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백순근(白淳根)
* 1)

이 글은 교육부의 주관 하에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 ·도교육청평가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

해 그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 ·도

교육청평가를 크게 네 가지 측면, 즉 ① 평가의 목적, ② 평가의 내용, ③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④ 평가의 결과 활용으로 나누고, 각 측면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후 그것의 문제점 및 개

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시 ·도교육청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의

목적이 각 시 ·도교육청이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일이 되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 평가위윈회(혹은 평가센터)를 조직 ·운영해야 함

을 제안하였다.

주요어:교육평가, 시·도교육청평가, 책무성, 질 관리, 국가 표준

Ⅰ. 들어가는 말

평가(評價) 란 원래 가치를 따져 값을 매긴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 혹은 방법이나

절차 등의 옳고 그름, 선함과 악함, 아름다움과 추함, 우수함과 열등함, 좋고 나쁨, 그리고 그 수

준이나 정도를 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평가란 교육과 관련되는 어떤 특성이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아시아교육연구 3권 2호

Asia n Journa l of Ed uc a t io n

2002, Vol. 3, No . 2, pp . 135-151.

논문 요약



136 아시아교육연구 3권 2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상에 대해 가치를 따져 값을 매기는 전문적인 활동이며 동시에 그 값을 더 높이기 위한 개

선·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육평가의 하위 영역으로는 학생평

가, 교육과정평가, 교사평가, 수업평가, 학급평가, 학교평가, 교육 프로그램 평가, 교육청평가, 교

육정책평가 등이 있다.

이 글은 교육평가의 하위 영역 중 하나인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 일반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행·재정적 차등지원으로 이어지고 있고,

1992년부터 도입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역시 연구기관의 재구조화나 운영

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1996). 한편,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1982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의 발족과 함께 대학평가 기반 구축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부터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초·중등학교나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는 1990년대부터 시행되었다(백순근, 200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5).

시·도교육청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확대와 관련이

있다.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47호) 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시·도 단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민선 교육감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가 더욱 강화·확대되었다. 한편,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1995)는

교육의 틀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되

공급자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와 지방교육의 행·재정적 운영의 자율

권이 확대되고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1996년부터 시·도교육청평가가 실시

되었다. 즉 시·도교육청의 책무성(責務性, 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관할지역 교육의 질적 향

상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노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도교육청평가가 실시된 것이다(시도교

육청평가위원회, 1996-2001).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관내 초·중등학교나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994년부터 실시해오던 자체

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1997년부터는 외부평가단에 의한 초·중등학교 및 지역교육청평가를 시

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1995년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김정원, 2001; 백순근 외, 2001).

이 글에서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시·도교육청평가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

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교육청평가를 정착·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 교육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함에 있어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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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도교육청평가의 현황

1996년부터 실시된 시·도교육청평가는 1999년까지 매년 실시되다가, 그 후에는 격년으로 실

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5회(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1년) 실시되었으며, 다

음 평가는 2003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총 5회 실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현황을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으

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시 ·도교육청평가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1)에 제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목적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

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는 시·도교육청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행·재정 지

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2001).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실시된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청의 정책추진(행정)체제를 평가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나,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첫째, 각 시·도교육청의 자기반성 및 점검을 촉진한다. 이는 각 교육청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성취되었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의 책무성(責務性)을 제고한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조직과 담당자들의

정책 추진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환기하고 공정한 보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 행정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이는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방

교육행정의 민주성, 공개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각 시·도교육청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는 자원의 투입과 행정의 산출 및 성

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경제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각 시·도교육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촉진한다. 이는 사전에 설정된 평가

내용이 각 시·도교육청이 나아갈 방향타 구실을 하게됨과 동시에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시·도교육청간에 선의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 교육발전을 조장한다. 이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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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해 경험 및 정보의 교환을 원활히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킴으로써 교육행정의

개선 및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과제를 평가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을

조장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국민통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정책과 관련되는 구체적

인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각 지역의 여건이나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수정·보

완하기 위한 것이다.

2. 시 ·도교육청평가의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에 제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내용은 ① 예산의 편성 및 운용, ②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 ③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④ 교직원의 인사관리

<표 1> 5차에 걸친 시·도교육청평가의 주요 평가 내용, 배점, 평가위원수, 총예산

차수

(년도)
평가 내용

배점

(시/도)
총점

평가

위원수

시·도 배분

총예산

1차
(1996)

교육정책분야(7과제) 100
200점 19명 500억원

교육개혁분야(15과제) 100

2차
(1997)

교실수업 개혁(2과제) 200

700점 22명 800억원

수요자중심의 학교체제 구축(4과제) 110
교육복지 구현(5과제) 130
교육정보화 및 행·재정 지원체제의 효율화(4과제) 120
교육개혁 추진의지 및 기반 조성(5과제) 140

3차
(1998)

교실수업 혁신(3과제) 130

500점 24명 1,500억원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4과제) 130
수요자중심의 학교체제 구축(3과제) 120
교육지원체제 강화(5과제) 120

4차
(1999)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3과제) 160

600점 35명 1,500억원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체제 확립(4과제) 60

학생/학부모중심의 학교체제 구축(4과제) 140/ 115

교육재정운용의 효율화(4과제) 100

교육 지원체제 강화(시: 4과제/ 도: 5과제) 140/ 165

5차
(2001)

국가 주요 정책사업(2과제) 165

500점 30명 1,000억원교육청 자율·특색사업(3과제) 125

일반 정책사업(10과제) 210



시 ·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3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및 후생복지, ⑤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에서는 시행령에 제시된 사항과 함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은 5차에 걸쳐 실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주요 평가 내

용 및 배점, 평가위원수, 그리고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총예산 등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1차에서부터 4차 시·도교육청평가의 주요 내용은 일반교육

정책분야(예: 교원, 행정, 재정, 시설·환경 등)와 평가 시점에서 강조되었던 국가 주요 교육정책

분야(예: 교육개혁 과제, 새 학교문화 창조 과제 등)로 나눌 수 있다. 다만, 5차 시·도교육청평

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 분야와 함께 추가로 시·도교육청별 자율·특색사업이 새롭게 평가

내용에 포함되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실시된 제5차 시·도교육청평가의 평가 영역별 구체적

인 과제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3. 시 ·도교육청평가의 방법 및 절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장관은 사전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포해야 한다3).

② 교육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방

<표 2> 2001년도 시·도교육청평가의 각 평가 영역별 평가 과제

평가 영역 평가 과제
배점

(시/도)

국가 주요 정책사업(165점)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추진 지원 85
교육정보화 추진 80

교육청 자율·특색사업(125점)
사업계획 부문(독창성·타당성) 40
사업시행 부문(효율성·민주성) 40
사업결과 부문(목표달성도·파급효과) 45

일반 정책사업(210점)

교육청 조직 및 기능 혁신 20
교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40
교육재정의 효율화 50
교육시설·환경의 적정화 20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10
학생복지의 증진 10
과·소규모 학교의 구조 조정 0/ 10
평생/직업교육의 활성화 30/20
유아/특수교육의 진흥 15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15

총 3영역 15과제 5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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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

가에 반영해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평가는 시행령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표 3> 참조).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와는 별도로

시·도교육청 시책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시 반영하고 있다4). 또한, 현장 방문평가 시에

는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한 현장의 수용도 제고와 지역사회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학부모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 시·도교육청평가의 일반적인 방법 및 절차

① 시·도교육청 평가 시행 계획 수립 및 공표(교육부)

↓

②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 구성: 15∼35명(교육부)

↓

③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 작성 및 공표(평가위원회 및 교육부 실무지원팀 )

↓

④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실시 및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시·도교육청)

↓

⑤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평가위원회)

↓

⑥ 시·도교육청 현장 방문평가: 각 교육청별 1일간 방문(평가위원회)

↓

⑦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평가위원회)

↓

⑧ 시·도교육청평가 결과 발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 배분(교육부)

↓

⑨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회(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방문평가는 1일간 시행되며, 평가 당일 진행 일정은 대체로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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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도교육청 방문평가 당일 일정

시 간 내 용 교육청 협조 사항

09:00 - 교육청 도착
- 차량지원 및 안내

(공항, 역, 숙소 → 교육청)

09:00-9:30

- 상견례

·교육감인사

·교육청 간부 및 현장 참관위원 소개

·평가위원장 인사 및 평가위원 소개

- 교육청 현황 설명

- 상견례 장소 준비

- 교육청 현황 설명 준비

(부교육감 보고, 10분 내외)

09:30-09:40 - 평가팀별로 평가장으로 이동* - 평가장 안내

09:00-12:00
- 평가 실시

·자체평가 보고서 확인/점검

·담당 실무자 면담

- 평가팀별 평가장 준비

12:00-13:00 - 중식 - 장소 예약(구내식당 활용)

13:00-17:00
- 평가 실시(오전에 이어 계속 평가)
- 필요시 현장 방문

- 현장 방문 시 차량 지원

17:00-18:00 - 평가팀별 종합 정리

18:00 - 평가 종료

* 평가영역별로 2∼6명의 평가위원이 하나의 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시 ·도교육청평가의 결과 활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된 시·도교육청평가의 결과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

관은 시·도교육청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별로 지원예산을 차등배분하

고 있다(총 지원예산은 앞에서 제시한 <표 1> 참조). 또한 당해 연도 시·도교육청평가위원회에서

는 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

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시·도교육청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전국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Ⅲ.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서 언급한 시·도교육청평가의 현황을 근거로 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시·도교육청평가가 실시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시·도교육청평가를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해서는 아직도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며, 또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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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1. 시 ·도교육청평가의 목적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교육법에 명시된 내용

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 이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조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평

가를 주관하는 측이나 평가를 준비하는 측 모두에게 혼란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컨대, 각 평가위원의 입장이나 신념에 따라 어떤 평가위원은 감사(監査) 를 하듯이 교육부의

시책이나 규정에 맞게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떤 평가

위원은 대화(對話) 를 하듯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시·도교육청의 일반

적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하기 위해 평가할 수도 있다. 전자는 기존의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감사와 유사한 태도이며, 후자는 장학지도와 유사한 태도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에 의한 감사나 장학지도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

청평가의 목적에 대한 좀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나 장학지도와 구별되는 평가 의 목적을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을 캐내어

징계하는 것이 감사 라면,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지도·조언하기 위한 것이

장학지도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 는 각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 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5). 최소한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장학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평가를 우

선 실시한 다음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대한 감사와 장학지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

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감사·장학지도·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와 장학지

도를 폐지하고 평가 하나로 그 업무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

대한 감사·장학지도·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주관하는 교육부나 시·도교육

청 모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지나친 통제로 인하여 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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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청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2. 시 ·도교육청평가의 내용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1년도에 활

용한 시·도교육청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총 500점 중 85점이 할당된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추진 지원의 경우, 하위 과제가 8개로 나뉘어져 있고, 8개의 하위 과제는 다시 총 36개의 하위

지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지표별 평균 배점은 약 2.36점에 불과하다. 참고로, 8개 하위 과제

중 하나는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5점) 인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총 4개, 즉 ① 제7차

교육과정 지원장학 협의단 구성·운영(2점), ② 제7차 교육과정 연수 실적(1.5점), ③ 교육과정

연수자료 개발·보급(1점), ④ 교육과정 홍보자료 제작·보급(0.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 배

점은 1.25점에 불과하다. 특히 0.5점에 불과한 교육과정 홍보자료 제작·보급에 대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 홍보자료 제작·보급의 계획, 예산, 실적 등에 대한 자료와 서류를 준

비해야 할 정도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많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이 평가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고, 또 내용의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일상적인 교육

행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교육부 시책에 대한 추진 정도를 조사·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주

고 있다. 그리고 평가 내용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정책혼선을 야

기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열린교육 에 대한 정책혼선을 들 수 있다. 열린교육 확산이라는 내

용이 교실수업개선과는 별도로 1997년도 평가에서는 700점 만점 중 100점이 배당되고 1998년

평가에서는 500점 만점 중 50점이 배당되는 등 지속적으로 강조되다가, 2001년에 교육부가 열

린교육을 교실수업개선으로 명칭변경을 지시하자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전에는 학교를

방문하면 소위 열린교육을 하기 위해 복도의 벽을 허물었다고 모두들 자랑하더니, 2001년에는

이제 열린교육을 그만하기 위해 허물었던 벽을 다시 쌓았다고 자랑을 늘어놓을 정도가 되었다.

어떤 학교는 게시판이나 보도판에 있는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를 평가자가 방문하기 전에 급하게

삭제하느라 스티커로 그 용어를 가릴 정도였다.

아울러, 평가 내용의 선정 이유나 각 항목의 배점에 대한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업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해마다 2∼5개 영역에서 15∼22과제가 선정

되고 있으나 그 과제의 선정 이유가 불분명하고 각 영역이나 과제의 배점에 대한 근거 또한 불

충분하다. 따라서 평가 내용이나 배점의 차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업무가 왜곡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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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컨대, 개별 시·도교육청의 상황이나 여건과 무관하게 일단 평가 내용으로 선정된 항목

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가 최선을 다해 거의 획일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평가에 포함되지 않

은 업무나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항목 중에 하나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에

는 교육기관을 평가함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라고 할 수 있다(백

순근, 1997). 시·도교육청이 해야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를 신장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평가 항목에서 빠짐으로 해서 교육의 본질 에 해당

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내용의 선정이나 배점 등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위원회(혹은

평가센터)를 조직·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처럼 일정한 기간동안만 임시로 비상설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단기간에 평가 내용을 선정하고 배점을 결정하는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상설

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들로 구성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시·도교육청평

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상설위원회에서는 각 학교급별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초학력

수준 등을 포함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개발·보급하여6), 단위

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시 ·도교육청평가의 방법 및 절차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이나 평가를 받는 시·도교육청 모두 사전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임시로 조직된

비상설 평가위원회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평가의 내용이나 취지,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예컨대, 일부 평가위원들은 평가 업무

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평가 내용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아달라 , 알아달라 , 우리가 최초다 라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제한된 평가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도 평

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적절하지 못한 평가 자료들을 평가위원들

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한편,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 중의



시 ·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는 상대평가에 의한 과열경쟁으로 인해 시·도교육청간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장방문평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통 하나의 교육청

에 하루 동안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견례 시간이나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확인해야 할 평가 내용이나 항목이 지나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6시간(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위

학교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약 4시간 동안에

평가해야 한다. 특히 한 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 저녁에는 다른 교육청이 있는 곳으로 이

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거리여행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집중하여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실제로 많은 시·도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을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울러, 평가위원들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만을 보고 피상적으로 판단하

는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작문과 편집 실력이 좋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이다. 일부 시·도에서 자체평

가보고서에 대한 작문과 편집을 위해 외부 용역을 주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야 한

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과 함께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홍보 및 연

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

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

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1일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필

요하다면 다시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장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선의 제도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평가에 의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해

에 걸쳐 어떠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지난해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종단적(longitudinal) 평가 기법들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업

무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에 대한 전문

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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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도교육청평가의 결과 활용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평가 결과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을

차등배분하거나,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평가가 끝난 다음

에는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meta-evaluation)가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

고, 평가 과정에서 파악되었던 각 시·도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부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

(예: 장학지도, 감사 등)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예: 사

업의 수정·보완, 예산 재배정 등)도 여전히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 이후의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평가 자

체에 대한 평가, 즉 시·도교육청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전의 시·도교육청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다음 평가에 피드백(feedback)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나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잘하는 시·도교육청에는

포상과 함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잘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나 감

사를 실시하여 행·재정적인 업무나 각종 사업의 수정·보완·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담당 직원들의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의 효과가 거의 없어서 계속해서 잘하

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 처벌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적

순에 따른 예산의 차등지원뿐만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특정 시·도의 특정 사업이나 시책을 지원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

거나 기존의 정책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도 할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시·도교육청평가가 평가를 통한 성적 확인과 그에 따른 예산의 차등분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개선·발전을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부의 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나가는 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차에 걸쳐 실시된 시·도교육청평가는 나름대로 시·도교육청의 업

무 효율성 및 지역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황을 분

석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평가를 정착·발전시킴과 동시에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메타평가라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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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주요 내용은 <표 5>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평가의 정착·발전을 위해 특별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시·도교육청평가의 목적이 감사나 장학지도와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감사의 목적이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을 캐내어 징계하는 것이

라면, 장학지도의 목적은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지도·조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해 평가의 목적은 각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에서 정하

는 최소한의 기준 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를 통하여 최소

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장학지도를 해야한다. 즉 평가를 우선 실

시한 다음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대한 감사 와 장학지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청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위원회(혹은 평가센터)를 조직·운영해야 한다.

새롭게 조직될 상설 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들로 구성하여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

<표 5> 현행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요약)

주요 항목 문제점 개선 방안

평가의 목적
- 평가 목적의 불명료

- 감사 나 장학지도 와 혼란

- 자율성 신장에 따른 책무성 제고

- 최소한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평가 의 후속 조치로 감사 나 장학지도 활용

평가의 내용

- 평가 항목의 과다

- 일관성과 안정성의 부족

- 선정 이유나 배점의 근거 미비

- 학업성취도 소홀히 취급

- 상설 평가위원회의 조직을 통한 체계적 연구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개발·보급

·평가 내용의 안정성·전문성·체계성 확보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사전준비의 불충분

- 과열경쟁으로 인한 시·도교육청

간 의사소통의 단절

- 방문평가 시간 부족

-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 상설 평가위원회의 조직을 통한 전문화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

·충분한 사전교육

·홍보·연수·자문·연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서면·방문평가 실시

- 절대평가제 활용

- 종단적인 평가 기법 도입

- 시·도교육청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평가의

결과 활용

- 후속 조치 미흡

- 평가에 대한 평가 부진

- 적절한 후속 조치 시행

·감사나 장학지도와 연계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

·기존 사업이나 시책의 수정·보완·개선

- 특정 지역,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

-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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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도교육청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8). 특히, 이 상설위원회에서는 각 학교급별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기초학력 수준 등을 포함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개발·보급하여, 단위 교육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가 되

도록 연구·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도교육청평가는 산업화 시대에 성행했던 사전 통제위주의 질 관리 정책 을

혁신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사후 평가위주의 질 관리체제 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양화·전문화·특성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

이하여, 위에서 아래로 해라 말아라 식의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는 충분한 자율성을 보장하되 문제가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도·조언·

감독하는 사후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도교육청평가 활동은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 평가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다. 특

히 이러한 시·도교육청평가의 정착·발전은 지역 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노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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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Evaluation
- Current Issues and Future Prospects -

Ba e k, Sun-Ge un*1)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the

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evaluation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re critically examined. Based on

those identified problems, the ways of improv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re

proposed in order to check the accountability of 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main propos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as follows:

1) The purpose of evaluation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e.g., 'to check the

accountability of 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

2) A national office, so called '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Evaluation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implement the evaluation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3) National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ncrease th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evaluation.

4) The meta-evaluation, i.e.,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Sinc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rovincial educational authority

evaluation system is a quite critical matter for developing education in Korea, the quality of

evaluation system should be continually reviewed and improved.

Key Words : educat i onal eval uat ion, muni cipal / provincia l educat i onal aut hor i t y

evaluat i on, account abi l i t y, qual i t y cont r ol , nat ional st andards

*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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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고 2001년 4월 7일에 4차 개정된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462호) 을 근거

로 하고 있다.

2) 이는 1998년 2월 24일에 제정되고 2001년 10월 20일에 10차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7390호) 을 근거로 하고 있다.

3)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평가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교육청이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평가할 때도

있으나, 1996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시·도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

가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다.

4)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제2차 평가인 1997년도 평가부터 시행되었다(김신복·임연기·백순근, 1997).

5)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크게 3가지, 즉 ① 교육기관 경영의 자율성 신장에 따른 책무성 제고, ②

개별 기관의 교육활동이나 관리 및 경영활동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지도·조언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

③ 교육 소비자들의 교육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각종 교육정보 제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백순근, 1997).

이 중에서 우리나라 시·도교육청평가의 1차적인 목적은 교육기관 경영의 자율성 신장에 따른 책무성 제

고 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상설 평가위원회에서 개발할 최소한의 기준 에는 적어도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각 학교급

별 기초학력 수준 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시·도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 그 차체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면 시험위주의 교육 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교육의 본질 을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 학교급별 기초학

력의 보장 여부 와 같은 평가 항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7) 참고로, 지금까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시·도에 배당하는 총예산이 1년에 500∼1,500억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의 시·도교육청 방문평가 수당이 하루에 3∼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8) 교육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한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교육표준청

(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이나 뉴질랜드의 교육평가청(ERO: Education Review

Office) 등이 있다(노국향·백순근, 2000; ERO, 2002; OFSTED,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