것

<표 Ⅱ-4> 학교자치 개념의 다양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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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화’, ‘학교 민주주의’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하여 간접적으

로 학교자치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자치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

를 살펴보면, 교육자치, 학교 민주주의, 단위학교책임경영(SBM), 학교자

율화 등의 유사한 개념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이상철, 2019). 이에 이상

철(2019: 15-16)은 학교자치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의 핵심요소를 종

합하여 아래 <표 Ⅱ-5>와 같이 개념 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한편, 이명균(2004: 187)은 학교자치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

보았는데 이는 교육자치 논의 속에서 학교자치의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논의로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조직론 관점에서 학교라는 조직 측면

과 학교의 본질적 속성인 교육 활동의 장으로서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흔히 전자의 개념만을 강조하여 교육행정기관과의 수직적 관계

에서 학교 자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주로 행정기관으로서의 

학교조직 성격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교육 주체들이 내

부 관계나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과 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관점을 설

요소

개념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단위학교

책임경영

(SBM)

학교

자율화

민주시민

교육

학교의 자율성

(권한 분배)
○ ○ ○

구성원의 전문성 ○

구성원 참여 ○ ○ ○ ○

민주적 의사결정 ○ ○

민주적 학교운영 ○ ○

학교의 책무성 ○ ○ ○

민주 사회 발전 ○

민주 시민의 자질과 

소양 함양
○

자료: 이상철(2019: 16)을 재배치

<표 Ⅱ-5> 학교자치 관련 개념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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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이해ㆍ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흥미

로운 점은 연구에서 2000년 이전과 이후의 학교자치 의미를 다르게 해석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학교자치의 의미를 학교 교육행

정 자치(자율)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교육내용과 학

교 내 구성원들의 참여(학교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기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

는 학교자치 개념의 폭넓게 포괄하고, 어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학교자치 

개념이 변화했다는 관점을 수용하여 그 개념 변화와 변화 양상에 주목하

였다. 

3. 학교자치 관련 선행연구 검토

먼저, 학교자치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김혁동 외

(2018)의 연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학교자치 모형 

개발과 구현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실태분석, 사

례연구, 모형개발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자치 인

식실태와 학교자치 요구도를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응답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현 정책 상황에 대한 주체별 인식을 나타내었다. 설

문은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 학교의 조직운영, 교원인사, 교

육과정, 재정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진 설문 문항에 대해 실제 참여하는 

정도와 기대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 

3주체의 학교자치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의

사결정 참여 정도는 교원>학생>학부모 순으로 나타나 학교공동체적 관점

에서 학교자치 기반이 매우 낮은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또, 학교자치 

사례를 국내ㆍ외로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자치사례는 학교별 편차가 크

나, 국외의 자치사례는 각기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앞선 결과를 통하여 ‘학교자치 공동체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틀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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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터하여 학교자치 정책의 촉진요

인과 저해요인을 추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손동빈 외(2018)는 학교자치 정책의 역사적 개괄과 정책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혼재해 있는 학교자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 학교자

치의 범주를 학교 민주주의, 학교행정, 학교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학교

자치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학교

자치에 관한 교원의 전반적인 인식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학교 민주주의

에 대한 설문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해서는 낮은 

점수의 응답이 두드러졌다.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해서는 평균값이 4점 

이상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 및 인사 관련 설문에서는 학교 교

육 활동 외의 업무가 많다는 점,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절대적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

였다. FGI 결과, 학교자치는 자율성, 민주성, 실천성의 세 요소가 필수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회 법제화, 교육청/지역사회로 교육

활동 외 업무 이관,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 개편, 국가수준 교육과

정 대강화, 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에서는 이 결

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

고, 학교자치 실현 방안과 그 방법을 모색하였다. 

상기한 연구들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

도가 보이지 않게 담겨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학교자치의 실현에 대

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학교자치 정책 연구가 하향식

(top-down) 관점을 취하며 학교와 교원의 책무를 논했다면, 상기한 두 

연구는 상향식(bottom-up)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학교자치의 ‘교육 3주

체’에 주목하여 그들을 학교자치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ㆍ시ㆍ도 교육청의 정책의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의 인식실태 및 수요를 수용하는 관

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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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통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제도화과정을 구체화시키는 아

이디어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행정 엘리트 집단과 대중의 담

론 소통과정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

본 연구로 이상철(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시ㆍ도 교육청

의 학교자치 관련 주요정책 특징을 전국적으로 종합하고, 학교자치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정책을 전국적으로 수집하여 비교하였고, 이 결과와 연계하여 

학교자치 쟁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자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사하게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공

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둘째, 여러 시ㆍ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자치 모형을 종합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교

자치 수준 진단 도구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학교자치 관련 법령

을 검토하여 학교자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의 시

ㆍ도 교육청을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학교자치 정책을 구체적

으로 종합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각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자치 

개념을 어떻게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지(또는 시켰는지), 또한 그들의 소

통담론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교육민주화 운동 주도교사들의 정책주장

과 논리가 담겨 있는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김성열(1993)의 연구에

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교자치 법제화 관련 담론의 시초를 찾

아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당시 교육민주화 운동 주도교사들이 주

장한 정책 주장은 ‘국가독점 교육통치구조의 개편’은 국가가 독점하던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과 교사에게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주도 교육통치구조를 국민주도의 교육통치구조로, 

단위학교 차원으로는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사주도의 의사결

정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주도교사들은 교육자치제의 

전면적 실시를 주장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장의 선출임기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평교사회’의 조직 등의 방안을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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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사주도의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부모 단체의 조직화 지원 및 학부모 권리의 법적 

조문화를 주장하여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통제권이 교육관

련 제집단(諸集團)에게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열(1993)의 연구에서는 상기한 교육민주화운동 주도교사들의 정책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적 논의를 제기하였다. 단위학교 의사결

정구조 교육에 대한 통치구조 개편 주장들이 교사를 교육집행의 주체로

서보다는 교육의 통치 주체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 개편 주장이 학교

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위를 균형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우선시하고 있어 오히려 교사들이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

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다수의 시ㆍ도 교육청에서 제정된 학교자치조례

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자치 법제화 관련 논의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학교자치 정책의 형성과정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논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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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설계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학교자치 정책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행위자의 담론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자치 정

책의 변화 양상을 담론 제도주의 제도변화 이론으로 분석하여 정책변동

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후술할 문헌분석, 담론분석, 심층 면담을 활용하였다.

1. 문헌분석

이 연구의 설계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 확인, 학교자치 학술 논

의에 있어 연구 보완점 확인, 이론적 분석틀의 도출은 주로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하여 이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이 되는 담론 제도주의의 특성을 개관하였다. 제도변화를 분석하는 기존

의 지배적인 분석틀인 신제도주의가 가지는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

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담론 제도주의가 가지는 장점을 확인하였다. 학

교자치 정책은 근 30년간의 제도변화가 다소 정적이나, 그 안에서의 담

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 제도주의가 이 연구의 적합

한 연구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학교

자치 정책이 교육자치 논의에서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였

다. 이후 학교자치 정책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확인하고, 관련 개

념의 핵심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학교자치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여 학교자치 정책 연구의 동향을 확인하고, 정책ㆍ행정 엘리트들의 

기존 정책담론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5년 5ㆍ31 교육개혁을 학

교자치 논의의 시작 시점으로 삼고, 현재까지의 정책변화를 문헌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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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살펴보았다. 정책의 담론을 분석하기에 앞서, 문민정부에서 문재

인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자치ㆍ학교자치 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 내ㆍ

외부의 환경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후 문민정부에서 단행한 1995년 5ㆍ

31 교육개혁안과 이명박정부의 2008년 4ㆍ15 학교자율화 정책에 드러난 

학교자치 관련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는

지를 개관하였다. 이후 학교자치가 정책적으로 강조된 시점인 2017년에 

문재인정부에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이 수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

로 몇몇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 끝에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한 과정과 그 내용을 문헌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담론분석 및 질적 내용분석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을 통하여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무엇을 문제화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정책담론에 

담긴 아이디어와 담론 상호작용 과정 및 전략을 살핌으로써 학교자치 정

책변동을 확인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정책 행위자들의 아이디어 및 소통

과정의 변화를 살펴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과 행위자 간 역학관계의 변

화를 도출한다.

아래 <표 Ⅲ-1>은 Bacchi(2009)가 제시한 ‘문제 표현법(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이하 WPR*)’이라는 담론분석 방법을 요

약한 것이다(김용 외, 2020에서 재인용). 정책은 말과 글로 ‘구성’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 행위자의 아이디어를 담아낸다. 담론으로써의 정

책분석은 정책 행위자가 담고자 하는 전략적 아이디어를 읽어내는 일이

며 정책 행위자의 문제화, 즉, 틀짓기(framing)를 담고 있는 담론적 과정

을 통하여 정책 대상자들이 학교자치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수용 과정을 

나타내는지, 또 이러한 수용 과정을 통하여 자치정책에 대한 담론은 어

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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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적 전략

1. 문제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모호한 문제를 명확히 표현

하기

정책에 표현된 문제 확인

2. 이와 같은 문제 표현 아래

에는 어떤 전제나 가정이 

존재하는가?

특정 문제 표현 아래에 있는 

개념적 전제나 논리를 확인

하기

바이너리, 핵심 개념과 핵심 

전략과 같은 담론 분석 기법

과 관련한 푸코적 고고학

3. 이와 같은 문제 표현은 어

떻게 나타났는가?

특정한 문제 표현이 형태를 

갖추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조건을 명확히 드러내기

지배적 문제 표현과 관련한 

권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재의 문제 표현의 ‘역

사’를 추적하는 일과 관련한 

푸코적 계보학적 분석

4. 이런 문제 표현에서 문제

시되지 않고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어떤 지점에서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 ‘문제’가 달리 생각될 

수 있는가?

확인된 문제 표현에서 침묵

된 성찰과 고려했어야 할 쟁

점과 관점을 제기하기

대안적 표현 사례를 제공하

기 위하여 문화적, 역사적, 

국가간 비교 및 계보학적 분

석

5. 문제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써 어떤 효과가 만들어지

는가?

담론적 효과, 주체화 효과, 

그리고 생생한 효과를 확인

하기

주체 지위 확인, 주체가 서로 

반대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체를 만

들어내는 분할 실제를 포함

하는 담론 분석 기법.

영향 분석: 문제 표현이 사람

들의 삶에 미치는 물적 효과

를 고려하기

6. 이와 같은 문제 표현은 어

떻게/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며 옹호되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의문이 제

기되고 논박되고 혼란스러

워질 수 있었는가?

어떤 문제 표현이 지배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과 해

로울 것 같은 문제 표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

목하기

문제 표현을 유지하는데 관련

한 기관, 개인, 주체의 확인

경합할 수 있는 담론을 동원하

거나 ‘문제’를 다시 형성하기

자료: Bacchi(2009); 김용 외(2020)에서 재인용

<표 Ⅲ-1> Bacchi(2009)의 문제 표현 분석 방법: WPR

정책문서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텍스트와 회의록 등, 담론 분석자료와 심층

면담 전사 자료에 대해서는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적 자료분석 방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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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1985; 최성호, 정정훈, 정상원, 2016에서 재인용) 내용분석의 하위개념

이다. 질적 내용분석은 계량적 방법만을 활용하여 단순히 유사의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들거나, 단어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질적 내용의 코딩을 통해 외

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 모두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 담론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므

로, 귀납적 내용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담론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

은 개방 코딩, 범주형성, 추상화의 3단계를 거친다(최성호 외, 2016). [그림 Ⅲ

-1]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정책문서의 질적 내용분석을 위한 과정을 도식

으로 정리하였다.

3. 심층면담

다음으로,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추가로 수행

함으로써 연구자가 문헌분석과 담론분석 및 질적 내용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록된 담

론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나, 외현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자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ㆍ

[그림 Ⅲ-1] Elo와 Kyngäs(2008)의 내용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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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먼저, 본격적인 연구 이전에 예비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핵심 사항을 파악하

였다. 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개별 면담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

다. 면담은 면담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면

담 시간은 짧게는 약 6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semi-structured) 면담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면담일 이전에 면담 

질문지를 면담참여자에게 송부하여 면담이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 2]에 첨부하였다. 면담의 초반에는 준

비된 면담 질문지를 중심으로 면담이 이어졌고, 면담참여자의 응답 방향에 따

라 유연하게 질문을 이어나감으로써 면담참여자의 진술을 보다 개방적으로 이

끌어낼 수 있었다. 면담의 질문은 담론 제도주의의 분석 틀에서 제시하는 아

이디어의 세 가지 차원(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

어)와 담론 상호작용의 두 가지 차원(조정담론, 소통담론)에 대한 풍부한 답변

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참여자들의 동의하

에 녹음되었으며 면담 직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이론적 분석틀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적 분석틀은 담론 제도주의의 

분석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Ⅲ-2]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을 둘러싼 내ㆍ외부의 환경변화를 확인하여 정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ㆍ경제ㆍ정치적 환경지형을 탐색한다. 이후, 학교자치 정책변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어떤 현상을 ‘문제화’하고 있는지를 

Bacchi(2009)가 제시한 담론적 정책분석법인 ‘문제 표현법(WPR)’과 질적 내

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활용하여 담론의 양상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책 담론 안에 내재된 아이디어의 양상과 행위자의 담론적 능력

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담론 제도주의에서는 담론

을 2가지 의미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바로 아이디어로서의 담론과 상호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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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담론이다(정정길 외, 2020). 먼저, 정책 담론에 나타나는 정책ㆍ행정 엘

리트의 아이디어로서의 담론을 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어로 나누어서 확인한다. 또, 상호작용으로서의 담론을 조정담론과 소통

담론으로 나누어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담론을 살핌으로써 나타나는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 변화, 담론 상호작용 변화, 이를 통한 행위자 

간의 역학관계 변화 등을 분석한다. 이러한 아이디어와 행위 주체 간 상호작

용의 변화를 근거로 학교자치 정책의 내생적 변화를 담론 제도주의를 활용하

여 학교자치 정책변동으로 분석한다. 

제 2절  자료 수집

1.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가. 학교자치 정책 문헌 및 담론자료

이 연구에서는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정책을 분

석한다. 정책 담론 분석자료는 공식적인 정책 텍스트 및 공개 회의록 등으로 

[그림 Ⅲ-2] 연구 분석틀



- 39 -

공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자가 섭외한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로 구성되었다. 아래 <표 Ⅲ-2>에 정부,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등 정책의 단계별 담론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정책 

행위자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형성한 담론에 대

한 배경과 정책 대상자의 대응을 살피고자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학술지, 단

행본 등을 함께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행위 주체 구분 분석 자료

정부 교육공약
국정과제 Ÿ 역대 정부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교육부 국정과제
보도자료

Ÿ 교육부 산하 국정과제

Ÿ 학교자치 관련 정책 교육부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의회

회의록

Ÿ 학교자치관련 교육회의 안건 회의록

Ÿ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Ÿ 시·도의회 회의록

전국 

시·도교육

감협의회

요청문
토론회자료

Ÿ 교육자치 설문조사 자료

Ÿ 보도/해명자료

Ÿ 교육자치포럼 자료집

학교자치 

조례

업무계획
보도자료
자치조례

Ÿ 연도별 업무계획

Ÿ 보도자료

Ÿ 교육감 신년사/취임사/기자회견문 등

Ÿ 시·도교육청 학교자치관련 자치조례 및 해설서

Ÿ 학교자치 조례 관련 TV 토론회, 공청회 등

Ÿ 학교자치 조례 정책 입안·집행에 관여한 정책·행정 엘리트 

심층면담 자료

교원단체 보도자료 Ÿ 대표적 교원단체의 보도자료

언론 기사 Ÿ 학교자치 정책 이슈에 대한 언론 기사

연구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Ÿ 보고서에 드러난 교육 주체 및 정책 행위자의 담론(교육청/교

육부 관계자, 연구보고서 연구진, 교수, 관리자 등)

Ÿ 학교자치 정책연구 및 집행에 참여한 정책·행정 엘리트 심층

면담 자료

공통
단행본

연구보고서
담화문

Ÿ 시·도교육청 학교자치 정책연구보고서

Ÿ 온라인 담화문 영상 컨텐츠(Youtube 등)

<표 Ⅲ-2> 학교자치 정책 담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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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대상 및 면담참여자

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의 내생적 변인을 통한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교자치 정책 흐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미 형성과 

집행이 완료된 전기의 학교자치 정책사례는 문헌분석과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기의 학교자치 정책사례는 이미 조례화 되어 정책의 형성과

정과 실행과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학교자치 조례를 중심으로 담론을 분석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학교자치 조례제정 사례의 경우 시ㆍ도를 특정하여 

조례제정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담론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기-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아이디어 변화와 

소통과정 변화를 드러내기 위하여 문재인정부에서 가시화된 구체적 정책사례

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제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대표성과 상징성

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교자치 조례를 교육부

의 재의 요청으로 집행정지가 결정되는 등 정책 형성과정의 담론이 역동적이

다. 이 과정에서 전북 교육감은 정책 창도자(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을 하

여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조정담론 및 교육청과 대중 사이의 소통담론을 주도

적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사례는 이 연구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즉, 학교자치 조례 형성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담론 및 정책ㆍ

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통하여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를 탐색한다.

2) 면담참여자 특성

면담참여자의 선정은 연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대한 인지적, 

경험적 정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해당 현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에 필

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표본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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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의 면담참여자는 최근 학교자치 정책 제정, 집행, 연구에 참

여하여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정책ㆍ행정 엘리트를 중심으로 

모집하였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제정 과정의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

석한 후, 담론분석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교자

치 조례에 깊게 관여한 정책ㆍ행정 엘리트를 섭외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사

례에서 더 나아가, 보다 일반화된 차원에서 후기 학교자치 정책변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정책ㆍ행정 엘리트와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참여자의 특성을 <표 Ⅲ-3>과 같이 소속 시ㆍ도 교육청, 정책참여 구분, 정

책 관여 당시 소속, 정책 관여 당시 직급, 정책참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면담

참여자 정보를 정리하였다. 면담참여자 ID의 첫 번째 숫자로 지역 구분을 하

였으며, 마지막 숫자는 면담 참여를 동의하여 섭외한 순서로 부여하였다.

면담

참여자

ID

소속 
시·도 
교육청

정책

참여 구분
당시 소속 당시 

직급 비   고

101 A
정책 제정 

참여

A지역 00

고등학교
교사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TF팀 참여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제정 공청회 및 

토론회 사회·진행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해설서 집필

102 A

정책 제정 

및 집행 

참여

A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장학관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제정과정 참여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제정 TV 토론회 참여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제정 공청회·토론회 

진행

103 A
정책 집행 

참여

A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장학사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관련 정책집행

Ÿ A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해설서 집필

201 B
정책 연구 

참여
교육부 연구사 Ÿ B교육청 학교자치 정책연구보고서 집필

301 C

정책 제정 

및 집행 

참여

C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Ÿ C교육청 학교자율운영 정책 입안 TF팀 참여

Ÿ C교육청 학교자율운영, 학교자치 정책 

제정 참여

Ÿ C교육청 학교자율운영, 학교자치 정책 

집행 참여

<표 Ⅲ-3> 면담참여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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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윤리 확보

1.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방법으로 담론분석 및 질적내용분석, 심층면담을 활용함에 있어 연구결

과의 타당성 확보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작업이다. 질적 연구에 있어 타당

성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이 연구결

과물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다(Lincon & Guba, 1985). 이 연구에서는 연구

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네 가지 전략을 시도하였다. 

첫째, 분석결과에 대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하였다. <표 Ⅲ-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정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시ㆍ도의회, 전국 시ㆍ도교육

감 협의회, 시ㆍ도 교육청 조례, 교원단체, 언론자료,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담화문 등의 다수의 자료원을 통합하여 분석하였고, 각종 보도자료를 검토하

였다. 또한,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원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정책에 깊게 

관여한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자료를 추가 분석함으로써 확실하고 정확

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활용하였다. <표 Ⅲ-3>에 표기된 

면담참여자들은 연구자가 기술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연구자가 연구 수행 당

시 자신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였는지, 연구자의 표현 및 기

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분석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임의로 추가된 사항은 없

는지, 그리고 연구결과의 주제가 제대로 참여자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

을 검토하였다(유기웅 외, 2021). 

셋째,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통하여 전문가 타당화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행정 전공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제기된 점검 결과는 분석결과의 초안을 정련하는 데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본인 스스로가 연구 도구로 기능하면서 연구자의 편향

을 고려하였다. 연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선입견, 편견으로 인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을 꾸준히 점검하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산재한 자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의미화하고, 전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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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낼 것인지는 연구자가 가진 편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수

집, 면담참여자 표본 선택, 자료 분석, 해석 과정 전반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주관성이 가급적 개입하지 않도록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윤리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연구

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윤리적 판단을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 제15조 1항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

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역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면담참여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을 심의하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선이수하였으며 이후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심의를 

의뢰하여 최종 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IRB No. 2109/001-022). 또한, 면담 실

시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허가받은 면담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

서를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 과정, 개인정보 관리, 녹취/녹화, 비밀보장 등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였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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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절  학교자치 정책변화 과정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교육민주화 운동’의 주도교사들은 국가독점통치

구조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교장의 선출임기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평교사

회 조직 등의 방안을 학교자치 담론의 시초로 볼 수 있다(김성열, 1993). 이후 

문민정부의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에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자치 정책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이는 이명박정부의 4ㆍ15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이어져 각급 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며 학교자치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자치

로 제시되어 널리 사용되었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이 절에서는 5ㆍ31 교육개혁 이후 정부별 정책 기조에 따라 학교자치 정책

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정책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 정책의 성격을 확인

하였다. 정책이 마주하는 정책 내ㆍ외부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시기

별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서로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있는 5·31 교육개혁과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전기(前期) 학교자치 정

책으로,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교육자치 강화 및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

례제정 시기를 후기(後期) 학교자치 정책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 전기(前期) 학교자치 정책 개관

가. 정책의 내ㆍ외부 환경변화

해방 이후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학교 및 학생 수, 진학률 등 괄

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며 산업화 과정을 뒷받침하였다(김원찬, 2003). 중

앙집권적 국가교육과정 하의 강력한 국가중심 개발모델은 빠르고 집약적인 교

육 성과를 도출하게 하였다(Sirat, 2010). 1980년대에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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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 기구가 상설되며 포괄적인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

다(김용, 박대권, 2018; 김원찬, 2003). 우리나라는 교육개혁심의회(5공), 교육정

책자문회의(6공), 교육개혁위원회(문민정부), 새교육공동체ㆍ교육인적자원정책

위원회(국민의정부) 등의 교육개혁 기구가 상설되어 수차례의 교육개혁이 이

어져 왔다. 

그중 흔히 ‘5ㆍ31 교육개혁’으로 통칭되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방안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릴 만큼 획기적인 성과물로 평

가된다(안병영, 하연섭, 2015). 교육개혁위원회(1995.5.31a)는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新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新교육체제 구

상의 배경을 지식ㆍ정보사회, 세계화, 정보화 등으로 꼽고 있다. 

1) 민주화

국민들이 역사상 최초의 민주정부로 출범한 김영삼정부에게 거는 민주화에

의 열망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문민정부는 민주적 개혁정치를 통하여 기존의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부패구조 청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도입, 통

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포함해 정치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졌다(안병영, 하연섭, 2015). 문민정부에서 추구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식적ㆍ절차적 맥락을 다지는 것으로, 개인적 자유, 기본권의 

보장, 공정선거 및 정치활동의 보장 등과 같은 맥락에서 개념화”한다(안병영, 

하연섭, 2015: 26). 즉, 수준 높은 대중 참여, 경제적 권력의 분산, 부의 형평분

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앞서서 기반을 다져야 할 절차적 개념의 

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노력은 교육영역에서도 드러났다. 권위관

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중앙집권적, 위계적 교육체제에서 자치와 자율에 바탕

을 둔 교육질서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2) 세계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화가 가속화되었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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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우리나라 교육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안병영, 하연섭, 2015). 당시 범세

계적 보편적인 현상으로 교육체제 재구조화, 탈규제화, 개방화의 흐름으로 대

표되는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박세일 외, 1995). 세계 각 국가에서 나타난 공

통적인 교육개혁 지향의 특징은 1) 교육행정의 자율성(Autonomy) 확대, 2) 교

육활동의 다양성(Diversity) 추구, 3) 교육행정 권한의 분권화(Decentralization), 

4) 교육체제의 개방성(Openness) 추구, 5) 국가의 개입 축소 및 민간 역량의 

확대(Privatization), 6)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시장 개념 도입 등으

로 정리할 수 있다(김원찬, 2003). 이는 교육을 위한 경쟁을 신뢰하고 국가의 

직접 개입을 지양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따르는 모델이었다. 

문민정부는 1996년 OECD 가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세계 선진국들(영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개혁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5ㆍ31 교육개혁

을 주도한 정책 주체들은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아 정책적 관심을 피력하였으

며, 이에 영향을 받은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의 장에 편입하

는 계기가 되었다(김용, 박대권, 2015). 

3) 정보화, 지식사회화

1990년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며 세계적으로 정보산업의 발달과 정보 전

달 및 처리 등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정보사회로의 불가항력적 이행을 촉구하였다. 디지

털과 지식의 결합은 모든 이가 디지털 지식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정보화 능력

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게 하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지식사회에서는 생산요소로서 자본, 노동이 아닌 지식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주도적인 사회집단도 지식을 배분하고 적용하는 지식노동자로 바뀌게 된

다(안병영, 하연섭, 2015).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지식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고용능력(sustainable employ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학습을 통한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

에 주목하여 교육개혁의 추진 주체들은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강조하였다(안

병영, 하연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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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ㆍ31 교육개혁: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자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이

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기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학교자치 

정책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과거의 우리 교육체제 내의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학교의 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학교가 교장 중심체제로 권위적으로 운영되거나, 교육공급자 위주로 교육체제

가 설계되어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였다. 종래에도 학부모 단체인 ‘육성회’가 존

재하였으나, 육성회는 일방적으로 주로 재정 후원만 담당하던 기관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표 Ⅳ-1)>.

이에 교육개혁위원회(1995.5.31a)는 1차 교육개혁방안에서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을 목표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학

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당시 대통령보고서에 나타난 학교운영

위원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교육개혁위원회, 1995.5.31a; 1995.5.31c).

구분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재정후원기관 교육자치기구

구성 학부모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

기능 육성회 예산 운영, 기타 건의

Ÿ 심의: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

동 선정, 학칙

Ÿ 의결: 학교장 및 교사 초빙 추천, 기부금 

징수 및 관리

지위 학교 재정 및 운영 객체로서의 지위 학교 재정 및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5.5.31b)

<표 Ⅳ-1> 육성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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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목표하고 

있다. 첫째, 교육자치 핵심주체의 전환이다. 종래의 교육자치 논의에서는 시ㆍ

도 교육청이 핵심주체가 되었다면, 교육개혁안에서는 단위학교로, 학교운영위

원회로 그 중심을 옮기고자 하는 것이었다. 교육개혁안에서 학교자치를 직접

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단위학교를 핵심주체로 하는 교육자치를 꾀

한다는 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진작시키고 있다는 점

에서 이 개혁안을 학교자치의 출발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구조의 변경이다. 종래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교장, 교사, 학

부모의 역할 변경을 꾀하였다. 교장의 독선은 견제하되 리더십 역할은 강화하

고자 하였다. 교사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동시에 교사에게도 책무성

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또한 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하

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기타 사교육 기관

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자 하였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로 방과후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과외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 설치대상: 국ㆍ공립 초ㆍ중등 학교

○ 구성: 교사를 포함한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동문대표, 교육전문가 등

○ 주요기능

- 심의: 예산 및 결산, 선택교과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정, 학교 헌장 또는 학교규

칙의 제정

- 의결: 「교장추천위원회」와 「교사추천위원회」구성ㆍ운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지역사회기부금 징수 및 관리업무,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시여부와 

비용결정 등

- 자문: 기타 학교운영 제반 사항

※ 사립학교의 경우 권장하되, 그 기능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국한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5.5.31c).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참고설명자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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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하였다. 

이때의 학교자치는 학교구성원들의 참여와 민주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이 책무성을 가지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되었다(김장중, 2019). 

2) 교장 및 교사 초빙제 실시

일부 학교에 한하여 「학교장 초빙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등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

다. 학교장 초빙제의 실시방법과 초빙교장의 자격기준 설정은 시ㆍ도 교육감

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학교장 초빙제는 교육수요자의 

교육 요구에 따라 학교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었다. 학교장 초빙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동시에 「학교장 초빙제」에 의해 임명된 교장이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교사 

초빙제」도 병행되었다. 관할 교육청은 학교에서 요청한 초빙조건에 따라 추

천자를 공모하고, 기준에 적합한 자격 소지 교사가 응모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해당학교에 응모한 교사 후보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적임 

교사를 선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임용을 제청하도록 하였다.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교 교사정원의 20% 범위내

<학교장 초빙 절차>

① 학교가 요청한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후보자 공개 모집

② 해당학교 응모교장 중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적임

자 2명을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임용제청 (교장추천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추천위원회를 구성

   ※ 세부시행방안: 시ㆍ도 교육청이 결정

초빙된 교장에게는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5.5.31b). 세계화ㆍ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참고설명자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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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교사추천위원회를 구

성ㆍ운영할 수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5.31b).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종래의 교원임용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제도적 개

혁 시도로 볼 수 있다. 학교현장에 자율ㆍ창의와 유인(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장과 교원에게도 경쟁의 가치를 통해 변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 2008’ 4ㆍ15 학교 자율화: 교육수요자 중심의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1) 4ㆍ15 학교 자율화 개요

5ㆍ31 교육개혁의 핵심기조였던 ‘수요자 중심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등

장과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계

획’은 문민정부의 5ㆍ31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김

용일, 2008). 이명박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내세우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학교 교육 다양화와 경쟁 제

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

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발표한

다(교육과학기술부, 2008.3.20). 추진계획은 크게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자치 및 학교자치와 관련한 계

획은 ‘교육살리기’ 구호 아래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교

육ㆍ가난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

이후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학

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의 큰 줄기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

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자 한 것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4.15). 학교 자율화의 큰 방향은 1) 학교

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에게 돌려주고, 2)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3) 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ㆍ조정,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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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4.15). 구체적으로, 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계

획의 개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의 학교 결정주의이다(고전, 2008a). 이를 위하

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ㆍ중등교육법 제

7조)을 폐지하는 등, 교육과정ㆍ학사 운영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내부 자율통제 기능 강화를 유도하였

다.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평가, 정보공시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ㆍ의결권 강화 등을 통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

였다. 더불어, 인가 및 각종 보고사항을 정보공시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둘째,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다.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초ㆍ중

등교육에 관한 일차적ㆍ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제시되

었다(고전, 2008a). 구체적 권한 이양ㆍ위임 사항 분야는 교수학습 평가, 교원 

분야, 학사학적 관리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

에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 및 즉시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등을 정비하여 중앙

에서 시ㆍ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4.15).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 명료화이다(고전, 2008a). 공교육으로 정착되

지 않은 유아교육,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국가

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ㆍ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ㆍ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 내실화1)

교과부가 자율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시한 첫 번째 정책방안은 지

방교육자치의 내실화이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첫

1) 본 항과 이어지는 항의 정책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2008.3.20)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중심으

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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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시ㆍ도 교육청에 권한 이양이다. 국가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

육격차 해소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여타 핵심 기능은 시ㆍ도 교육청

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ㆍ정원, 학교평가 

실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이양하기 위한 법령 개정(’08.12)을 계획하였다. 또

한, 시ㆍ도간 이해대립사안 조정, 공동문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협

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책협의를 정례화(시도교육감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08.6))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

관 직속의 ‘교육분권화 추진단’ 구성ㆍ운영(’08.3.7)을 제시하였다. 

둘째,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즉시 혁파한다. 이를 위하여 1) 초ㆍ중

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단위학교재량휴업 활성화 지침 등 불필요한 

지침, 수시보고 등 규제를 즉시 폐지(’08.5)하고, 2) 교육부문 규제에 대한 근

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령 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08.4)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자율화 과제 발굴을 꾀하였다. 현장교원,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구성(08’4)하여 현장

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상시 발굴하였다. 또한, 웹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규제 발굴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넷째,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및 학교단위의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자 하였

다. 교장임용체제의 다양화ㆍ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08.12), 시도교육감의 

교원인사권을 단위학교장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 자

율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정분야의 교원 채용 등 

학교단위의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08.12)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공시 등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단위학교별로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교육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08.10)하고, 학교 회계정보 시스템 마련 및 공시를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과부에서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제시한 대표적 정책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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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는, 첫째, 농산어촌

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88개교를 지정하였다.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 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고, 2011년까

지 150개교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였다. 지역거점 학교 등을 선정 지원하고 사

업 평가 후 중학교 사립학교로 확대를 꾀하였다. 

둘째,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를 지정하였다.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에서 2008년 20개교를 지정하고, 관련 기관 산업체의 인력수

요를 적극 반영하여 2011년까지 50개교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직업현장의 마

이스터가 학교의 교원으로 참여하고, 마이스터고와 고등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

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교육과

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2008년에는 농

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를 꾀하였다. 시ㆍ도교육감은 대상학교를 자율적으로 지

정하고 학교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을 추진하였다. 일반 고교를 대상으로 100개교

를 공모하여,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

가 재정지원을 계획하였다. 

4) 교원능력개발평가 입법화

교과부에서는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교

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확대 실시

를 위한 조기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동료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 학교경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

다. 이러한 교원 평가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하여 평가결과에 따

라 개인별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교원에게 집중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제를 시행하였다. 교원능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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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평가영역별 직무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ㆍ도교육감이 지역 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추진하였다. 교사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근무실적 및 교원평가 우수 교원 등 현장 교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학습 연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2. 후기(後期) 학교자치 정책 개관

가. 정책의 내ㆍ외부 환경변화

1) 학교자치 관련 법령

현재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에서 학교자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학교자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자율, 단위학교 

책임경영 등을 포함한 학교자치 관련 법률을 교육의 가치나 학교운영, 구성원

의 권한과 역할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표 Ⅳ-2>에서는 학교자치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 조항의 주요 내용을 학교자치를 강화하여 뒷받침

할 수 있는 조항과 제한하는 조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김혁동 외, 2018). 

현행 법령이 학교자치를 위한 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학교자치에 관한 관련 규정과 법률 및 시행령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

적인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홍석노, 김대유, 이재희, 

2014). 또한, 학교교육당사자들의 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현

행 상위법령에 근거가 규정되어있지 않다(홍석노 외, 2014)는 점이 문제로 지

적되기도 한다. 또한, 상위법령과 학교자치 구현이 상치되어 학교자치 정책실

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자치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가 어

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김혁동 외, 2018; 홍석노 외, 2014). 이처럼 다수의 연

구에서 학교자치의 적극적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전 외, 2011; 김혁동 외, 2018; 백규호, 고전, 2016; 이명균, 

2004; 홍석노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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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주요내용 관련성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 수립ㆍ실시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과 교직원, 학생, 학부모(지역

주민)의 학교운영 참여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보호,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

항은 학칙으로 정함
강화

초·중등교육법 31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

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강화

초·중등교육법 32조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0조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강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0조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며, 그 결과와 다르게/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함

강화

교육기본법 13조

(보호자)

부모 등 보호자의 아동교육에 대한 학교의견 제시 및 반

영권
강화

초·중등교육법 7조

(장학지도)
교육감의 장학지도권 제한

초·중등교육법 6조

(지도 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

공사립은 교육감의 지도 감독권
제한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장의 교무 통할권,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권 제한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기준 내용 설정권, 학교 교과 대

통령령으로 정함.
제한

초·중등교육법 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인정한 

교과용 도서 사용, 교과용도서 범위, 검정, 인정, 발행, 공

금 등 제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한

기타 

관련법

Ÿ 헌법11조(자치규정 제정권)

Ÿ 헌법22조(학문의 자유)

Ÿ 지방자치법 22조(조례제정권)

Ÿ 헌법31조(학습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Ÿ 헌법10조(인격권 및 행복 추구권)

Ÿ 헌법3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료: 김혁동 외(2018: 24); 홍석노 외(2014)를 재구성

<표 Ⅳ-2> 학교자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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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국회에서는 학교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ㆍ계류 중이다. <표 Ⅳ-3>은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진행되고 있는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입법 진행 현황을 보여준다. 학교자치 관

련 최초의 법률안 발의는 제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2006.3.30, 의안번호 174150)로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

는 법률안이었다. 뒤이어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도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치 근거 법안 등 학교자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강득구, 진선미 의원의 학교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하였다. 이에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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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발의

법률안명

발의

일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표발의 　 　 국회 진행 현황

비고의원명

(정당)
지역구

소  속

상임위

상임위

회부

상임위

상정

소위

회부

소위

상정

법사위

회부

법사위

상정

본회의

의결

2001273

초ㆍ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16.07.28
Ÿ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유은혜

(더민주)

경기

고양시병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16.7.29 16.11.16 16.11.16 16.11.23 20.5.30

임기만료

폐기

2001783 “ 16.08.24 Ÿ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
안민석

(더민주)

경기

오산시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16.8.25 16.11.16 16.11.16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5357 “ 17.02.01
Ÿ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

고, 필요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신경민

(더민주)

서울

영등포구

을

미래창조

과학방송

통신위

17.2.2 17.9.18 17.9.18 17.9.18 18.11.12 18.11.12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6189 “ 17.03.15

Ÿ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게 함

Ÿ 사립 학교의 장은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운

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함

진선미

(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안전

행정위
17.3.16 17.9.18 17.9.18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6207 “ 17.03.16

Ÿ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진선미

(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안전

행정위
17.3.17 17.9.18 17.9.18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7041 “ 17.05.26

Ÿ 야간수업, 0교시 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의 참여

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함

Ÿ 학생자치기구 법제화(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 제시 가능)

권미혁

(더민주)
비례

보건

복지위
17.5.29 17.9.18 17.9.18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8386 “ 17.08.04

Ÿ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

교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

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13호의2,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박경미

(더민주)
비례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17.8.07 18.3.19 18.3.19 18.3.19 20.5.29

임기만료

폐기

2009899 “ 17.10.23
Ÿ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

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더민주)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정무위 17.10.24 18.3.19 18.3.19 18.3.19 20.5.29
임기만료

폐기

2011855 “ 18.02.08

Ÿ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ㆍ

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Ÿ 교육과정 개정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더민주)
비례

교육문화

체육관광위
18.2.09 18.3.19 18.3.19 20.5.29

임기만료

폐기

2100840 “ 20.06.22

Ÿ 학생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법정기구화

Ÿ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 를 활성

화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

Ÿ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

강득구

(더민주)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육

위원회
20.6.29 20.8.25 20.8.25 20.8.25 20.9.15 20.9.15

위원회 

심사

2104417 “ 20.10.06

Ÿ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

Ÿ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17조제2항 신설).

진선미

(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국토교통

위원회
20.10.07 20.11.12 20.11.12 20.11.12 20.11.24 20.11.24

위원회 

심사

2104418 “ 20.10.06

Ÿ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 대표가 의견을 수

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Ÿ 학생이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보장(안 제32조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등).

진선미

(더민주)

서울

강동구갑

국토교통

위원회
20.10.07 20.11.12 20.11.12 20.11.12 20.11.24 20.11.24

위원회 

심사

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9.4.16)를 기본으로 추가 재구성

<표 Ⅳ-3> 제20~21대 국회 학교자치 관련 법률 입법 진행 현황(2021.11.10. 기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J6S0G7H2H8Y1B6O4G3D2X8W7O9O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F6Q0E8D2H4D1R6R1P2T1O6K1Y8F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D7R0O2K0B1T1Y1K4C4R5E0H5X5X6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K7E0Y3W1R5G1N8Y1P8Q2Z2M7O5N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E7T0D3H1A6C1A5N5U7J0G9X4N4D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7Z0X5J2M6Z1T5A4R9X1J9E2O6Q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Q7F0N8O0G4I1J1I1L9H4A1N0D3U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P7M1F0Y2D3H1C5Z3I5C4Z5Q1H0F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D8K0U2C0C8Y1S6E1E5W3H8E7U0K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S0H0M6A2L2F1X6D5O6L4V9R7C4R3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P0Q1L0J0Z6R1C6N4V9D1L9R3W6P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X0W1D0J0Y6F1C6E5M0X1A2P3E5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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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화는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의 3단계 과정을 거

쳐왔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감 선출방법은 

임명제에서 교육위원회 간선제로, 이후 1997년 선거인단제로 바뀌었다. 

이후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2007년부터는 부산광역시

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 

시행되었다. 이후 울산, 충북, 경남, 제주에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

육감 선거가 진행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도가 교육감을 주

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고전, 2008b; 정승윤, 2017).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여 교육감을 선출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확인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위가 강하다. 교육감은 주민 대표성을 확

보함으로써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의회,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확립시킬 수 있다(송기창, 2017). 

2010년, 2014년, 2018년 세 번의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거치며 나타나

는 변화 중 하나는 정부나 교원단체의 요구에 응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주민 등 실질적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 공약

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고전, 2019).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통하여 교

육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김용, 2014). 종래의 교육 정책의제 형성의 유일한 주체는 교

육부였으며,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를 통한 민선 교육감

이 등장한 이후에는 각 시ㆍ도의 교육감들은 각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의제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김용, 2014).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며 교육 정책의제를 적

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하였지만, 교육공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 차이로 관련 정부 기관과 대립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2014년 교육

감 선거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보수성향의 집권세력과 교육감 사이에 마찰이 생기며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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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교육부-교육감 갈등 사례로 누리과정 예

산,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무상급식 공약, 학생인권조례 이슈 등 교육부

(또는 시ㆍ도의회)와 민선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후 2018년 

주민 직선에 의한 세 번째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

자가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14곳에서 당선되었다. 14년에 이어 공통된 

공약은 ‘혁신학교’였으며, 보수 후보들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 

진보ㆍ보수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난 양상은 학부모나 지역의 의견

을 수렴하여 채택된 무상급식 공약 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고전, 2019). 

나.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5ㆍ31 교육개혁과 4ㆍ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자치가 강조된 것

은 문재인정부에서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한 국정과제가 명시되면서였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실천 전략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하에 100대 국정과제 교육자치가 포함되면서, 

교육계에서도 교육 분권화 흐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에 따라 교육부 내에는 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장기

적인 재구조화 수행 등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이 설치되었으

며, 이후 존속기간이 연장되었다. 또, 교육 분야 협치 기구로서 교육부 

장관과 시ㆍ도 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로 구성된 ‘교육자치

정책협의회’2)를 구성하였다. 이를 점차 확대 운영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자치 및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신

속히 심의ㆍ의결할 수 있게 하였다(손동빈 외, 2018). 초기 협의 과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최근 2020~2021년에 들어서는 활발한 협의를 통

하여 법령개정, 지침 폐지 등의 성과를 보였다(박진하, 2021).

2) 의장 2명(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포함 총 12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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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부, 2017.8.28). 교육자치협

의회는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을 통하여 교육자치와 학교자율

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로드맵에서는 ① 3대 즉시이행 과제를 추진하는 ‘기반 조

성’(’17) → ② 학교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침 정비하는 ‘성과 확

산’(’18) → ③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혁신을 정착시키는 ‘현장 안

착’(‘19~) 등 3단계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시각에서 시급하게 필

요한 조치들을 3대 즉시 이행과제로 선정하였다(<표 Ⅳ-4>). 

2)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이후 2017년 12월 12일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2차 회의에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

책 로드맵’에서는 처음으로 ‘학교자치’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비록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자치를 학교 민주주의와 동일어

로 사용하여 ‘학교 민주주의(학교자치)’를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 운

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구성원들이 학교의 고유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구분 내용

재정지원사업 개편
특별교부금 축소(4%→3%)

국가시책사업 통폐합 및 사업 10월 조기 확정 등

학교 운영 자율화 2월 교장 인사 발령, 연구학교 축소

시ㆍ도 교육청 

운영·평가 자율화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정원 자율화

시ㆍ도 교육청 평가 및 재정분석·평가 개선

출처: 박진하, 2021: 69

<표 Ⅳ-4>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로드맵 3대 즉시 이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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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교

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12.12)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1995년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자치’, 2008년, 2009년의 ‘학교 자율화’보다 

용어의 사용에 있어 단위학교의 교육 행정적 자치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내용의 자치, 또한 학교 내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진일보했음을 

알 수 있다(손동빈 외, 2018). 

교육부 차원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ㆍ도 교육청은 학교의 자발적 

운영과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의 규제적 지침을 폐지하고, 

단위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주로 

각종 규제 법령ㆍ지침ㆍ계획ㆍ사업 등을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

도록 하였고, 2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정책

과 활동에 대한 일차적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는 법령 정비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였다. 

권한 배분을 위한 우선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가 진행 중인 로드맵 1

단계에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서 131개 과제를 발굴하고, 현시점

(’21.9 기준)에서 그중 125개(95.4%)의 과제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

도교육감협의회는 시ㆍ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규제적 지침 폐지 및 단

위학교로의 권한 재배분을 위하여 12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개

(16.7%)를 정비 완료하였다(’20.12. 기준). 시ㆍ도 교육청 차원의 이행률

이 낮은 이유는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정비 진행 상황에 차이가 있어 17

개 시ㆍ도 교육청이 모두 이행완료한 과제가 2개의 과제인 것으로 확인

된다(박진하, 2021). 나머지 1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청은 완료

가 되었고, 일부 교육청은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로드맵 2단계에서는 교육자치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을 진행 중

에 있다.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 정비과제 131개 중 법령 정비가 수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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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24개(18.3%)에 불과하여, 근거 법률에 대한 정비 개선이 요청된다. 

이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산하에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

ㆍ운영(’20.9)하여 교육자치 법령 제ㆍ개정 과제를 속히 추진 중에 있

다. 법령개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21.2.23)

에서는 8개 법령,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21.7.27)에서는 7개 법령이 

개정 추진 심의ㆍ의결되어 추진 중에 있다. 

다. 학교자치 조례제정

2010년 교육감 직선제로 선출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을 필두로 시ㆍ

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학교자치 활성화 노력이 관찰된

다. 이는 학교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자치를 

활성화시키려는 시ㆍ도 교육청의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였다. 전북

교육청은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뒤이어 광주, 전남, 경기, 강원 등의 지역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가 차례로 시행되었다. 

시기 조례제정 과정

2013.1.31. 광주시의회,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

2013.2.20.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조례 재의요구 지시

2013.2.21. 광주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2013.3.14. 광주시의회,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

2013.3.18. 광주 교육감, 동조례안을 공포

2013.5.
교육부, 대법원에 광주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

지 신청

2013.8.28. 대법원, 광주 학교자치 조례 효력 정지 결정

2015.12.14. 전북도의회, 학교자치 조례안 의결

<표 Ⅳ-5> 시·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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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Ⅳ-5>에서 학교자치 관련 몇몇 시ㆍ도 교육청 조례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상급기관인 교육부와의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결하였

다. 이에 교육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

여 위법하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 및 그 기능과 상충되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광

주광역시 의회는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재의결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광

주광역시 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광주광역

시 학교자치 조례에 관한 조례안(2013.3.14)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

이 없음을 판시하며 광주 학교자치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였다(대법원 판

결 2013추36). 교육과학기술부(2013.2.20)의 보도자료에 따른「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대표적인 위법사항은 아래와 같다. 

시기 조례제정 과정

2016.1.4 전북, 학교자치 조례 공포

2016.1.5.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조례 재의요구 지시

2016.2. 대법원, 전북 학교자치 조례 집행 정지 결정

2016.12.29. 대법원, 광주 학교자치 조례 무효 판결

2017.9.4. 경기, 학교자치 조례안 상정 보류

2018.12.14. 광주시의회, 학교자치 조례안 재의결

2019.1.14. 전북도의회, 학교자치 조례안 재의결

2019.2.1. 전북,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3.1. 광주,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20.11.5. 전남,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21.8.10. 경기,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21.9.1. 강원, 학교자치 조례 시행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2.20) 보도자료; 김혁동 외(2018: 36); 대법원  판결

(2013추36, 2016.12.29.; 2016추5018, 2017.1.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

터(2021.9.22.에 인출); 홍석노 외(2014)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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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요청>

□ 교과부의 “조례 재의요구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근거한 것이며, 교육감이 교과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교과부가 재의요구를 요청하면서 지적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의 

대표적인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상위법

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의 평가권을 들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

 ◦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의 교수학습활동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

여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감과 학교장이 갖는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

 ◦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조례로 학교에 교사회,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

원회 등 특정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을 법령의 위임 없이 교무회의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2.20).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 요청 

보도자료를 재구성

광주교육청에 뒤이어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학교자치 조례 시행을 두

고 교육부와 갈등이 있었다. 두 사례는 당시 비슷한 학교자치 조례를 추

진 중인 강원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

인다.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몇 차례 소송 이후, 현재는 차례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시행 2019.2.1),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3.1),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시행 2020.11.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

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조례(시행 2021.4.15), 경기도 학교자

치 조례 (시행 2021.8.10), 강원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2021.9.1) 등 학교

자치 및 학부모회 설치 관련 조례가 시ㆍ도 교육청 별로 제정되어 시행

되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9.22.에 인출)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6>). 이 연구에서 집중하여 분석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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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명 내용

학교자치 

관련 조례

학교자치 

조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제5

조6(학생회), 제6조(학부모회), 제7조(교직원회), 제8조

(학교자치회의) 등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제5조(학생회), 제6조(학부모회), 제7조(교사회), 제8조

(직원회), 제9조~제11조(교무회의) 등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학교 운영의 원칙), 제4조(학생회), 제5조(학부모

회), 제5조(교사회), 제7조(직원회), 제8조(교직원회) 등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제5조(학생회), 제6조(학부모회), 제7조(교직원회) 등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시‧도교육청

부산, 경기, 광주, 서울,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교육청

부산광역시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6조(학부모회 설치), 제8조(기능), 제10조(임원 등의 

구성), 제15조(총회), 제16조(총회 의결사항 등), 제17

조(대의원회), 제19조(학년‧ 학급‧기능별 학부모회) 등

출처: 이상철(2019: 28)을 재구성

<표 Ⅳ-6> 시·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관련 조례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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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으로 학교자치 정책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Ⅳ-7>에서

는 학교자치의 정책변화과정을 그 성격과 방향에 따라 1~4기로 구분하여 

서술한 것이다. 학교자치 정책은 5ㆍ31 교육개혁부터 4ㆍ15 학교 자율화 

정책, 그리고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이후 시ㆍ도 교육청 수준의 학교자

치 조례제정으로 이어져왔다3). 각 기수는 정책이 마주하는 정책 내ㆍ외

부의 환경변화와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1, 2기

와 3, 4기는 유사한 배경과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로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1기와 2기를 전기(前期)로, 그리고 3기와 4기

를 후기(後期)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3기와 4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하나,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

청의 갈등 끝에 각 시ㆍ도 교육청 학교자치 조례가 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음

구분 주요 정책 환경변화 방향 정책 내용

전

기

1기

문민정부

1995’ 

5ㆍ31 

교육개혁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식사회화

열린교육체제

수요자 중심 교육

자율과 경쟁

교육 다양화·특성화

신공공관리

Ÿ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

을 위한「학교공동체」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교장 및 교사 초빙제 실시

2기

이명박정부

2008’ 

4·15

학교 

자율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본격화

5ㆍ31 

교육개혁을 계승

ê

교육경쟁력 강화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

Ÿ 교육수요자 중심의 자율화 

및 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 교원능력개발평가

Ÿ 기초학력 책임제도4)

 -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 학교 간 성적차 공개

<표 Ⅳ-7>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 과정



- 67 -

1절에서 기술한 학교자치 정책변화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기에서 형성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ㆍ교사초빙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정책은 후기에도 표면적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후기에

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자치가 강화되어 그에 따른 정비과제 

발굴 및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이며,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자치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존의 제도는 지속되고 있으나, 시기별로 학교자치 교육정책의 

방향은 달라졌다. 대표적으로, 5ㆍ31 교육개혁에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

회 제도는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이 마주하는 내ㆍ외부의 

환경변화와 정책기조에 따라 정책의 철학적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에서 

4) 기초학력 책임제도는 학교자치와 직접 관련된 정책안은 아니지만 4ㆍ15 학교자율화

조치의 자율과 경쟁이라는 철학적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정책임

구분 주요 정책 환경변화 방향 정책 내용

후

기 

3기

문재인정부

2017’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자치 

시기

진보 

교육감 

확대

혁신학교 

운동

지역균형발전

교육 민주주의

교육자치 강화

Ÿ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확대 운영

Ÿ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

Ÿ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 권한배분 우선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

4기

시·도교육청

2019’ 

학교자치 

조례제정

학교자치

제도화 

시기

지방분권

학교자치 활성화

Ÿ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함으로

써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보장

 -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

   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설치

Ÿ 교무회의의 설치, 기능, 운영

원칙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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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주의로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거시적 수준에서만 표면적 정책 변화를 확인하기보다 정책 행위 

주체의 아이디어 및 담론과 같은 미시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정책의 변화

를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1절에서 살펴볼 수 없

었던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담론 및 아이디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변동의 

양상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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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의 담론 변화 양상

1. 전기(前期) 학교자치 정책: 신자유주의적 학교변화

가. 정책 문제화(Problematization)

정책 담론에 나타난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특정 문제표현 아래에 있는 

개념적 전제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와 자발적 순응이 

뒤따라야 했다. 정책ㆍ행정 엘리트들이 문제화(Problematization)하고 있

는 전략적 담론이 어떠한 형태로 지배력을 확보하는지를 통해 학교자치 

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문명 대전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21세기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제는 사고의 혁명적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대화, 산업화 시대의 교육철학, 교육원리는 이제 맞지 않는다. 정보화, 세계

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관, 새로운 교육원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교육철학과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짜야 한다.

공보처(1995.5).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신교육 구상 중 발췌

정부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강력하고 유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혁명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교육에의 개혁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였다. 당시 교육

개혁에 깊이 관여한 법경제학자 박세일 교수는 한국교육의 문제 소재를 

과다한 행정 규제와 학교 편의주의에서 찾고 있다(박세일 외, 1995). 다

음은 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박세일 교수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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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과다한 행정규제와 학교 편의주의

교육자치란 있는가

첫째는 행정규제의 과다 때문이다. ... (중략) ... 모든 학교 운영, 학사 행정, 교

육 과정 등에서 민간과 지방의 자율과 자치, 그리고 창의와 혁신의 폭이 거의 없

고, 모든 것이 중앙에서 관료적ㆍ규제적ㆍ획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이른바 ‘교육의 엔터프라이징(enterprising education)’이 전혀 일어나지 

못하며 교육 속에 민간의 자발적 창의력과 ‘기업가적 혁신 정신’이 발현되지 못하

고 있다.

무경쟁 속에 낙후되는 교육 공급자들

둘째는 행정 규제의 기본 방향과 내용이 규제자(정부)와 교육 공급자(학교)의 편

의와 이익 위주로 이루어져서 피규제자(학교와 학생)와 교육수요자(학생과 학부모)

의 이익과 편의가 항상 외면된다는 사실이다. ... (중략) ...또한 교육에는 항상 생

산자 주권이 강조되어 소비자(학생)를 위한 생산자(학교) 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새로운 혁신과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과도한 규제, 생산자 주권을 

앞세우는 규제가 바로 우리나라 교육을 파탄에 빠뜨리는 주원인들이다.

출처: 박세일 외(1995: 19-21).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

교육개혁위원회는 기존 교육의 문제를 <표 Ⅳ-8>과 같이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하였다.

1) 획일적 교육

첫째, ‘획일적 교육’이다. 종래의 한국교육을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으로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이에 개혁안에서는 ‘다양화 교육’을 강조하여 타고난 소질과 창의

력 배양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였다. 

2) 공급자 중심의 교육

둘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학교와 교원, 

즉 교육공급자 편의 중심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해왔다. 이

를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학생의 능력과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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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는 제도, 교육내용, 방법, 등 모든 면에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수

요자’라는 개념이 지나친 시장주의의 은유가 담겨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3) 규제 위주의 교육

셋째, ‘규제 위주의 교육’이다.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 운영의 안

티테제적(antitheses) 개념으로 ‘자율’운영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중앙

집권적, 위계적, 규제적인 교육 운용체계를 문제로 삼으며 이러한 관료

통제적 문화가 타율과 획일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김용 외, 2017).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자율과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

문제화(Problematization) 개혁 기본 방향

획일적 교육

è

다양화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소비자 선택의 교육

규제 위주의 교육 자율중심의 교육

<표 Ⅳ-8> 5·31 교육개혁의 문제화 및 기본 방향 

한편, 이명박정부의 교육자치ㆍ학교자치 정책은 5ㆍ31 교육개혁의 수

요자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이어받아 학교의 다양성ㆍ책무성 제고를 통

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정책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4ㆍ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는 추진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〇 5ㆍ31 교육개혁 이후 우리의 초ㆍ중등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하고 학교의 다양성ㆍ책무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추진

〇 그 과정에서 우리부의 많은 권한을 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였으나 국가주도의 

개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관료적 통제 지속

- 현안 발생시 해당 법 조문을 수정하는 사안별 자율화 추진으로 종합성과 

체계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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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정책 담론이 문제화하고 있는 현상 또한 5ㆍ31 교육개혁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와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 ‘획일적인 규제’, ‘관료적 통제 지속’, ‘현장의 

체감도 저조’ 등의 담론 텍스트에서 정부가 문제화하고 있는 현상이 나

타난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

무성’을 확보하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신

장하고자 한 것이다(김용일, 2008). 아래 <표 Ⅳ-9>는 4ㆍ15 학교자율화 

정책 중 학교자치 관련 정책(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교육과학

기술부, 2008.3.20; 2008.4.15)에서 나타난 문제화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문제화(Problematization) 정책 기본 방향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필요

è

자율성 확대ㆍ책무성 확보

획일적 규제 학교교육 다양화

공교육 전반의 질 제고 필요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표 Ⅳ-9> 4·15 학교자율화의 문제화 및 기본 방향 

- 국회ㆍ언론 등의 대책 수립 요구가 있을 때마다 법적 근거 없는 지침, 계획, 

협조 등의 규제 양산

〇 중앙과 교육청간 업무이양 중심으로 추진하여 학교 입장에서는 통제 주체만 

변경(장관→교육감)되는 형식이 되어 현장의 체감도 저조

- 우리부는 이미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는 입장인 반면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자율화가 미흡하다는 인식격차 발생

〇 새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즉시 혁파 –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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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디어

1)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

학교자치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는 5ㆍ31 교육개혁의 ‘초ㆍ중등교

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그리고 4ㆍ15 학교자율

화의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으로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개혁안의 정책 아이디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초빙제와 교

사초빙제 시범실시 등의 정책 대안으로 나타났다. 4ㆍ15 학교자율화의 

정책 아이디어는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

능력개발평가 등의 정책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1절 학

교자치 정책변화과정에서 자세히 서술하여 생략한다.

2) 프로그램적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

교육개혁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목표, 규

범, 방법, 도구 등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또한 교육개혁안

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교육개혁위원회(1995.5.31a)가 제시

한 행위 주체별 지침이다.

<新교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

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관리되도록 한다.

○ 각급학교: 각급학교는 자율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경쟁

하도록 유도한다.

○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는 충분한 교육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성과 능

력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원: 교원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현장으로부터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현장을 변화시킨다. 또한, 교원은 차세대를 육성함에 있어서 시대 변화를 

예견하고 미래를 먼저 여는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정부: 정부는 각급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ㆍ지원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교육

정보 유통기반을 구축하며, 공ㆍ사립간, 사회계층간, 지역간 교육 형평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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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다양화 교육

먼저, 교육개혁 추진원칙에서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촉구받는 주체는 

단위학교이다. 각급 학교는 자율을 바탕으로 종래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요구받는다. 각급 학교 운영의 원리를 기존의 관료 통제 방법에

서 시장 통제로 그 방향을 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 2020). 학교자

치의 관점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되지 못하고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방법과 도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소비자 선택의 교육

다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수요자의 

입장으로 상정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주체적 지침은 학생과 학부모

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교육공급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충분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학교, 교원

이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수

요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 또한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교원의 역할에서는 이러한 규범적 주장(normative 

arguments)이 담긴 담론이 잘 드러나고 있다. 교원은 ‘교육개혁의 주

체’가 되어 적극적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시대 

변화를 예견’하고 ‘미래를 먼저 여는’ ‘선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

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적절성의 

논리가 드러난다. 

고한다.

○ 사회각부문: 기업은 임금 및 고용관행을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꾼다. 그

리고 언론ㆍ교원단체ㆍ사회단체ㆍ학부모단체 등은 교육개혁을 위한 의식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5.5.31a).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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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정부는 각급 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의도적으로 전경에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교육개혁안

을 관통하는 흐름은 교육경쟁력 강화였다(안병영, 하연섭, 2015). 학교평

가를 통하여 교육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고, 학교들은 성과를 가지

고 서로 간 경쟁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공급자 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통

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

○ 교육의 다양화

종래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성화

된 학교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능력, 창의력 및 인성이 함양되도록 

한다.

○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규제와 통제중심 교육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련 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

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보장됨

과 동시에,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불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평의 장치가 마련되어 교육의 수월성이 확보된다.

○ 교육의 정보화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1세기형 열린 교육이 실시된다.

○ 질 높은 교육

학교와 교원, 그리고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체제와 견실한 재정

지원, 서비스 위주의 교육행정 등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출처: 교육개혁위원회(1995.5.31a).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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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학교자치는 그 자체로 정책의 원칙, 철학, 이데올로기로 정의되

기보다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한 방법,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자율경영은 교육행정기관에 귀속되어 있던 교육 활동 및 

학교경영의 권한이 학교 수준으로 위임되어, 학교구성원들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결정

에 대한 책임을 단위학교가 스스로 지는 개념이다(박균열, 2010; 박윤정, 

2002). 이러한 ‘자율’ 개념은 개혁안의 학교자치 담론 안에서 철학적 

아이디어로 사용되기보다는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로 응집되어 정책 대안

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3) 철학적 아이디어(philosophical idea)

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학교 자율 정책을 통하여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문민정부는 기존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타율과 획일을 지적하며, 그 

대척점에 ‘자율’이라는 지표를 제시하게 된다(김용 외, 2017). 당시의 

교육개혁위의 학교자율경영 교육개혁 논의는 신제도경제학에 근거한 신

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적 개혁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

다(김용 외, 2017). 당시 교육개혁에 깊이 관여한 법경제학자 박세일 교

수의 ‘세계화’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라는 현상적 측면보다는 한국이 

선진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abal standard)에 이

르러야 한다는 경제학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박세일 외, 1995; 안

병영, 하연섭, 2015).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세계 강국 사

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써 교육개혁안에서는 교육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

가(교육부)를 주인으로, 단위학교를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국가 수준의 표

준 설정, 책무성 부과, 대리인 간 경쟁, 인센티브,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규제원리로 채택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용 외, 2017). 시장주의

적 원칙이 기저에 깔려있는 학교자치 정책은 효과적인 학교(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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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라는 기치 아래, 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체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

제를 적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게 되었다.

신공공관리적 학교 개혁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교원을 ‘불

신’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는 4ㆍ15 학교자율화의 학교평가, 교원평

가, 성과급제도, 정보공시 등으로 나타나 학교와 교원을 외부적 자극이 

필요한 존재로 상정한다(김용 외, 2017). 과거 교사에 대한 담론은 ‘선

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등의 오랜 어구로 유추할 수 있듯, 교사

의 사명과 헌신을 강조하였고 학교조직은 도덕적 권력과 헌신으로 이루

어진 규범조직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적 학교 개혁은 그 자

리를 승진 가산점, 성과급, 학교평가, 교원평가 등의 보상적 권력과 타산

적 관여를 강조하며 학교조직을 공리조직으로 변화시켰다(김용, 2012: 

189-191).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성과급제, 교

원평가 등은 정책의 철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학생은 경쟁하지만 학

교와 교사는 경쟁하지 않는다”(이주호, 홍성창, 박혜경, 2006: 36-37). 당

시의 경제학자들은 한국 교육의 문제를 경쟁 구조의 왜곡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즉, 학교 간, 교사 간 경쟁을 유발하여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조직은 내부적으로 주인-대리인의 관

점에서 정부(주인, principal)가 조직한 학교ㆍ교사(대리인, agent) 간의 경

쟁에 뛰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1년간 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학생ㆍ학부모ㆍ동료교사 평가와 같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김혁동 외, 2018). 이러한 경쟁 구도의 본래 취지는 교원의 지대 추구적 

행위를 사전에 막고,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향상하게 시켜 스스로 성장하

게끔 하는 것이다. 이는 느슨한 결합적 조직(loose coupling)이었던 학교

를, 마치 기업에서 목적과 과업, 과업과 기술, 과업과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과업과 평가 간의 관계가 단단하게 결합(tight coupling)되어 있

듯,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김용, 2012: 190-191). 일

제고사를 목표로 한 교사들의 수업방식은 획일화되었으며, 성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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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배분하게 되었다(김용 외, 2017).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갖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김용일, 

2008). 

한편,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흐름 안에서 시장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

이려는 노력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독점적 학교운영을 견제하고, 학교 회계와 교육계획에 대한 심의권을 가

지며 일종의 견제장치 역할을 맡았다(김혁동 외, 2018). 이는 단위학교 

거버넌스의 큰 변화라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거버넌스 내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박균열, 

2010). 또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무성 강화 정책을 

통해 학교 및 교원평가를 다루었다(고전, 2008a).

②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상징과 표본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단위학교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요구가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가 달라진다는 민주적 담론이 담

<민주 생활 규범의 정착을 위한 학교문화의 개혁>

○ 학교내 의사소통 체제의 민주화

학교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체제를 민주화한다. 

- 학교내 각종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능력의 배양

  • 회의 운영 능력의 배양

-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회의체의 위원 선출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관

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을 위한 절차와 관행을 확립한

다. 

- 학교내 각종 행사 및 단체 활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매체의 활용을 활성화한다.

예) 학교신문, 학교방송 등

출처: 한국교육개혁위원회(1998). 한국 교육개혁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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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있다. 교육부ㆍ교육청의 지시를 받는 수동적 기관으로의 학교가 아닌, 

학교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필요에 의한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정리하면, 당시 교육개혁안에 나타난 학교자치 정책의 철학적 아이디

어는 ‘자율’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적 아이디어가 만나는 지점이었음을 다음의 담론에

서 유추할 수 있다. 

“박세일 교수가 당시 세계화에 꽤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교육개혁방

안이 신자유주의 일변도로 나갈까 우려를 했습니다. ”

안병영, 하연섭(2015: 139). 이명현 상임위원 인터뷰 중 발췌

“안병영 장관은 세계화 지향의 교육개혁방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얼마간 유보

적이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이었

으므로 빠른 제도화에 앞장섰다.”

안병영, 하연섭(2015: 187).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의 입장 중 발췌

이는 ‘학교자율경영’, ‘학교 자율화’라는 하나의 정책 아이디어로 

발현되었으나, 서로 다른 두 가지 담론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화로 표방되는 경제학적 접근의 자율 아이디어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나타나는 자율 아이디어가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

이다. 절대적인 비율을 가늠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정부의 학교자

치 담론 내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 담론 상호작용 과정 

1) 조정담론(coordinative discourse)

5ㆍ31 교육개혁의 개혁안 수립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교육개혁 백서

를 살펴보면, ‘내부의 의견수렴’, ‘교육 실태 파악’, ‘일선 교육자 

의견 청취’, ‘동향과 실태 연구ㆍ조사’, ‘각계 원로 및 관계자 간담

회’, ‘당ㆍ정 정책 협의회’, ‘반응 등을 신중하게 점검’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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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ㆍ외부의 조정담론을 통한 정책의제 형성 과정이 있었음을 강조하

고 있다. 종래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체제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점

을 두어왔고, 이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top-down)적 성향이 짙었다. 이

에 5ㆍ31 교육개혁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정책 

텍스트에 나타난 조정담론의 강조는 기존의 개혁안과 차별화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기술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형성ㆍ집행과정을 감안했

을 때, 조정담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위원회 내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여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50여 차례에 

걸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혁안을 검토ㆍ협의하였으며, … 80여개의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선 교육자들의 의견을 청취하

였고, … 또한 대학 총장, 기업인, 언론인, 학부모 등 각계 원로 및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30여 회, 500여 명)를 가지는 한편, 10여 차례에 걸쳐 당ㆍ정 등 

관련 기관과 정책 협의회를 가져 개혁안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

계 집단 및 일반 국민의 반응 등을 신중하게 점검하였다.

(…)

전반적으로 볼 때, 4차에 걸친 교육개혁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만족도는 다음의 여섯 가지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  교원

들의 동조와 협조를 얻는데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교육개혁에 불만족인 교사가 6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교육

개혁추진은 교사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위원회(1998). 한국 교육개혁 백서 중 발췌

거시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안된 개혁방안을 교육부가 집행하는 형식은 정

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담론 상호작용과정으로 귀결되었다(안병영, 

하연섭, 2015). 개혁안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이고 포괄적

인 대규모의 교육개혁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는 정책집행이 불가

능할뿐더러 당시 한국 사회의 민주화ㆍ자치화 수준이 상향식ㆍ협의적 개

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점도 하향식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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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의 이유로 꼽을 수 있다(안병영, 하연섭, 2015). 즉, 담론의 상호

작용 방향은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영향이 사회 대중으로 향하는 방향으

로 드러난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의 출범 당시에 표방했던 교육인프라 

및 운용체제의 개혁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개혁의 우선순위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의한 변화보다는 교육행정 체제와 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

어 진행 될 수밖에 없었다(교육개혁위원회, 1998). 

2) 소통담론(communicative discourse)

따라서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소통담론은 정부의 틀 짓기(framing)로

만 나타나며 그 이외의 소통담론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정

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교원과의 소통담론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다음

의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현직교사 1백명이 「5ㆍ31교육개혁안」과 관련, 13일 오후 7시 부산 

中구 寶水동 중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교육개혁안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채 마련됐기 때문의 실천의지가 극히 의심스럽다』며 『올곧은 

교육좌표를 설정키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1995.06.14). 『부산敎師 100명 改革선언』 중 발췌

5ㆍ31 교육개혁안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육개혁들이 가졌던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1995.06.26). 『김안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논평』 중 발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관해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고는 교육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일선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것으로 

냉담한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회회의록 15대 184회 6차 교육위원회 박범진 위원 발언 중 발췌

당시 언론기사 및 국회회의록 기록을 찾아보면 개혁안의 담론과정 성

격이 더 짙게 나타난다.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개혁은 교원, 학부

모 등 교육 이해당사자의 소극적 참여와 부정적 반응을 유발하였다(안병



- 82 -

영, 하연섭, 2015). ‘자율화’와 ‘다양화’라는 개념을 ‘타율적’이고 

‘획일적’으로 상명하달(top-down)하는 정책 추진의 방법은 비판의 대

상이 되었다(이종재, 2008). 교육개혁의 핵심주체로 상정해야 할 교원들

을 수동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개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함으로써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김혁동 

외, 2018). 이는 개혁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율화’ 정책을 국가 주도의 일방적 집행으로 추진하였으며, 학교구

성원과 관련 집단들 간에 교육개혁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했

기 때문에 획일화된 정책집행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박균열, 

2010). 개혁안에서 목표한 변화는 단순히 법령개정, 제도 개혁, 기구 창

설로 공식적 조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 내용이 당사자들의 사

고와 관행을 바꾸어야 진정한 개혁의 성과가 나타난다(안병영, 하연섭, 

2015). 교육개혁의 방식은 불가피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담론 

과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제도의 착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박균열(2010: 20)은 이에 대하여 학교 거버넌스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부터 시작되는 상향식(bottom-up) 관점 전환으로써 “학교 자율화가 

‘규제 완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로까지 도달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철학적 아이디어로 하는 자율화 조치는 학교를 둘

러싼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깨지게 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김혁동 

외, 2018). 경쟁 구도 안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원끼리, 또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성과를 차등 받는 교원 간에 협력을 기대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단위학교에 ‘자율’을 주면 교사들의 창의와 사

기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다양화시키고자 했던 기대는 오

히려 반대로 교사들의 사기와 열의를 꺾고, 교사들을 탈 전문화 시켰다

는 평가를 받았다(김용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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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기(後期) 학교자치 정책: 학교 민주주의

본 항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시화된 구체적인 정책사례로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담론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전국 최

초로 학교자치 조례를 시행(2019.2.1)하였다. 전북교육청은 박근혜정부에

서 학교자치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고 공포(2016.1.4)한 바 있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로 집행정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전북도의회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 학교자치 조례를 재의결(2019.1.14)하고 시행하였다. 

가. 정책 문제화(Problematization)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자치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파악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

다. 교육감을 필두로, 전북교육청의 정책ㆍ행정 엘리트 집단이 ‘틀짓기

(framing)’하는 문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문제 표현 아래에 있는 

개념적 전제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책 담론에 나타난 문제

를 명확히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형태를 갖추고 지배력을 갖추어나가는

지, 또는 다양한 행위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반대 상황에 맞닥뜨리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보도자료, 정책 텍스트, 김승환 교육감 발언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하여 문제 상황을 명시하고 학교자치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

하여 피력하였다. 동시에 당시(2015/2019) 정책의제 설정 및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1)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대한민국 교육은 지난 시간 중앙집권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발

전해 왔습니다. (…) 민주주의는 타자지배가 아닌 자기 지배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정치를 주도

하고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김승환 교육감 발간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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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교육의 중앙집권 체제를 문제화하며 그에 대한 문제 현

상으로 타자지배를 꼽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는 다양한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에서의 중앙집권, 교육청

과 단위학교 관계에서의 중앙집권, 그리고 단위학교 내에서 교장으로 대

표되는 관리자와 교원, 학생, 학부모로 대표되는 학교구성원 간의 관계

에서의 중앙집권이다. 

학교와 교육을 구성하는 소재와 가치들 이를테면 학교의 철학, 교육과정, 교과

서, 수업, 생활교육, 평가. 교육환경, 학사일정 등등 이러한 것을 직조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인 교무회의가 과거처럼, 지금처럼, 앞으로도 ‘집합당한 채 지시

와 명령을 수령하는’군대 내무반 같다면 아마도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

이다. (…) 결국은 권한의 소유 문제에서 역할의 분담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한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

학교의 교무회의를 ‘집합 당한 채 지시와 명령을 수령하는’ 군대 

내무반으로 비유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타인의 지배를 

받는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으며, 주인의식이 없는 집단은 

구성원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 결정권

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에서만 민주주의가 실현 가

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학교참여에서 소외당하는 구성원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중앙집권 체제와 수직적 

위계관계에서 자기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보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조례라는 것은 기초 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

구를 받아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례를 정해서 그 지역의 행정을 펼치는 거잖아요. 

대동소이하지만은 경상남도에서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면 전라북도하고 백프로 

같을 수는 없겠죠.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대도시 광역하고 도 단위는 

또 다르겠죠. 조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좀 더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하고 지역의 교육을 반영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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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가 그만큼 활성화되니까. 지역별로 시도별로 자기들에게 특색에 맞게. 

이게 옛날에는 중앙통제식으로 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일괄 통제했다면은, 지금

은 뭐 광주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라도 교육청 다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지

역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된다, 이거지.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동시에 시ㆍ도 단위의 자치조례는 그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

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가 된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일괄 통제 시스템에서 각 시ㆍ도별 조례를 

제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2) 학교구성원의 형식적인 학교참여

예전처럼 우리가 회의에서 말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교

무회의나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하시는 것들을 교장 선생님이 싹 번복을 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을 텐데.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기존에도 단위학교에는 일찍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학교장에 권력

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위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학교 단위

의 의사결정에서도 안건이 학교 내 각종 회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드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북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구성원의 학교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왜 학교자치 조례가 필요한가?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이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는 학교장이 철학을 갖고 운영하

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학교구성원의 참여는 더디기만 하다. 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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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

하지 못하다보니 대표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학교자치 조례제

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교육 본질 회복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 보도자료(2015.5.4) 중 발췌

○ 업무 전달 위주의 회의는 아닌가요?

현재 교무회의 모습은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여 주요 사안에 대한 

토의와 토론보다는 일방적 업무 전달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리의 회의,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민주적인 회의나 토론 문화의 경험부족과 형식적인 회의절차에 길들여져 있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중 발췌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교무회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교무회의가 일방적인 업무 전달의 장이 되고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짚고 있다.

가장 이제 문제점은 이제 민주주의로 훈련받지 않은 교사들. (…) 가장 민주주

의가 좋다고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거기는 질서가 있는 것을 민주주의라

고 생각합니다. 교장 말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하는 학교. 평화

롭게 하는게 민주주의.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무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은 

싫어하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관계를 수평적으로 맺지 못해요. 어떤 교장도 보면, “학생이 중요하니까 학생 

의견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나기는 만나요. 만나는데 혼자 30분 연설

하고. 애들이 얘기하면 좀 들어줘야지 혼자 얘기 다 해놓고. 그게 대화라고 얘

기해요. 연설. 혼자 말해놓고 이제 아무 말 없으면 매끄럽게 잘 갔다고 생각하

죠. 애들은 아닌데.

면담참여자 ID 1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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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나쁘게 업무를 과하게 맡은 교사는 중간 전달자로 시간을 뺏는 나쁜 동료가 

되고 운 좋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교사는 투명인간처럼 소외를 즐기고. 관리자

는 훈화나 훈계를 독식하고. 서로를 설득해야 할 일들이 일방적으로 설명되는 

교무회의. 공감과 동료성 없는 메신저 회의가 늘고 대면하는 회의를 없애는 관

리자가 좋은 평을 받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교구성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실

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구체화된다. 교원들은 ‘질서’

있게 ‘평화’롭게, ‘아무 저항 없이’ 교장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민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측정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형식적인 참여에만 그치고 있다

는 지적이다. 학생의 경우에도 참여의 기회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

인 대화나 참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의 참여

를 보장하는 통로 중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 또한 교직원회, 학부모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여 그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교육청은 현재 단위학교에서 구성원의 참여가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

고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를 설득해야 할 일들이 일방적으

로 설명되’는 등,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3)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 세칙 법 조항 미비

교육기본법에 보면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것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놓고는 그다음에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 

교육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었거

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도 만들고 지금 경기도도 만들고 광주도 

만들고 여러 군데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게(학교자치 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거에 담겨져야 돼요. 일단은 변방에서는 우리가 이렇

게 막 울리고 있는데 저기가 중앙정부가 사실은...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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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5조5)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 주체들의 학교

운영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

인 지침 사항은 법률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초ㆍ

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의 자치활동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2)항에서 확인하였듯이 학교구성원의 참여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고 있다. 

참여자 102: 지금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상당

히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자치에 관련된 내용을 초·중등

교육법에 상당 부분 세밀하게 실어주면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

을 수도 있겠죠. 

(…)

연구자: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상의 법제화보다는 조례가 우선적으로 제정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인가요?

참여자 102: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안 만들어주니까. 어느 세월에 기다려. 빨

리해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또한, 1절에서 확인하였듯이 국회에서도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표 Ⅳ-3>). 

그러나 학교자치 관련 법제화 발의안은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번번이 부

결되어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이어져 왔다. 전북교육청은 국회의 법률안 

제정에 앞서 시ㆍ도 차원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단위학교 학교구성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상술한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화 담론을 정리하면 <표 Ⅳ-10>과 같다.

5)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

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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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화(Problematization) 정책 기본 방향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è

자기지배를 통한 참여

학교구성원의 형식적 학교참여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운영 세칙 법 조항 미비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시·도 

조례안 제정

<표 Ⅳ-10>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문제화 및 기본 방향

나. 아이디어

1)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

학교자치와 관련한 정책 아이디어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와 각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

치 조례제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 정책 아이디어로 나타

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조명하여 분석하였다. 전라북도학교자치 

조례는 [부록 1]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제1절 학교자치 정책

변화과정에서 자세히 서술하여 생략한다.

2) 프로그램적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

전북 학교자치 조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

여 목표, 규범, 방법, 도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적 아이디

어 또한 다양한 정책 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자치 조례에 나타난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 확보

초ㆍ중등교육법에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이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

는 대표적인 학교자치기구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그 공식성, 대표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 학교자치 자치기구이면서 법률에 명확한 성격과 역

할은 규정돼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을 뽑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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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와 학부모회는 법령에 그 권한과 성격 이런 것이 전혀 규정이 안 돼 있

어요.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면서 학교 운영위원으로 보내면서 그 하위 조직인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전혀 법률적 권한도 없는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좀 이상

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와 그 위원을 뽑아준 교직원회나 학

부모회는 어떠한 유기적인 연관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상

당히 대표성이나 전문성 이런 면에서 학교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위원 발언 발췌

전북교육청은 그 원인 중 하나를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집단인 교직원

회와 학부모회가 전혀 법률적 권한이 없고 그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는 곧 대표적 학교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와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이는 형식

적인 의원 선출, 의례적인 운영위원회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자치를 조례를 통해 해서라도 이런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공식화되

고. 그 권한과 의결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교직원

회나 학부모회뿐만 아니라 최고.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까지 그 위상이 높

아지고 그만큼 학교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좀 더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위원 발언 발췌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교직원회, 학부

모회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공식적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정한다면,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위상뿐만 아니라 최고 자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

회의 공식성, 대표성, 나아가 전문성까지도 확보될 수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② 교무(敎務)회의에서 교무(校務)회의로 

전북교육청은 교무회의의 성격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학교자치의 방

법적 아이디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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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의 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이 참석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무’를 전달하는 교무회의(敎務會議)를 해왔습

니다. 이에 비해 교무회의(校務會議)는 업무전달식의 회의가 아니라 학교의 장, 

교감, 교사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호 토론을 바탕으로 학교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참여자 모두가 주역으로 소통

하는 교무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중 발췌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에서는 기존의 회의를 敎(가르칠, 교)자

를 사용하여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무를 ‘전달’하는 회의로 정

의하였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 변화하게 될 회의의 성격을 校(학교, 교)

자를 사용하여 학교에 관한 사안들을 학교공동체가 모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로 정의하였다. 

옛날의 교무회의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교무회의라는 것을 썼단 말이에요. 이

렇게 가르칠 교자 교무회의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서) 

쓰는 교무회의라는 것은 이 학교 교자 교무회의야. 이 교무회의(전자)라는 것은 

지시·통제·관리의 교무회의이고, 여기 교무회의(후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

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랑 직원들이 모이면은 딱 네모로 이렇게 마주보고. 

교무부장이 안건이 만들어와서, 교장이 사회는 보고. 안건 1부터 쭉 해서 제안 

설명 듣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하고. 

교장선생님은 더 전체를 파악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건을 냈는데 교장도 솔

직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교무실에서 세밀하게 만들어진 것 가지

고 자세히 안 읽어 보면은 모르잖아. 그러면 교장이 잘 모르면은, “교무부장 

선생님, 그러면은 이 안건에서 뭐가 쟁점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

금 결정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교무부장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죠. “응, 이제 알아들었어.” 교장이 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

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고 하고 그래야지.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거기 보면 교사회도 있고 직원회도 있고. 자치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

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

렇게 보장을 해줬고 그것을 쓰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의 몫이죠.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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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직원6) 회의기구로서 역할 하는 교무회의는 구성원 상호 간

의 민주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직원들은 학교

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함

으로써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

에 대한 교직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책임의식을 갖게 한다. 교무회의

의 결정사항이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되어 자발성에 의한 추진력과 책임

감이 고취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에서는 민주적 교무회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싣고 있다. 교무회의의 운영규정, 회의 시간 확보, 

토론을 위한 공간 마련(좌석 배치), 회의절차, 안건 찾기(안건 예시)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토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

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학교자치 예산 집행의 간소화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로 학교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방법으로 예산집행의 행정 처리를 간

소화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

기본운영비 중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필수 편성하고 담당교사가 개산급7)

으로 집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해설서(2019). 중 발췌

6) 교원들로만 구성되는 회의가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명시하

고 있음
7)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2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

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3 -

 학교 내에서 학생회와 같이 학교자치를 담당하는 교사는 건별로 결

재(품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인해 예산을 제때 활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건별

로 담당교사를 통해 구매 의사를 전달하고, 담당교사는 결재 품의를 받

는 구조로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었다. 

전라북도는 이 자치조례에 의해서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예산의 

1%를 무조건 줘요. 그럼 우리 학교는 ***만 원이야 현재. 그걸 제 통장에 넣어

줘요. 제가 담당이니까. 마음대로 써요. 애들 뭐 먹고 싶으면 그냥 카드 줘요. 

영수증만 잘 챙겨와라. (…) 그냥 매출 전표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면담참여자 ID 1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그 카드로 전체 예산을 미리 결제 한 번 딱 하고. 학생회 이름. 학생회 회장이 

카드 딱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도 내일 자기들끼리 조그만 체육대회 하는데 

자기네들이 인터넷에서 다 물건 구매하고 맨날 학생회실로 택배 옵니다.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중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

로 필수 편성하고, 예산을 개산급으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상술한 세 가지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를 통하여 학

교자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문제화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3) 철학적 아이디어(philosophical idea)

① 학교 민주주의(분권화)

학교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장치

로 나타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

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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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제1조는 자치조례의 목적을 ‘민주적인 학

교공동체’ 실현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는 학교구성원이 바

뀌어도 모든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협

의하여 결정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2019). 

학교자치라는 것은 학교자치 조례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민주

적인 학교문화의 큰 틀에 학교자치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학교가 얼마만큼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느냐. 이 시스템에 중요한 얼개를 

갖추기 위해서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조례에 의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 조례라고 

봐요.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맞춰서 형식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이제 이게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학교 민주주의를 풀어가는데 형식의 틀로서

는 학교자치 조례가 형식의 틀로는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전라북도교육청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학교 교육의 주체들에게 학

교운영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자율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풍토”(전라북도교육청, 

2019: 16)로 정의하였다. 조례에서는 학교구성원들에게 학교운영의 권리

와 권한을 부여하여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교문화라는 큰 목

표를 두고, 학교자치 조례라는 제도적 장치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자치 기구들이 학생, 학

부모회, 교무회의, 교사회 등 이런 학교자치기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

야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

니다. 그렇게 될 때 또 학교의 민주적인 풍토도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학교 민주주의가 바로 교육 주체들의 자발성과 참여를 

높여서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학교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

고 생각합니다.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위원 발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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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조례를 통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를 마

련하고, 학생회, 학부모회, 교무회의, 교직원회 등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

를 가진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게 한다. 그렇게 될 때 학

교의 민주적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이러한 풍토는 또다시 학교구성원들

의 자발성과 참여를 전제로 한 학교혁신의 선순환으로 돌아온다는 설명

이다. 

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학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

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15.11.18) 회의록 김경호 교육국장 발언 중 발췌

학교자치 조례는 또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는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훈련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국민은 태어나면 국민이죠. 그냥 밥만 

먹으면 국민 되는데, 시민은 훈련이 돼야 하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인식을 

이해해야 되고, 실행할 줄 알아야 되고.

혁신학교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 다모임 같은 거나 해서 무슨 말이든지 뱉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가오는 말들도 있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 이런 얘기하지. 그렇게 애들이 크는 거요. (학생) 회장이 회장님 직함만 있

으면 크는 줄 알아요? 자꾸 발언해보고, 의견 교환해 보고. 그렇게 애들이 크

는 거예요.

면담참여자 ID 1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한다면은,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풀어가는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가장 중

요한 자질인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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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적 학

교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연습하는 장은 학교여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경험을 

지원하는 학교풍토 아래에서만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일상이 민주적인 학교문화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비판적 사

고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협력능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다리고 세월이 가면서, 판단하면서, 같은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쌓

이는 거지. 교장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말이 맞는 거야? 저

게 저대로 되는겨?” 이런 거죠. 그런데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쌓이다 보면, 

“그래 맞아. 저 양반 의견은 70~80%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 

회의 때는 이게 더 가속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자치가 성공하는 것도 교장이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도의 수

준만큼 가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신뢰도가 없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장이 학교자치를 성공시키려면은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얻느냐 그것이 그 학교자치 성공

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죠.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동시에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적 의사결정 경험이 누적되고 그 결정사항이 학교운영에 반영

될 때 구성원 사이에는 상호 신뢰도가 쌓이게 된다. 학교자치의 주요한 

구심점인 교장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는지, 학교공동체 

내의 서로 간 신뢰도가 얼마만큼 쌓였느냐에 따라 학교자치의 성패가 결

정된다고 볼 수 있다.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가 있냐면 실패의 경험들이 많

고 성공의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말로만 막 

해놓고 나중에 가서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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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것이라도 그 단위의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의사결정을 해서 자

기들이 실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맛봤을 때. 그때,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네?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앞서 기술한 학교구성원의 성장은 민주적 학교풍토 아래에서 성공 경

험의 누적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이 학습된 공동체에서는 

자율적인 참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성공 경험일지라도 구성원들 사

이의 신뢰와 소통이 쌓임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음

을 제시한다. 

다. 담론 상호작용 과정

1) 조정담론(coordinative discourse)

2019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를 공포하기까지의 정책 형

성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와 다수의 행위 주체 간의 조정담론이 상당히 활

발하게 드러난다. 자치조례 정책 형성과정에서 참여하는 행위 주체는 공

식적 참여자인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외에도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자

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① 정책 사업에 대한 인지적, 

규범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인식 공동체(loosely 

connected epistemic communities)인 학부모, 교직원 집단과 ② 아이디어

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밀접히 연결된 정책지지연합

(advocacy coalitions)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이하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원단체, ③ 아이디어와 기술적 전문성

을 공유하는 전문가 네트워크(expert network)인 시ㆍ도 교육청 산하의 

씽크탱크(Think Tank) 등 다양한 행위 주체의 조정담론이 가시적으로 드

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형성과정에서 자치조례 정책

의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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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부모, 교직원 집단

먼저, 느슨하게 연결된 인식 공동체인 학부모, 교직원 집단의 경우 각

자가 처한 상황과 이익 관계, 가치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저희

는 굳이 학교 자체 조례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현재 이

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무회의에서 이건 학교 이런 일을 하겠다 결정을 한 사항을 우리 운영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 자치기구 2개가 된다고 하면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조율할 기구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학부모대표 발언 발췌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번 조

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학부모회도 

예산에 대해 공식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2015.5.7) 학부모패널 발언 발췌

학부모 입장에서도 각자 소속된 학교에서의 상황이 다르고, 같은 상황

이라도 해석하는 각자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 찬반이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자치 조례가 통과되어 각종 자치기구가 법적으로 위상을 

가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충돌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

는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한편으로는, 학교자치 조례가 ‘시대적 요구’

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학교참여 활성화가 일어나

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교원 집단의 경우에도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자치기구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에 관한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은 전북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토론회에서 개방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북교육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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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총, 전교조

둘째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밀접히 연

결된 정책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s)의 대표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

조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난 조정담론 중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 담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교총의 입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

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 판결(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무효 판결, 2016추5018)을 강조하며 학교자치 조례제정을 강력히 반대하

고 있다. 다음은 교총의 아이디어가 잘 드러나는 입장문이다.

교총은 이미 상위법에서 학교자치를 위한 조항을 보장하고 있으며,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학교현장에 혼란과 갈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학교자치 조례가 상위법의 교장

의 교무 통할권 등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을 강

조하였다. 

<전북 교총의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입장문>

❍ 상위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자치조례에서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없음

 ❍ 이를 중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남용과 낭비

 ❍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자치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해 학교 내 분열과 

갈등이 우려됨

 ❍ 학교 중심의 책임경영이 불가하며 이는 학생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증가

 ❍ 조례에서 규정한 교무회의 심의 기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중복됨

 ❍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권 부

여는 상위법을 월권함

 ❍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해야 함

 ❍ 법에 근거해서 학교 내에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들이 존재하는데도 중

복적인 기구 설치를 조례로 재규정하고 획일화하여 학교를 규제한다면 진정한 

교육자치가 아님

자료: 전북교총 회장 기자회견문(2018.9.13) 보도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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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자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은 누구

나 다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향점에 대해서 시대적으로도 그

것이 또 요청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라는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

면요. 학교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그냥 하루아침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시나 명령적인, 규율적인 또는 반강제화된 걸로는 쉽게 변하

지 않고 오히려 저항적인 그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교장 선생님 독단으로 권한이 주어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교장? 저

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여기서 장담을 합니다. 이렇게 잘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경향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나가시는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 좀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장 선생님들 격려와 칭찬을 좀 해 주셔서 

사기를 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민주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교

장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해드리고, 사기도 진작도 시켜드리고 격려도 해드

려서. 이렇게 좀 뭔가 더 많은 해야겠다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질 때 이게 발전

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해라! 하면은...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북교총 회장 발언 발췌

교총은 민주적 학교공동체라는 큰 철학적 아이디어의 방향에는 동의

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은 이미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진단한다. 오히려 

조례제정을 통해 반강제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의 반

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교총의 우려는 전라북도의회 교육

위원회 학교자치 조례안 검토 회의에서도 드러난다. 

교장 선생님이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장선생님이 대부분 지금도 민

주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교사회나 민주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하시죠. 그런데 학교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간에 교육경험이 굉장히 많다, 폭

이 넓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학교장을 시키시잖아

요. 임명을 하시잖아요. 최고의 리더십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교장 선생

님이 되시는데 능력도 출중하시고요.

그런데 아까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학교장께서 일반 선생님들이 이해

관계나 다른 것 때문에 본인의 생각과 절충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

니까? 그 학교장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의 다수

결의 원칙은 합리적인 부분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 그랬을 경우에 계속 핑

퐁을 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을 양성 시키는 거 아닌가요?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18). 최인정 위원 발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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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의 의무가 있는 학교장의 의견과 자치기구에서의 결정사항

이 상충 될 경우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으로 대표되

는 집단의 강한 반대를 피력하여 전북교육청에서 상정한 학교자치 조례

안이 도의회에 최종 가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19년에 재의결이 진행될 

때에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기도 하였다. 

저희들이 학교자치조례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례

안 자체에 대해서 검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최인정 

위원님과 정호영 위원님이 토론과 질의에서 지적했듯이 조례 자체 내에 충돌부

분이나 불필요한 조항 부분 이런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을 안

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자치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학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그나마도 반

영하기 위한 교육의 가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18). 양용모 위원장 발언 발췌

반면 전교조의 입장을 살펴보면 같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 사뭇 다르

게 나타난다. 전교조의 입장은 앞서 기술한 교육청의 철학적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적 아이디어와 같은 결을 띠고 있다. 이미 학교문화가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는 교총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에서는 학교

의 의사결정 구조가 수직적이며 지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저는 현장에 있다가 나와 있는데 좀 시각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무회의가 

단적인 예인데요. 교무회의를 시작을 하면 말은 회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

는 모습을 보면 각 담당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

면 그다음 교감 선생님 발표하고 마지막 교장 선생님 발표하고. 한마디로 지

시· 수직적 구조거든요. 거의 군대식 문화와 다름이 없습니다.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교조 정책실장 발언 발췌

또한, 전교조는 학교자치 조례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교총의 입

장에 대하여 오히려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이야기 함으로써 구성원 사이

의 역할과 책임의 분배가 일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학교자치 조례로써 

참여와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구성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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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권한을 이

제 많은 다수의 사람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얘기해 보자는 거지 권한을 침해하

는 건 아닙니다. 학교자치 조례 초안을 봐도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교사회에서는 교사의 의견들, 교육과정편성이랄지 평가

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책

임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교조 정책실장 발언 발췌

교총과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원단체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역동적

인 조정담론이 수차례 오갔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중

간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2019년에 재의결 시에는 대법원 판결

에서 지적된 인사자문회 설치 조항 등을 삭제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작년 가을쯤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교총과 사립학교연합회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주셔서 일일이 찾아뵙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반대한 것이 무엇인가 살

피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안을 그대로 주장할 것

은 주장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또 충분히 학교자치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행을 하려다가 충분히 시간을 늦추더라도 어차피 설득을 해야만이 학교자치

가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솔직히 작년 가을에는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

드리면 교총회장이 뒤따라와서 반대한다고 또 설명하고 중간에 복도에서 만나

고 좀 멋쩍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1.14). 강석곤 교원인사과장 발언 발췌

③ 시ㆍ도 교육청 산하 씽크탱크

교육청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청이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과 전교조

의 상반된 시각 차이에 대하여 설문 조사 결과를 들어 주체별 의견 차이

가 있다고 분석한다. 교사, 교직원은 학교 민주화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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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고 있으나 교장은 학교가 충분히 민주적이라고 응답했다고 분석

하였다.

설문 조사를 보면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학

교 관리자인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간의 의견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교직원들은 아직 학교가 좀 덜 민주화되어 있다. 앞으로 더 바뀌어야 한다.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시각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JTV 시사진단 토론(2015.3) 중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정재균위원 발언 발췌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추진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

육정책 연구소의 입장 또한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교원의 

학교자치 인식 조사 등 현장의 요구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

재균 외(2016)의 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학교의 민주적ㆍ자율적 운영 수

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학교의 민주적 운영실태에 대해 교사와 

행정직, 그리고 교장과 교감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교사들은 학

교자치 조례와 같은 교무회의의 법정기구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

나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교육전문성 침해, 학교와

의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였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이와 같은 

정책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

조례안 형성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 주체이자 학교

자치 조례안의 핵심인 학생의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 위원장 최영규: 학생은요?

○ 교원인사과장 강석곤: 학생은 참석 못했습니다. (…)

○ 위원장 최영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자치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결

국에는 가장 큰 수혜자가 학생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

○ 위원장 최영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

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자치기구의 종류랑 있고 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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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가 먼저 나오기는 해요. 그다음에 학부모회 있고 교사회 있고 직원회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학

생들의 인권조례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러한데 실제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1.14).

최영규 위원장, 강석곤 교원인사과장 발언 발췌

이러한 교육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교육청은 조례상에 학교운영위원회

와 교무회의에 학생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는 여전히 학생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 소통담론(communicative discourse)

조례가 학교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조정담론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원활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의 주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① 연수, 워크숍,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학교자치 안착 추진 내용>

❍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학교자치 이해 및 실행력 강화

❍ (학교 내 소통촉진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퍼실리테이션 기반 소통촉진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개선 프로그램)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참여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외부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 (학교자치가 실현되는 민주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며 

일상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초・중・고 16교 운영

❍ (2020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조사)자치기구 및 교무회의 운영 현황과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전라북도학교자치 조례에 따라 매년 조사

자료: 전라북도교육청(2021.1) 2021 학교자치 운영 계획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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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교자치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구성원이 새로운 정책

인 학교자치 조례를 잘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연수, 워크숍,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

법을 강구하여 학교 일상에서 학교자치가 활성화되기를 꾀하고 있다.

② TV 토론회, 언론보도, 정책포럼, SNS 홍보

방송국에서 토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학부형들 중 학교에 동의하는 사람

도 있고.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 애들한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학부형들이나. 학생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 무엇

이 어쩐대 저렇게 시끄러운고? 쳐다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는 거예요.

면담참여자 ID 102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이외에도 TV 토론회, 언론보도, 정책포럼, 홍보 동영상 제작, SNS 채

널을 통한 홍보 및 소통으로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더 친근히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관찰되기도 한다. 

제 3절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

1. 학교자치 아이디어의 변화

가. 전기(前期): 학교자율경영/학교책임경영

담론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5ㆍ31 교육개혁과 4ㆍ15 학교자율화에 나

타난 학교자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학교자치란, “규제

와 통제중심 교육 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

의 교육 운영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련 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즉, 학교자치는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으로 귀결되고 있다. 

정책 담론에서는 획일적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규제 위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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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제화하여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틀짓기(framing) 하고 있다. 

정책안에서는 단위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단

위학교는 자율을 바탕으로 종래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

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을 요구받는

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자치의 결과물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교육수요

자로 상정된다. 단위학교 자율을 통하여 학교와 교원은 교육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또,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단위학교 

평가, 교원만족도평가 등을 시행하고 학교ㆍ교원 간에는 경쟁이 유도됨

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자율’은 그 자체로 목표로 작용하기보다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과 도구적 개념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책안

의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확인하면 더 분명히 드러난다. 

문민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정책화된 학교자치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

올로기와 신공공관리적 개혁모형,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시장주의 원칙에 의한 효과적인 학교라는 철학 위에 

형성되었다.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5ㆍ31 교육개혁의 

민주화 담론 또한 철학적 아이디어로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가

지 철학은 ‘자율’이라는 교집합으로 교차되고 있다(김용 외, 2017). 그

러나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양상을 확인했을 때 전자의 철학적 아이

디어가 더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론 제도주의 

분석 틀로써 바라본 5ㆍ31 교육개혁과 4ㆍ15 학교 자율화에 나타난 학교

자치 개념을 위의 [그림 Ⅳ-1]과 같이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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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규제와 통제중심 교육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련 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학교자치 개념

▲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구축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ㆍ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정책 아이디어

▲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교육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신공공관리적

개혁모형

(New Public 

Management)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

치의 

‘꽃’

글로벌 스탠다드

(Gloabal standard)

효과적인 학교

(School Effectiveness)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절차적 

민주주의

철학적 아이디어1 철학적 아이디어2

▲

획일적 교육

공급자 중심의 교육

규제위주의 교육

문제화

[그림 Ⅳ-1] 전기 학교자치 정책에 나타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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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과 4ㆍ15 학교 자율화에 나타난 학교자치 개념은 그 자체로 

정책의 원칙, 철학, 이데올로기로 정의되기보다는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위한 방법, 도구로 사용되었다. 정책에서 강조하는 ‘자율’ 개

념은 개혁안의 학교자치 담론 안에서 철학적 아이디어로 사용되기보다는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로 응집되어 정책 대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학

교자치 개념이 도구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후기(後期): 학교자치/학교 민주주의

담론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학교자치 조례에 나타난 학교자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학교자치란,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

하고 실행하며,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학교자치를 

학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 담론은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학교구성원의 

형식적인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 세칙 법 조항 미

비를 문제화하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틀짓기(framing) 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지배를 통한 실질적인 학교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조례안이 법적 근거로 제정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자치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이 확보되며, 종래의 ‘전

달’과 ‘지시’ 중심의 교무(敎務)회의에서 ‘공동체’가 함께 ‘토

론’하고 결정하는 교무(校務)회의로 방법적 아이디어를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학교자치 예산을 개산급으로 집행하게 하여 예산집행을 

간소화시켜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학교자치 조례에 나타난 철학적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째, 학교자치조례는 학교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장치이

다. 둘째, 학교공동체와 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이

다. 두 가지 철학적 아이디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틀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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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치 조례가 정책 아이디어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자치 

개념은 정책안에서 철학적 아이디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 사

용되고 있다. 학교자치 조례에 나타난 학교자치 개념을 [그림 Ⅳ-2]와 같

이 도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학교자치 개념

▲

학교자치 조례

정책 아이디어

▲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 확보

교무(敎務)회의

ê

교무(校務)회의

예산집행 간소화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

학교 민주주의(분권화) 학교구성원의 배움과 성장

철학적 아이디어

▲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학교구성원의 형식적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 조항 미비

문제화

[그림 Ⅳ-2] 후기 학교자치 정책에 나타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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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자치 담론 상호작용 과정의 변화

가. 전기(前期): 하향식 정책 형성과정

전기 학교자치정책의 담론 상호작용과정을 살펴보면 조정담론의 주체

는 단일주체로 정부 및 교육부의 정책ㆍ행정엘리트를 중심으로 정부 부

처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5ㆍ31 교육개혁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top-down) 개혁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규모 개혁사업으로 평가받

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설정한 정책의제가 그대로 

사회 대중에게 수용되고, 영향을 미친다. 한편, 집행과정에서도 소통담론

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틀짓기(framing)’한 

문제화 현상을 그대로 대중이 수용하고 있으며 담론 상호작용 과정에서 

소통의 방향 역시 top ⇒ down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3] 전기 학교자치 정책의 담론 상호작용 과정 



- 111 -

당시 정책담론 형성이 하향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혁안이 장기적ㆍ거시적 관점에서 설계

되었고, 포괄적으로 실천되었음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

진 방식이 아니고서는 개혁안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 한국 

사회는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이 그대로 남아있고, 중간 조직이 부재하였

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관행도 거의 

경험하지 못하였고, 시민의식의 성숙도도 상향적ㆍ협의적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안병영, 하연섭, 2015). 

따라서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형성한 정책의제의 영향이 그대로 사회 

대중으로 전달되었고, 엘리트와 대중 간의 정책 소통전략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의 담론 상호작용 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Ⅳ

-3]과 같다.

나. 후기(後期): 상향식 정책 형성과정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상호작용 과정은 전기의 상호작용 과정과 비교

했을 때 훨씬 더 다층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 의제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전기의 의제가 정책 결정자

에 의해 시작되어 처음부터 공적 안건(formal agenda)의 지위를 가지고 

시작된 반면, 후기의 정책의제는 현장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분

명한 차이점으로 드러난다. 

이거(정책방향의 설정)는 교육감의 철학과 맞는 지점도 있지만 사실은 현장의 

요구가 훨씬 더 많았던 지점도 맞죠. 훨씬 더 많았죠. 왜냐하면 학교 자율 운영

이나 학교 민주주의가 지금 학교 변화 혁신 교육을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 주요

한 기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본거거든요. 혁신학교로 시작되는 어떤 혁신교육의 

큰 흐름에서 보면 실제 학교를 바꾸는 변화의 요인이 뭐냐? 이거는 선생님들

이, 혁신학교 교사들은 체감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민주성, 동료 간의 협

력성, 학부모들 간의 이런 소통과 학생들과의 소통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시너지가 된다. 고립화돼서 개인적으로 교육 활동에 집

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공통 요소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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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제대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이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조정담론을 살펴보면, 정책 형성과정에서 공식

적 참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 참여자 사이에서도 활발한 담론

이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정책형성과정의 주체가 단일주체였

던 것과는 달리 다수의 참여자가 활발하게 참여하여 조정담론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학교자

치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될 당시의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이후 공식적 참여자인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조정담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공식적 참여자인 교총, 전교조, 학부모, 교직원 

집단의 활발한 조정담론 또한 정책 형성과정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학교자치 조례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같

은 의제를 두고 다양한 조정담론이 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Geniyes & Smyrl(2008)은 특정 시기에 하나의 지배적인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 아이디어 혹은 인지적ㆍ규범적 틀이 

존재하고 있으며, 권위를 향한 경쟁에서 정책 엘리트들이 아이디어들 간

의 갈등을 활용한다고 설명하였다(하연섭, 2016). 즉, 정치적 경쟁의 요체

는 누가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는가이며, 아이디어 간 경쟁이 정책결

정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하연섭, 2016). 이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

를 점하는 엘리트 분파는 없으며, 대신 지속적 경쟁을 통하여 정책변화

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연섭, 2016). 

단체 중에서 교총과 전교조가 좀 나뉘었어요. 전교조, 실천 교사 연합 단체, 실

천 교사 이런 데는 찬성을 했고. 교총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

서 거기는 이게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 지금은 교무총괄권이라고 할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 교무 통할권이 있는데 그 통할권을 제한한다라고 해

서 반대를 했고. 사립학교에서도 이사회, 사립학교 재단의 운영권이나 자율성

을 방해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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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수업 권한,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평가라는 

것 안에 내 자율성을 갖는 게 학교자치에 가장 최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학부모들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학교자치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게(학부모 참

여가) 하나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간섭. 교육 활동에 

대한 어떤 요구를 강하게 푸시하는 거? 이런 것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푸시

가 하나의 학교자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선생님들은 아니었던 게 있었죠.

면담참여자 ID 2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매우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권역 별로 그러니까 지원청 11개 지원청별로 다 

교장 워크숍, 교감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정책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방향

에 대해서도 교장,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도움 자료집 같은 것

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만, 그 워크숍 자리와 연수 자

리에서도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매우 강한 반발을, 문제 제기를 했죠.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이러한 다양한 행위 주체의 조정담론을 포괄하기 위하여 교육청은 공

청회, 토론회를 공개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실시함으로써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조정담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는 보도자료, 뉴스 인터뷰 등

의 매체를 통하여 여론 조성자(opinion maker)의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 주체의 이익 관계, 가치관, 조례 해석에 따라 조례제정에 

대한 찬반이 갈리거나, 특정 조항, 조문, 단어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기

도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층위의 조정담론을 통하여 실제로 15년도에 

의결된 조례안에서 몇 가지 조항을 수정ㆍ삭제하여 19년도에 재의결되기

도 하였다. 

다양한 행위 주체의 조정담론에 의하여 형성된 정책의제를 정책 집행 

대상인 학교구성원 및 대중에게 알리는 소통담론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

하여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를 대

상으로 연수, 워크숍,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새 정책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소통담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TV 토론회, 언론 보도, 정책포럼, SNS 홍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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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적극적 노력도 관찰된다. 후기 학교자치정책의 담론 상호작용 과정을 도

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Ⅳ-4]와 같다.

[그림 Ⅳ-4]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담론 상호작용 과정 



- 115 -

제 5장  종합 논의

제 1 절  학교자치 정책변화의 특징

지금까지 학교자치 정책의 단계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짚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학교자

치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용 외, 2017; 이상철, 2019)는 문제를 확인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정책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손동빈 외(2018)는 우리나

라에서 학교자치 개념은 교육개혁과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

위 주체에 의해 논의되어 옴으로써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채 실천적 영역에서 먼저 전개되어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

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원

인이 학교자치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자치 정책변화의 특징을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

로, 1995년 5ㆍ31 교육개혁에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근 30여 

년간 지속되었음을 들 수 있다. 제도를 거시적 수준에서 관찰했을 때, 

제도변화를 초래할만한 역사적 사건 또는 외부적 충격 또한 존재하지 않

았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에서 설명하는 경로의

존성, 동형화, 개인의 합리적 선택 등과 같은 제도형성요인으로는 제도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지닌다. 이는 거시적 수준의 제도분석

으로는 학교자치 정책의 세밀한 변화를 읽어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의 제도는 지속되고 있으나, 시기별로 학교자치의 교육정책 

방향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가 등장한 이래로, 

근 30년간 학교자치는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주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념화되어왔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학교자치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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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은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로 점차 공론화되어, 

1995년 5ㆍ31 교육개혁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자율’, ‘자율경영’, ‘책무’, ‘자주성’, ‘전

문성’, ‘책임’, ‘민주주의’ 등의 다양한 학교자치 관련 개념이 등

장하며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의 변

천 과정에 있어서 그 성격과 목표하는 바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표 Ⅴ-1>). 

즉, 학교자치 전기에서 후기의 시간 변화에 따라 거시적 수준에서는 

학교자치제도가 표면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에서의 

내생적인 변화가 확인되므로 이를 간과한 분석은 학교자치 정책의 주요

한 정책변동 양상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자치 

제도의 변화와 정책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자 및 아이디어와 같은 

미시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민정부 이전 전기(前期) 후기(後期)

발전국가 주도 하의 

국민 형성과 산업화를 

위한 교육

정보화, 지식기반경제, 

세계화 환경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 네트워크 구축, 

협업, 모니터링을 통한

수요자(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획일적인 교육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 민주주의, 다원화

공급자 위주의 교육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소통 

강화를 통한 교육

‘권위관계’에 

기초한 교육

‘시장기제’를 

활용한 교육

‘교육 민주주의’에 

기초한 교육

자료: 안병영, 하연섭(2015: 394)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 재구성

<표 Ⅴ-1> 시기별 학교자치 교육정책 방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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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학교자치 정책의 담론변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 담론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살

펴 내생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수의 선

행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학

교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로의 성격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김용 

외, 2017; 김혁동 외, 2018; 손동빈 외, 2018). 이 연구의 결과 또한 다수

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을 담론 제도주의를 통하여 분석함으로

써 제도를 구성하는 아이디어 변화에 집중하였다. 문민정부에서부터 문

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자치 관련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

이디어의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연구결과, 정책ㆍ행정엘리트가 가진 학

교자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화함으로써, 변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

해 현존하는 학교자치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재결합하여 정책

이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존 학교자치 정책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제도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담론의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논

리가 성립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교자치 정책

의 역사를 1, 2, 3, 4기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서로 같은 아이디

어를 공유하고 있는 1기와 2기를 전기(前期)로, 그리고 3기와 4기를 후기

(後期)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전기와 후기를 비교하여 담론의 변화를 설

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곡점을 아래와 같이 논의한다.

첫째, 철학적 아이디어의 변화이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 문

화, 시대에 대한 가치, 원칙 등을 구성하는 철학적 아이디어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학교자치 개념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

되어야 한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의 철학적 아이디어의 가장 주요한 이

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였다. 당시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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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내세우고, 효과적인 학교라는 기치 

아래 신공공관리적 교육개혁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오랜 군부독재 끝의 

민주화의 열망 또한 철학적 아이디어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뿌리 깊던 

관료적 구조와 권위주의적 의식에 대한 반작용으로 단위학교 차원의 교

육자치가 제시되고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지는 기반으로 적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두 가지 철학

적 아이디어 중에서는 전자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반면,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철학적 아이디어는 학교 민주주의와 학

교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으로 변화하여 나타난다. 이때의 학교자치의 철

학적 아이디어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분권, 그리고 단위

학교 내에서의 교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차원에서의 분권을 통하여 

학교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학교는 구성

원의 배움과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프로그램적 아이디어의 변화이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은 단위학

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교육,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라는 수단을 통하여 문제화하고 있는 현상의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학교자치기구의 공

식화 및 대표성 확보,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교무(校務)회의

로의 변화, 예산집행 간소화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꾀하고 있다. 전기의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지시, 통제, 경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후기의 프로그램적 아이디어는 지원, 견인, 촉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상술한 철학적, 프로그램적 아이디어의 변화에 따라 학교자치 개

념 또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기의 개념은 “규제와 통제중심 

교육 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 운영

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련 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자율과 책무성, 효율성에 방점

이 있다. 반면 후기의 개념은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권한

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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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며,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의되며 권한, 자주적 

결정, 책임에 방점이 있다. 

상술한 학교자치 정책의 담론변화를 주요한 변곡점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생적인 변화의 특징을 논의할 수 있

다. 첫째, 전기에서는 강조되고 있으나, 후기에는 약화된 담론이 확인된

다. 전기 학교자치 담론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BM)를 중심으로 책무성

의 아이디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후기 학교자치 담론에서는 책임, 

규제, 책무성 등과 같은 아이디어가 다소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

에 민주주의, 구성원의 참여권과 같은 아이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이에 따른 정책ㆍ행정엘리트의 아이디어 변화가 정책용어로 나

타나기도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자치와 관련된 용어가 혼재

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장중, 2019; 손동빈 외, 2018; 이상철, 2019)고 하였

으나, 연구결과 이는 학교자치 개념과 아이디어의 변화에 따른 정책ㆍ행

정 엘리트의 의도적인 용어 변경일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의 아이디어와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아이디어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아래의 면담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2010년에도 학교 자율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사

실은 이 자율 경영이나 자율화의 이 ‘자율’은 5.31 교육개혁의 철학적 기조

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경

쟁 논리. 거기에서 승자 독식. 이런 것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운영의 

최고점을 학교장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갖고 있는 함의가 매

우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이라는 용어 말고 운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서울시

교육청)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는 공동이 같이 간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학

교자치라는 용어도 계속 이제 부각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특정 직위에 있는, 

특정인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선 교육감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본다라는 것

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의 기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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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영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이 

경영이라는 거 자체가 경영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체로 이전에 학교 

자율화 조치에 의거한 학교장 중심 학교 경영이 한참 또 유행했던 시점이 있어

요, 이 용어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제 갖기 위해서 사실은 

용어를 조금 달리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면담참여자는 ‘가치관’과 ‘기조’가 달라진다고 표현하며 사용하

는 정책 용어가 ‘전혀 다른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책ㆍ행정

엘리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디어의 변화를 용어의 의도적 

사용을 통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제 3절  학교자치 정책변동

이 연구에서는 문민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학교자치 정책의제 형성과정

의 담론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담론의 소통과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다. Schmidt(2002)는 담론의 과정과 제도의 모습(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연결 시키고 있다. 즉, 학교자치 제도가 나타나는 모습

에 따라 조정담론과 소통담론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이다. 조정담론과 소통담론의 소통과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한 

이 연구의 결과는 Schmidt(2002)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절연되어있는 정책 결정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학교자치 정책의 경

우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들은 주로 정책ㆍ행정 엘리트로 한정된다. 

단일 행위 주체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정담론의 중요

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즉, 정책 엘리트들에 의해 채택된 정

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틀짓

기와 정책 담론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하연섭, 2016). 이는 최고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동원 모형(mobilization 

model)이 주를 이루고,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회일수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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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사용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Cobb et al., 

1976).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이 연방제, 조합주

의적 전통,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

는 특징을 가진 국가에서는 관료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집

단, 노동조직 및 자본조직의 대표 등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하연섭, 2016). 마찬가지로 이 연구결과에서도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이처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정

책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도화되어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

한 조정담론이 다양한 행위 주체를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으

로 드러난다. 즉, 정부와 사회집단 간의 조정담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 

Schmidt(2002)의 논의는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상호작용 과정 변화가 

곧 학교자치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주요한 

담론 아이디어 및 상호작용 변화의 동인을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두 가

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는 정책 엘리트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책 엘리트들 간의 정당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 때문에 정책 엘리트들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enieys & Smyrl, 2008). 즉, 국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없어도, 제도가 안

정되어 있어도,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정책변동은 ‘항상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하연섭, 2016). 국가는 복수의 정책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상태에서 정책 엘리트 간의 경쟁은 인지적 차원의 헤게모니

를 차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경쟁’으로 나타난다. 이때 정책 엘리트

들은 아이디어 간의 갈등을 활용하게 된다.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아이

디어 경쟁은 각 정권 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 간의 관계에서 정책 엘

리트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우위 경쟁으로 드러난다. 이는 전기 학교자치 

담론에서 우위를 점했던 책임, 책무성, 경쟁 등의 아이디어가 후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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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담론에서는 우위를 점하는 데 실패하고, 학교 민주주의, 구성원의 

참여 등의 아이디어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자치 아이디어 변화의 첫 번째 전환점(turning point)은 정권교체

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교육자치와 분

권을 강조함으로써 이전 정권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하여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틀

(normative framework)로써 학교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자치 용어 확산의 출발은 2017년이었어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교육공약 안에 학교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교육부의 직제 안에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2017년 전부터 왔고, 그래서 

현장에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아 뭐가 바뀌겠구나.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안에서 권한 분배 이런 게 새롭게 일어나겠구나. 그럼 학교에도 뭔가 자치가 

제도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그때는 이제 박근혜정부 시대라서. 이러한 것들이 먹히지가 않을 때였어요. 학

교 자율성이나 기초적인 학교문화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누구도…. 또 더군

다나 교육부는 그거를 반기지를 않았고.

면담참여자 ID 103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아이디어 변화의 두 번째 전환점은 민선교육감의 등장으로 볼 수 있

다. 진보 성향의 민선 교육감들은 교육부와의 갈등에 있어 시ㆍ도 교육

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부로부터의 독립을 꾀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자치라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해석하며, 재결합하고, 그리고 더욱 

주요하게는 학교자치 조례 등으로 아이디어를 실행함으로써 정책변화를 

추동하였다. 김용(2014)은 이러한 시ㆍ도 교육감의 정책 선도적인 역할을 

정책 창도자(policy entrepreneur)라고도 표현한 바 있다. 

2017년 정권교체 전까지는 오랫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교육부와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자치를 주장해야 이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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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같은 경우는 권한을 많이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게 많이 이슈화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학부모나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보

면 학교자치 같은 건 (시·도교육청에게) 좋은 명분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학

교자치를 얘기하면 학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한

다, 그런 학교자치로 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만 누가 방해를 한다? 라고 하면은 

이슈화하기가 좋죠. 그래서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 학교자치, 교육자치

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시어머니 모시기 싫은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내 일 가자. 지금으로서는 교육

부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하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감 협의회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교육

부 장관도 와서 회의를 해야 하니까. 이제는 시·도교육청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면담참여자 ID 2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정책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개념은 정부의 분권화 

정책이나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가 왜 채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둘째, 조정담론 주체의 다양화를 통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담론 형

성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의 형성이 정부 주도

의 하향식 과정이었다면, 후기 학교자치 정책의 형성은 현장의 요구에 

의한 상향식 과정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진보 성향의 민선교육감이 채

택한 정책 아이디어와 다양한 행위 주체로부터의 요구가 맞닿는 지점에

서 정책이 형성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게(학교자치 정책이) 그냥 민선 교육감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민선 교

육감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대안과 변화의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이 있

었던 거죠.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없었냐? 하면 있었던 

거예요. 차이는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정책을 바텀업

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차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하지만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반대되는 조정담론을 주장하는 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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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를 하향식 정책형성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라

는 거시 수준(Macro-level)에서 본다면 정책 형성과정이 상향식일 수 있

겠으나, 이를 다시 교육청과 학교라는 중간 수준(Meso-level)에서 본다면 

이는 다시 하향식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득권의 손을 내려놓는 것은 기득권이 마음이 열렸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민

주화라고 해서 이것을 법에도 없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해서 가져가는, 뺏는 거

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민주주의라면 이런 조

례가 없더라도 교장선생님과 잘 소통해서 그래서 협력해 나가야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조

례로 일반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1.18). 최인정 위원 발언 발췌

법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화되는, 강제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번에 주기는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여전히 반발이 있기도 

하고. 또 이거를 그냥 흘러가는 공문서를 치부해버리고 지나가는 학교들도 있

는 것 같고 그래요.

면담참여자 ID 301 인터뷰 내용 중 발췌

학교자치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아이디어가 현장에서 아래로부터 시작

되었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민선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 정책을 형성ㆍ집행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담론 상호작용 과

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는 정

책ㆍ행정 엘리트의 영향이 사회 대중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지배적 정책 담론과 상치되는 조정담론을 가

진 이익집단들의 불만 제기도 관찰된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두 가지 정책변동 원인을 통하여 연구자가 논의

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를 정책변동의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로써 고려해야한다.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 변화

에 따라 정책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는 독립변수로 작용

한다. 동시에 정책ㆍ행정 엘리트들의 의도적인 용어 사용이나 학교자치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변화를 통하여 대중들의 아이디어 변화를 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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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아이디어는 종속변수로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거시적 수준의 변수만을 확인하기보다 미시적 수준의 

변수, 즉 행위자의 아이디어 및 행위자 간의 역학관계를 통하여 제도변

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

교자치는 정책 엘리트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정치적 수사

(rhetoric)로 쓰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현시점에서 교육자치와 학

교자치는 학교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

니며, 분권화의 흐름은 거의 절대선과 같은 거스를 수 없는 급류를 타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학교자치의 개념이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개념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학교자치를 논의함에 있어 민

주주의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형평성과 효과성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율 및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명

시하여야 하며, 단위학교의 역량,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분배 등 학교자치 정책을 공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이전에 남아있는 과

제들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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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요약 및 결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역공동체로, 시

ㆍ도 교육청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배분하는 교육 분권화 현상은 전 세계

적인 흐름이다. 교육계에서도 교육자치 담론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지

금까지 교육자치에 대한 담론은 주로 교육감 중심의 광역교육자치였으

나, 최근 관ㆍ학을 앞다투어 가장 활발한 논의는 ‘학교자치’를 둘러싼 

담론이다.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관련 정책을 결정ㆍ집행

하고 있으며, 일부 시ㆍ도에서는 학교자치 조례를 입안하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도 학교자치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자치 정책이 공격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하여, 학교자치

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지적된다. 학교자치 개념의 불분

명, 학교자치의 범위, 학교자치 관련 법령, 학교자치 조례제정 논쟁 등 

학교자치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가 갖는 역사적 경험과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자치를 이해하고 접

근하는 방식이 각 행위 주체별로, 상황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책의 

변화 과정 안에서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의 선택, 갈등, 상호

작용이 나타난 담론의 양상을 살펴 내생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인 제도변화가 다소 정적인 것에 비해 학교자

치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담론 변화가 역동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에 제도변화의 분석 수준을 낮추어 보다 구체적인 행

위자로 분석단위를 설정하면 내생적 변인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와 그 원인을 외생적 

변인뿐만 아니라 제도 내의 내생적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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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제도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치 정책 형성과정에서 담론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헌분석, 담론분석 및 질적 내용분석, 심층

면담을 하였다. 학교자치 정책 담론이 담긴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ㆍ확인하였고, 정책 텍스트에 담긴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아이디어와 담론 소통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정

교화를 위하여 정책ㆍ행정 엘리트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 정책의 변화를 전기(前期)와 후기(後期)

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학교자치 5ㆍ31 교육

개혁과 4ㆍ15 학교자율화를, 후기 학교자치 정책 시기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및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제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전

기에서 형성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ㆍ교사초빙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의 정책은 후기에도 제도의 표면적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후기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교육자치가 강화되어 그에 따른 정비

과제 발굴 및 법령 정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ㆍ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자치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을 펼쳤다.

둘째, 학교자치 정책 전기와 후기에 걸쳐 제도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와 

담론이 변화하였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에서는 획일적 교육, 공급자 중

심의 교육, 규제 위주의 교육을 문제화하였다. 이에 철학적 아이디어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교육, 학교ㆍ교원 간의 경쟁 유도 등의 프

로그램적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자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전기의 학교자치 개념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후기 학교자치 정책에

서는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타자지배, 학교구성원의 형식적 학교참여,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 조항 미비를 문제화하였다. 이에 철학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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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로 학교 민주주의(분권화), 학교구성원의 배움과 성장을 바탕으로 

학교자치기구의 공식화 및 대표성 확보, 전달형식의 ‘교무(敎務)회의’

에서 토론형식의 ‘교무(校務)회의’로의 전환, 예산집행 간소화 등의 프

로그램적 아이디어를 통해 학교자치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즉, 후기의 학교자치 개념은 “단위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에 관

한 권한을 갖고, 학교구성원들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일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또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담론 상호작용과정에서도 변화가 드러났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

에서는 하향식 정책형성의 성격을 띠며 정부ㆍ교육부가 조정담론의 단일 

행위주체로, 교원과의 소통담론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후기 학교자

치 정책에서는 상향식 정책형성의 성격을 띠며 정부ㆍ교육부, 시ㆍ도의

회, 시ㆍ도 교육청, 씽크탱크, 교원단체,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조정

담론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구성원 및 대중과의 소통담론도 

상향식 소통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자치 정책변동의 원인은 제도 내 행위 주체의 아이디어 변

화와 행위 주체 간 역학관계의 변화이다. 정책변화는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며, 전기 학교자치 아이디어는 학교자율경영 

또는 학교책임경영으로 귀결된다. 정책에서 강조하는 ‘자율’ 개념은 

전기 학교자치 담론 안에서 당시 정책ㆍ행정 엘리트가 문제화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학교 효과성 및 학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구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후기 학교자치 아이디어는 학교자치/학교 민

주주의로 귀결된다. 후기 학교자치 정책에서 강조된 ‘자율’ 개념은 학

교 민주주의라는 철학적 아이디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틀로써 

절차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변화는 정책 

엘리트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설명된다. 아이디어 변화의 변곡

점은 정권교체 및 민선교육감의 등장으로, 이를 기점으로 하여 변화 양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자치 정책의 표면적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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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교육개혁에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30년 가까이 지속된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제도는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자치의 교육정책 

방향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 변화에 따라 거시적 수준에서

는 제도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미시적 수준의 내생적 변화가 확

인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학교자치의 제도변화와 정책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및 아이디어와 같은 미시적 개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자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학교자치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이 재결합하여 제

도가 변화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연구에서는 철학적 아이디어, 프로그

램적 아이디어, 담론 소통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정책변동을 설명하였다. 

정책변동의 원인으로써 아이디어와 담론을 파악한 결과, 전기에서 강조

되고 있는 책무성 담론은 후기에서는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자치 개념과 용어의 혼재를 지적하였으

나,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책ㆍ행정 엘리트의 의도적인 용어 

혼용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정책변동의 독립변

수이자 종속변수로써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학교자치는 정책ㆍ행정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의 산물로, 

정치적 수사로 쓰이고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학교자치를 분권화 및 

학교 민주주의와 같은 절대선으로서 개념화하기에 앞서, 학문적 또는 법

적 개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자치 법제화와 같은 정책

의 본격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학교 민주주의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분

권의 효율성과 단위학교의 역량 제고를 통한 효과성의 가치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하며, 학교자치를 둘러싼 자율의 개념과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조례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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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자치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첫째, 교육감 중심의 자치 담론을 넘어 단위학교를 주체로 하는 학교

자치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자치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정책 창도자 역할을 하며 학교

자치를 정치적 수사로 내세우는 양상이 드러난다.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

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단위학교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단

위학교를 주체로 한 자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의 역량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진

정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교육

부와 교육감의 대척점에 학교자치를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의 본격적인 권한 분배가 필요한 시점임이 드러났다.

둘째, 기 시행된 조례에 대한 정책평가가 요구된다. 시ㆍ도 조례를 넘

어 학교 내 자치기구의 법제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법제

화 이전에 각 시ㆍ도의 조례 시행 사례에 대하여 정책산출(output), 정책

성과(outcome), 정책영향(impact) 등의 정책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산출

된 정책결과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발생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자치 조례가 시행된 이후 각급 단위학

교 현장에서 학교자치 조례가 어떠한 경로(throughput)를 통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분석된 현장의 요구와 정책의 공과(功過)는 시ㆍ도 단위의 학교

자치 논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집행전략을 시사

할 것이며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셋째, 학교자치 및 분권화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자치 정책의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강

조되고 있다. 민주성의 가치는 분권화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으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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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발전에 강한 원동력이 될 수 있으나, 분권화 정책

의 확대에 있어 예산대비 효과성, 학교 격차 등과 같은 실천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국외에서는 분권화

의 도입 원리로 행정적ㆍ경제적 효율성,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학교자치 정책의 전개 근거와 효

과성 분석의 준거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면담

참여자는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했냐, 안했냐는 측정이 쉽지 않아요

(면담참여자 ID 101)”라고 언급하며 이에 따른 실증적인 효과분석이 어

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교육자치, 학교자치 정책의 지속

적인 양적 팽창 이전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의 효과성 논의가 지속적

으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자치에 대한 자율 및 민주주의 개념에 정책상 책임의 범위

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전기 학교자치 정책담론의 큰 흐름

이 ‘자율’과 ‘책임’이었던 것에 반하여, 후기 학교자치 정책담론은 

‘자율’과 ‘민주주의’에 그 방점이 찍혀있으며 ‘책임’의 담론은 비

교적 강조되지 않고 있다. 학교자치의 심화가 다수의 논리를 따라 학교 

간 격차 및 학교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논의점이다. 따라서 정책상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장

치 또는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하다.

이 연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자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후

속연구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을 분석하는 하나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자치조례에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이후 활

발히 진행 중인 다수의 학교자치 정책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자

치 기구 법제화 이슈 등,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교자치 정책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

의 변곡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5ㆍ31 교육개혁부터 현시점까지

로 한정하였으나, 범위를 넓혀 교육자치의 큰 줄기 안에서 제도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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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엘리트의 담론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정책의제 형성

과정과 담론 소통과정을 분석 하향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치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상향적으로 접근하는 

집행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책이 형성

ㆍ집행되는 과정을 목표달성 여부로 판단하는 일방향적이고 선형적인 관

점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이 단위학교의 행위 주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요인 등이 정책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 행위 주체가 처한 

맥락 속에서 행위자들은 어떻게 정책을 해석하고 실행하는지를 확인하여 

역동적이며 비선형적인 정책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설계

된 정책이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여가는지, 또는 안착하지 못하였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즉, 학교 수준의 학교자치 정책 이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정책설계에 환류함으로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재설

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학교자치 정책의 방향성이 분명한 시ㆍ도 교육청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타 시ㆍ도의 정책ㆍ행정엘리트

를 추가 섭외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담론분석의 대상이 

된 시ㆍ도 교육청은 학교자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

로, 정책 선두주자로서의 대표성이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 지

역에서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

라, 각 정당의 국회의원 및 서로 다른 성향의 교원단체가 생성한 담론이 

역동적으로 드러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학교자치 담론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수 교육감 지역의 학교자

치 담론 또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후기의 학교

자치 담론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부각되어 정책적 시사점을 더

욱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교육감의 성향

에 따른 비교적 관점을 견지한 학교자치 정책 담론분석 연구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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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2019. 2. 1.] [조례 제4614호, 2019. 2. 1., 제정]

전라북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063-239-34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

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학

교공동체 실현과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 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 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의 교원과 직원

을 말한다.

5. “학교교육의 주체”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의 주체가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

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에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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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자치기구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

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

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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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사회) ① 교사회에는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 교과별 협의 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직원회) ①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무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직원회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교무회의

제9조(교무회의의 설치ㆍ구성 등) ① 학교에는 교직원 회의기구로서 교무회의(校

務會議)를 둔다.

② 교무회의의 참석 범위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교무회의는 학교의 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학교의 장 또는 교직원 4

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주재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소속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0조(교무회의의 기능)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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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규칙의 제·개정,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과 이에 소

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칠 교무 안건에 관한 사항

3. 학교 운영과 관련한 교직원의 제안 사항

4.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자치기구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무회의의 운영원칙 등) ① 교무회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

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주적인 방법과 회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무회의 운영규정

을 제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

를 받아들인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교무회의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논의의 절차 및 의사 결정에 관

한 사항 등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

시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614호,2019. 2.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무회의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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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면담 질문지

범주 질문 내용

문제화

□ 기존에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해 학교자치를 지원하

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

회, 학생회, 교직원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연구보고서는 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단위학교

로의 위임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서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진(/교육청) 이 파악한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상황 진단과 관련한 B교육청의 요구가 있었

습니까? 

□ A교육청은 2016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자율운영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정

책용어 도입 등) 정책설계에 앞서 A교육청이 파악한 현실의 문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철학적 

아이디어

□ 학교자율운영 관련 정책이 교육청의 핵심 정책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역량 강화, 민주적 학교문화 확립, 교원 

연구문화 조성,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과 같은 학교자율운영을 지

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교육청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입

니까?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 학교자치를 한다고 하면 우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느 곳에서는 참 잘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

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는 어떤 모습입

니까? 반대로 혼선이 있는 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연구보고서는 교육 3주체(학생, 교원, 학부모)의 학교자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하여 어떤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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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적 

아이디어

□ C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운영을 위한 핵심주체를 어떻게(누구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핵심주체를 설정한 까닭은 무엇입

니까?

조정담론

□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교육청 내부 공청회 등에서도 의견 마찰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총과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미 충

분히 학교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같

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불만에 대

해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전북 자치조례의 입법 과정

에서 교육부와의 갈등으로 저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육

부와의 갈등 과정에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요

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외에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 연구/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연구진(/교육청) 내에서 

학교자치에 관한 아이디어가 모두 같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

니다. 혹시 연구진 간의 입장차이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의견 

일치가 어려웠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소통하셨습니

까?

□ 오랫동안 ‘학교자율운영’, ‘학교책임경영’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

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자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자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 2009년, 2010년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단위학교 

자율화’, ‘학교자율화’, ‘학교 자율 경영’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

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서울을 포함한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자치’, 또는 ‘학교자율운영’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

습니다. 

교육청에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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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담론

□ 학교운영을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교장 선생님은 요즘 찾아보기

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치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강제

성을 띠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반발이 있었습니까?

□ 학교 현장에 자치조례가 학교구성원의 공감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

이 있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자치조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

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당시 연구보고서 결과의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학교 현장에 학교자치가 학교구성원의 공감을 얻기까지 교육청에

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담론 과정

□ 학교자치 조례의 골자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와 관련

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시·

도 교육청 수준에서나마 현시점에서 제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는 5·31 교육개혁 이후로 이야기가 있어 왔

습니다. 이러한 학교자치 시·도 교육청 수준의 정책 연구가 현시점

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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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transitions in school autonomy policies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to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motiv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 policy analysis was 
conducted by applying the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ory.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uperficial process 
of changing in school autonomy policy? Second, what is the pattern 
of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school autonomy policies in  
terms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ird, what is the motive of 
the transition in school autonomy policy? Literature analysis, discourse 
analysi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each research questions. The transition in polic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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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ally investigated and verified using policy text data 
contextualized in the school autonomy policy discourse. The ideas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contained in the policy text and the 
process of discourse communication were also analyzed. In addition, 
interviews with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were conducted to 
refine the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main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s,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transition 
in school autonomy policy were described by dividing them into 
pre-stage and post-stage. Pre-stage covers the terms of the 5ㆍ31 
Educational Reform and 4ㆍ15 School Autonomy, and Post-stage 
covers the terms of the Education Autonomy Policy Roadmap and the 
enactment of School Autonomy Ordinances by metropolitan/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Policies such as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he principal and teacher invitation policy, and the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evaluation policy, etc formed in the pre-stage were 
continuously operated in the post-stage without changing the surface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the 
existing system continues with little superficial change in school 
autonomy policy, the direction of education policy of school autonomy 
has changed from neoliberal ideology to school democr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cisely exploit microscopic concepts such as 
actors and their ideas in order to review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school autonomy system and policy changes.

Second, the transitions of ideas and discourses that constitute the 
institution throughout the pre- and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are as follows. In the pre-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uniform education, supplier-centered education, and regulatory-oriented 
education were problematic. Based on neoliberal ideology and 



- 150 -

procedural democracy expressed as philosophical ideas, school 
autonomy policy ideas were implemented through programmatic ideas 
such as strengthen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of schools, 
consumers’ choice in education, and inducing competition among 
schools and teachers.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the dominance of others due to the centralized 
system, school members' perfunctory participation, the lack of legal 
provisions to guarantee practical participation were problematic. Based 
on school democracy (decentralization) and learning and growth of 
school members, which emerged as philosophical ideas, school 
autonomy policy ideas were implemented through programmatic ideas 
such as formalization and representation of school autonomous 
organizations, transition from the school meeting in terms of delivery 
to school meetings in terms of discussion, and simplification of 
budget execution. In addition, the process of forming pre-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has the nature of top-down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a single actor of coordinative discourse, and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communicative discourse with the public. In the post-stage of 
school autonomy policy, various agents participated in coordinative 
discourse;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the city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ink tanks, 
teachers’ organizations, parents, and faculties. Meanwhile, 
communicative discourse with school members and the public was 
also actively conducted. In other words, as the idea of school 
autonomy changed, new ideas were generated through reunification of 
the former ideas, which led to sequential institutional changes. Many 
previous studies have pointed out the mixture of concepts and terms 
of school autonomy, but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mixing of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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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have been an intentional behavior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which they tended to keep under their language. Therefore, it 
was discussed that 'idea' should be considered as both an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of policy transition.

Third, the motives of transitions in school autonomy policy are 
change in the idea of the actors in the system and change in the 
dynamics between the actors. This change in ideas is explained as a 
product of idea competition among political elites. Policy transitions 
occur through continuous competition between ideas. The pre-stage of 
school autonomy idea is conceptualized as School Based 
Management(SBM)/school responsibility management.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emphasized in policy was used as an 
instrumental meaning to secure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problematic situat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at the time in the discourse of electric school 
autonomy. The idea of post-stage school autonomy is conceptualized 
as school autonomy/school democracy. It can be seen that The 
concept of 'autonomy' emphasized in the post-stage was used in a 
sense of procedural most suitable framework for achieving the 
philosophical idea of school democracy. The inflection point of this 
transition in ideas was witnessed since the emergence of the regime 
change and the superintendents of public election. In other words, 
school autonomy was a product of idea competition amo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lites and is used as a political rhetoric. Therefore, 
it was emphasized that academic or legal concepts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conceptualizing school autonomy as an ultimate 
standard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school democracy. In addition, 
discussions consi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not only the 
democratic value of school autonomy, but also the effici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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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 effectiveness through enhancing the capacity of schools, 
and the concept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democracy in 
ordinances.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school autonomy policy are as follows.

First, beyond the discourse centered 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discussions on school autonomy should be expanded at 
school-level should continue. Second, policy evaluation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ed ordinance. The school-level demands and the policy’s 
achievements detected through policy evaluation will suggest an 
important enforcement strategy in the discussion on legalization related 
to school autonomy. Third, discussions on schoo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need to be expanded from various perspectives. 
Currently, democratic values are commonly emphasized underlying 
school autonomy policies. At the same time, it was suggested that 
practical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should be considered.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cope of 
policy responsibility in the concept of autonomy and democracy for 
school autonomy. As discussions are raised that intensifying school 
autonomy can lead to gaps between schools and school polariza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logic, institutional mechanisms should be 
in place to supplement polarization, such as representing a small 
number of voices in policy.

keywords : School autonomy, Ordinance of school autonomy, 

Discursive institutionalism,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al transition,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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