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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과 연계된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탐색하는 데 있다. 교육
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컨설팅 의뢰인과 컨설팅 대상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
문에 기존의 학교컨설팅 모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정책 집행의 특
징, 과정, 관련 요인,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연계 학
교컨설팅의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에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다섯 가지
목표와 네 주체(의뢰인, 학교컨설팅 대상학교,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포
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컨설팅의 과업과 영역, 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은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불응을
예방하고 교육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학교컨설팅,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교육정책 집행

* 제1 저자
** 교신 저자(cnhong@pusan.ac.kr)

※ 접수일(2014년 6월 2일), 심사일(2014년 6월 16일), 게재 확정일(2014년 6월 20일)
- 127 -

교육정치학연구 제 21집 제 2호

Ⅰ. 서론
2000년을 전후하여 학교컨설팅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교컨설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방과후학
교 컨설팅(김홍원, 2008), 사교육없는 학교 컨설팅(김순남 외, 2010), 학력향상 중점학교
컨설팅(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컨
설팅(한만길 외, 2009),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컨설팅(홍창남 외, 2010), 창의경영학교 컨
설팅(한국교육개발원, 2011)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정책과 관련한 학교컨설팅은 주
로 해당 교육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
학교컨설팅은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는 학교개선 및 전문성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
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김정원, 이인효, 정수현, 2001: 3-4; 진동섭,

2003:

13-26; 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8: 17-22). 학교컨설팅의 이러한 취지는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논의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체로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정책
이 일단 형성되면 그 의도는 기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김창곤, 1990: 38;
주경일, 2005: 69).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으로서 행위자의 재량권
과 저항방식, 규모, 조직환경의 안정성 등 집행조직 내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기제를 밝히
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정을 재설계하려는 정책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방식이 대두하
였다(주경일, 1970: 69-70). 학교컨설팅과 교육정책의 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방식은
모두 교육정책 집행에서의 주요 관련자로서 학교와 교사의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정책의 주요 대상 내지 집행담당자이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학교
와 교사가 그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 장학, 평가, 정보 공개 등
다양한 기제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제들이 학교와 교사들의 순응과 헌신
을 유발하여 교육정책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
다(진동섭, 2003). 이에 그러한 순응과 자발적 헌신을 유발하기 위한 기제로서 교육정책
과 연계한 학교컨설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대부분 교육정책의 점검 및 현장 착근을 목적으로 교육정
책당국이 학교들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컨설팅 대상 학
교 사이의 불일치를 특징으로 하며, 이는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의 자발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정책 집행의 특성, 예컨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경쟁하는 정치적 과
정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은 일반 학교컨설팅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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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컨설팅 모형은 그
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토대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학교컨설팅의 기존 모형 검토
1. 학교컨설팅의 개념
학교컨설팅의 개념은 학교컨설턴트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하여 학교컨설팅의
전 과정에 걸쳐 학교구성원들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최상근 외,
2000: 14; 김정원, 이인효, 정수현, 2001: 27; 김정원 외, 2002: 8; 홍창남, 2002: 94;
진동섭, 2003: 51; 정수현, 2008: 393; 진동섭ㆍ홍창남ㆍ김도기, 2008: 31, 160; 박효
정 외, 2010: 24; 구자억, 박승재, 2012: 6).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
교컨설팅을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와 학교체
제 구성원들의 자발적 요청에 입각하여 학교의 교원과 학교 내외 전문가의 협력과 공동
탐구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개선해가는 과
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구자억 외, 2013: 15). 이 정의는 대상 학교의 교원과 학교컨
설턴트 간 협력과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컨설턴트보다 교원을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학
교와 교원의 자기주도적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2. 기존 학교컨설팅 모형
학교컨설팅 모형이란 ‘학교컨설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들의 공통적 속성을 총괄하
여 알기 쉽게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진동섭 외, 2009). 학교컨설
팅의 주체와 관련된 모형으로서 ‘삼자모형’과 ‘양자모형’이 학교컨설팅의 핵심 모형을 이
룬다(홍창남 외, 2010). 두 모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체들 간 관계
삼자(三者)모형에서는 학교컨설팅의 ‘주체’로 의뢰인, 학교컨설턴트, 학교컨설팅 관리자
의 삼자를 설정하고 있다. 삼자모형에서 주체들 간의 관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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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자모형에서 학교컨설팅의 주체
(진동섭&김효정, 2007:28)

양자(兩者)모형은 학교컨설팅의 주체로서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림 1]에서 학교컨설팅 관리자를 제외한 것이 양자모형이다.

나. 세부 특징 비교
삼자모형과 양자모형의 세부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학교컨설팅 관리자
의 인정 여부와 더불어 교육청, 교육부 등이 학교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의 조건에서 미
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1> 삼자모형과 양자모형의 특징 비교
비교 기준

학교컨설팅
목표

의뢰
주체
주
체

컨설
턴트
자격
의뢰인컨설턴
트 관계

삼자모형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구체적 목표: 학교․구성원의 문제해결,
학교의 내적 교육역량 강화, 학습공동
체 문화 형성, 사회 변화에 능동적인
학교 구축
-학교와 학교 구성원
․개인 수준, 팀 수준, 학교 전체 수준
에서 의뢰 가능
․단위학교의 교원, 교사 소집단, 학부모,
행정직원, 사립학교 재단 관리자, 단위
학교 전체, 교육전문직, 교육청, 교육부
-교원이 가장 바람직
-전문성, 인간관계 능력, 사명감 등
구비 시 교원 이외의 인사도 가능
-의뢰인: 컨설팅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
-컨설턴트: 간접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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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모형
-학교교육의 질과 학교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 제고
-학교체제 구성원들이 당면한 과제,
문제를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력
-학교체제 구성원 모두
․학교체제 내부구성원: 교사, 학교장
․학교체제 외부구성원: 교육청,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 의뢰 시 학교컨설팅
대상을 단위학교로 상정하여서는
안 됨(자발성 원리 위배)
-학교체제 내·외 전문가 모두 가능

-좌동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탐색

컨설팅
관리자
역할

학교컨설팅
과업
학교컨설팅
영역

-학교컨설팅의 전반적인 과정 관장, 원
활한 학교컨설팅 진행 지원
․학교컨설팅 환경 조성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의 연결
-학교컨설팅 팀의 총괄컨설턴트가
․의뢰인, 학교컨설턴트 지원
겸임
․계약의 주체
-학교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은 학교컨설팅 팀의 총괄
컨설턴트가 수행
-문제 진단, 대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육․훈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원 체제 구축
-학교 현장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영역
․교육활동 영역
․학교경영 영역
․교육부나 교육청의 활동

자료: 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8: 31-38과 박효정 외, 2010: 23-27.

3. 기존 모형에 대한 평가
삼자모형과 양자모형은 학교컨설팅의 목표, 과제 및 과업 등에서는 유사하지만 학교컨
설팅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컨설팅 초기에
는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를 연결시켜주고 학교컨설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전반
적인 과정을 이끄는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진동섭, 김효정, 2007). 그
러나 실제 학교컨설팅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학교컨설턴트와 학교컨설팅 관리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컨설턴트가
대신하는 양자모형이 등장하였다(박효정 외, 2010). 그렇지만,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에서는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이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많은 경우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학교컨설팅 참여자가 학교컨설턴트와 학교
내부구성원 외에 교육정책 결정자나 상위기관의 교육정책 집행담당자로 확대된다. 학교
컨설턴트와 의뢰인이나 상위 정책집행기관 간의 개별적 상호작용은 그들 모두에게 비효
율적이다. 게다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 필요한 공통과업, 예컨대 해당 교육정책
에 대한 자료 수집, 집행 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도구 개발, 조사 결과의 일반적 경향 분
석, 학교컨설팅 참여자 교육, 해결방안 구안을 위한 우수사례 수집 등은 한 곳에서 전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교별 학교컨설팅 결과를 그대로 피드백 하기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피드백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도 하다. 나아가, 교육정책 연계 학
교컨설팅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의 요구를 파악, 수렴하며 때로는 조정하는 과
업도 요구되며, 이는 단위학교만이 아니라 상위 수준의 단계에서 더 중요한 과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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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공통적 과업 등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양자모형과 삼자모형 모두 의뢰인과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교원)를 분리하지 않
고 있다. 물론 교육청이 학교를 대신해서 학교컨설팅을 의뢰하고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처럼 양자모형이나 삼자모형에서도 의뢰인과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나 교원이 분리될 수
있다. 그 경우 학교컨설팅의 결과 도출된 해결방안을 실행할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
한데, 학교컨설팅의 결과를 교육청에서 실행할 목적으로 학교컨설팅을 의뢰한 경우와 그
결과를 단위학교에서 실행할 책임을 지고 교육청은 학교컨설팅에 소요되는 경비만 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과 유사한 경우
이며, 후자의 경우가 양자 및 삼자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자는 학교컨설팅을
통해 학교를 개선해 나아갈 의향이 있으나 행․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학교컨설팅을
의뢰하기 힘든 학교를 대리(代理)하여 교육청이 학교컨설팅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서의 교육청의 의사와 행․재정적 제약을 겪고 있는 학교의 의
사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경우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학교컨
설팅 대상 학교를 공모하고 지원한 학교를 대신해서 의뢰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학교로
지정하는 조건에 학교컨설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그 학교를 대신해서 의뢰한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가 학교컨설팅에 동의한 학교를 의뢰한 경우 등과 같이 교육청이
학교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전자의 경우에는 학교컨설팅 결과를 실행할 책임은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보
다 교육청이 더 크게 진다. 그 경우 교육청이 학교를 대리하여 학교컨설팅을 신청한 것
으로 보기 어려우며, 의뢰인과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가 분리되고 학교의 자발성이 확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이와 유사하며, 학교컨설
팅 과정에서 ‘저항’의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지만(홍창남 외, 2013: 201-213) 기존의 양
자모형과 삼자모형이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교육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교육정책 집행의 개념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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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김윤태, 2000; 김종철, 이종
재, 1997; 김창곤, 1990; 엄준용, 정우진, 이준희, 2010: 32; 정일환, 1995: 39; 정일환,
1997),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정책이란 교육적 가치나 사회적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선택하여 제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의 기본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한다. “집행이란 실행하는 것, 수행하는
것, 달성하는 것, 생산하는 것, 완성하는 것”(Pressman & Wildavsky, 1973), “집행이란
정책결정에 의하여 미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
집단이 수행하는 행위”(Van Meter & Van Horn, 1975: 447), “권위 있는 정책지시를
실천하는 과정”(Nakamura & Smallwood, 1980: 1; 유훈, 2002: 355), “결정된 정책내
용, 즉 정책설계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천해 가는 활동”(노화준,
2003: 418), “정책목표를 정책효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책수단 또는 정책대안을 실천
하는 과정”(박호숙, 2005: 153), “교육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정일환,
2000: 138)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정책 집행을
‘결정된 교육정책 내용을 개인이나 집단이 실현해가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교육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진다(정일환, 1997: 32).
고전적 행정학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부프로그램으로 전환되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유훈, 2002: 325-328). 그러나 실제 정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이 모호하게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예견하여 정책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정책집행과정 참여자들의 문제해결능력과 정책집행환경의 변화에 의해 정책결정의 내
용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최종원, 백승빈, 2001: 171). 더욱이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할수록 결정된 정책이 자동적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워진다(하규만, 2000: 16-17).
사회의 다원화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 집단,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정책집
행의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정책과정의 초기단계부터 각종 요
구를 투입해 온 이익집단들,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해관계자
들, 정책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또 다른 개인 및 집단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주장
하게 되는 정치적 과정의 성격이 강화된다(Bardach, 1977; 최봉기, 1987; 최성모, 송병
주, 1992).
또한, 정책집행은 복합적․순환적 과정이다. 많은 단계로 세분되고, 많은 인물이나 조직,
변수들이 동태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정책결정과정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기존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연속적․순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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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기도 하다(최봉기, 1987; 김종철, 1989: 758-759; 유훈, 2002: 355-357; 노화
준, 2003: 438-439; 박호숙, 2005: 154-155). 한편, 김종철(1989: 758-759)은 교육정
책 집행은 교육정책 결정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통제 하에 이루어지지만, 집행 조직
과 교원들의 재량권이 있고 또 집행자들의 불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교육정책 집행의 과정
교육정책 집행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업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Sabatier와 Mazmanian(1980)은 일선 집행기관의 정책산출
이후 단계를 집행기관들의 정책산출, 정책대상집단들의 정책산출에 대한 순응, 정책산출
들의 실제 영향, 정책산출들의 인지된 영향, 관련법규의 중요한 개정의 다섯 단계로 세분
화하였다. Rein과 Rabinovitz(1978)는 정책집행과정을 지침개발, 자원의 배분, 감시과정
의 3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Jones(1977)는 해석, 조직, 적용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Ripley와 Franklin(1986)은 자원의 확보, 해석 및 기획, 조직, 혜택․제한의 전달의 4단계
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유훈(2002: 360-361)은 정책집행의 단계를 지침개
발, 자원확보, 조직, 혜택․제한의 전달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김형렬(1985)은 결정된 정
책은 정책해석, 정보분석, 집행기획, 조직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통제절차, 공공관계
유지 등의 집행과정을 거쳐 정책산출, 이어서 정책효과가 산출되고 그러한 정책 산출 및
효과는 정책결정에 환류된다고 하였다.
한편, 노화준(2003: 435-438)은 정책집행은 기본적으로 선택된 정책이 정부의 프로그
램으로 전환되는 단계, 정부의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 지방정부
에 의하여 채택된 사업이 일선 집행기관의 집행관행에 의하여 집행되는 단계, 집행관행
에 의하여 집행된 정책이 그에 따른 산출물을 낳게 되는 단계 등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정일환(2000: 144-148)은 교육정책 집행 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들로서 교육정책
해석, 교육정책 집행계획, 조직화, 통제 및 검토, 위기관리, 공공관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정책 집행의 단계는 교육정책 해석, 중앙정부 차원의 프
로그램 개발,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계획 개발, 학교 차원의 지침개발, 자원 확보, 조직,
혜택․제한의 전달, 통제 및 모니터링, 학교차원의 정책집행 효과(대상집단의 순응, 정책산
출의 영향), 피드백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3. 성공적 정책집행과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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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1차적으로 정책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
한 후 정책집행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에 정책에 대한 순응의 문제, 교육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가. 정책집행과 순응
성공적 집행을 위한 요인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순응(compliance)이라
고 할 수 있다(이승종, 1993: 85).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
책내용에 포함된 행동규정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말
한다(노화준, 2003: 430). 순응과 불응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기보다 연속선상에서
순응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의 문제로 나타난다(박호숙, 2005: 208).
노화준(2003: 431-432)은 정책순응의 유형을 강제적 순응, 타산적 순응, 규범적 순응,
상황적 순응으로 구분하였다. 강제적 순응은 처벌과 같은 강제성에 의존하는 순응이고,
타산적 순응은 순응이 불응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믿어서 순응하는 것이다. 규범적 순응
은 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권위에 대한 존경 또는 정책에의 동의나 의무감으로 인해 정
책에 순응하는 것이며, 상황적 순응은 사회나 집단의 평가나 압력에 의한 순응을 의미한
다.
한편, Sorg(1983)는 집행자의 행태를 의도적 순응, 비의도적 순응, 비의도적 불응, 의
도적 불응으로 분류하였다. 의도적 순응에는 순응(conforming)과 수정을 위한 시도
(voiceⅠ)가 포함된다. 비의도적 불응은 과잉(excessive), 부족(deficient)으로 세분하고,
의도적 불응은 대체(replacement), 수구적 행태(ritualism), 지연(delay), 수정을 위한 시
도(voiceⅡ), 기만(bluffing), 이탈(exit)로 구분하였다. 또한, Cooms(1981)는 불응의 원
인에 따라 불응을 의사전달의 저해로 인한 불응, 자원부족으로 인한 불응, 정책으로 인한
불응, 행동으로 인한 불응, 권위에 기초를 둔 불응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불응을 감소시키고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대상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략, 대상집단의 순응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 시간 등의 부
담을 감소시키는 촉진전략, 제재에 의하여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자는 규제전략, 순응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차별화하는 유인전략 등을 들 수 있다(유훈, 2002:
462-464). 또한, 박호숙(2005: 216-266)은 공식집행자가 불응하게 되는 상황을 ‘정책지
시나 상관의 의도 파악 미흡’, ‘정책지시를 파악은 하고 있으나 실행 불가능’, ‘정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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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의적으로 저항’으로 구분하고 원인과 순응 확보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나. 교육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하향식 접근에서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노화준, 2003: 423). Pressman과 Wildavsky(1973), Smith(1973: 202-205),
Edwards(1980), Larson(1980), Mazmanian과 Sabatier(1983: 20-35), 김문성(1987:
401-407), 유훈(2002: 396-419), 노화준(2003: 424-430)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러
한 요인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한 요인들은 크게 정책변인, 집행변인, 환경 및
맥락변인, 문제관련 변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Alexander, 1985: 406).
정책변인에서는 정책내용의 명료성, 일관성, 타당성, 현실성과 정책의 유형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의 유형(Ripley & Franklin, 1982: 193),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 권한의
위임 정도도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Nakamura & Smallwood, 1980: 111-144).
집행변인에서는 집행기관의 성격(규모, 책임자의 리더십, 구조, 규정, 규범, 분위기, 집
행절차, 집행자들의 성향, 신념, 자세, 능력, 의욕)과 자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정책
집행 관련 기관들 간의 관계, 중간매개집단의 다양성 및 복잡성, 관료제의 구조 및 규범,
순응을 유도하는 유인, 우호적 외부인사의 참여 등이 언급되었다. 환경 및 맥락 변인에서
는 사회․경제․정치적 상황 및 여건(자원의 이용 가능성, 국민적 정서와 사회분위기, 사회
경제적․기술적 조건,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갈등), 정책결정자 및 상위기관의 지지, 관련 이
익집단의 적극성과 자원,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와 관심 등이 언급되었다. 문제관련 변인
에서는 대상집단의 성격과 행태(규모, 구조, 조직화·제도화의 정도, 리더십, 과거 경험, 태
도, 사회적 영향, 재원, 응집력, 전문성, 사회적 평판과 지위 등), 문제상황의 특성(요구되
는 행태변화의 크기, 복잡성, 불확실성 등), 대상집단의 다양성 등이 언급되었다.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한 연구들도 대체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
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정일환, 2000: 156-157; 주경일, 2005; 김
재웅, 2007; 서용희, 주철안, 2009).

4. 교육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탐색하는 데 교육정책 집행모형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집행 모형은 결국 정책집행 관련 변인들과 그
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 정책집행의 분석을 위한 접근모형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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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 2000: 157-164; 한석태, 2001; 박호숙, 2005: 164-204). 정책집행 관련 변인들
과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제시된 내용과 많
은 부분이 겹치므로 여기에서는 정책집행의 분석을 위한 접근모형에 대해서만 살펴보았
다.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이 제
시되고 있다.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부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결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정도를 검토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노화준, 2003: 418-419). 이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집행을 보는 시각이며, 정책결정자의 정책의도가 충
실히 집행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행과정상의 요인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고자 한다(최종원, 백승빈, 2001: 169-170). 이 접근법에서는 집행관료 및 정책대상집
단의 행동과 정책결정의 일치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책목표의 달성도, 정책의 영향과
정책목표 간 일치도, 정책산출과 정책영향을 좌우하는 주된 요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
책의 재형성 양상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Sabatier, 1986: 22-23).
그에 반해, 상향식 접근방법은 집행문제의 원천에 가까이 있는 일선관료의 지식과 전문
성 등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하고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집행환경, 유인구조, 그들의 행위
및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최종원, 백승빈, 2001: 171). 이 접근에서는 정책집행을
특정 정책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그 정책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이재은, 2000). Elmore(1979)는 전방향적 접근(forward mapping)에
비해 후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을 강조함으로써 상향적 접근을 옹호하였다. 후
방향적 접근에서는 집행단계의 말단에 위치한 일선집행관료들이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그러한 행태를 도출시키는 조직
운용절차를 파악한다. 이어서 말단집행계층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면서 그러한 바람
직한 행동과 조직운용절차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재량과 자원이 필요한지를 살펴
본다(최종원·백승빈, 2001: 172-17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을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Elmore, 1985;
Sabatier, 1986; Lester et al., 1987), 양자의 통합보다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최종원, 1998).
전반적으로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 정책결정 주체와 정책집행 주체 간의 긴밀
한 연계나 상호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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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정책 집행 관련 논의의 시사점
교육정책 집행에 관한 논의들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
함으로써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도출을 위한 단서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한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집행의 정의에서 교육정책 집행은 교육정책 내용을 실현해가는 활동이
며,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의미한다는 사실로부터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
설팅의 목표 중 하나가 교육정책 내용의 효율적 실현 즉,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정교화하거나 발굴․고안함으로써 정책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정책목표의 달성은 그 정책을 탄생시킨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교육정책 문제의 해결에 있다.
둘째, 교육정책 집행의 특징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교육정책 집행이 이해집단들이 경쟁하는 정치의 장이라는 점은 학교컨설팅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즉, 학교를 둘러싼 정치역학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기
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학교컨설팅에서도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에서 다양한 집단의 관
점과 이해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적어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같은 과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집행이 수많은 변수들이 동태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점은 학
교를 진단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 총체적․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
사한다. 그리고 정책집행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는 연속적․순
환적 과정이라는 점은 학교컨설팅의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의 수정, 종결, 새로운 정책의
형성까지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학교와 교원의 재량권과 집행자들의 불응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더불어 ‘학교와 구성원의 순응 확보’를 학교컨설팅의 목표의
하나로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이 큰 만큼 강제적 순
응보다 규범적 순응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컨설팅이
필요하다. 불응의 원인을 진단하고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교육정
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중요한 과업이 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셋째, 교육정책 집행의 과정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집행의 각 단계가 그 자체로 교육
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이 추구해야 할 과업이나 진단 및 해결방안 구안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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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에서 어떠한 요인들에 주목하여 진단 및 해결방안 구안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
을 제공해준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1차적으로 집행변인, 그 중에서도 집행
기관으로서 학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만, 정책변인, 환경 및 맥락 변인, 문제
관련 변인들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
의는 교육정책 집행의 실패나 비효율성이 학교와 그 구성원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귀착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교육정책 집행을 둘
러싼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적어도 비효율적 집행의
원인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공정한 자세일 것이다.
다섯째, 교육정책 집행연구에서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통합적 접근에 대한 논의
는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하향식 접근의 한계를 인
식하고 대두한 상향식 접근은 상향식 교육개혁의 기제로서 학교컨설팅의 취지와 잘 부합
한다. 그렇지만, 상향식 접근도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상향식 접근을 중심으로 하향식 접근을 보완하되, 정책집행의 문제점의 원인을 정책결정
에서 찾고 정책결정의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Ⅳ.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1.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개념
기존의 학교컨설팅 모형과 교육정책 집행에 대한 주요한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
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을 모색하였다. 우선,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을
“교육공동체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 주체 또는 단위
학교의 자발적 요청에 입각하여 학교의 교원과 학교 내․외 전문가의 협력과 공동 탐구를
통해 당면한 교육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와 교육정책 주체의 교육 및 교육정책 역량
을 계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개선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교육정책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며 국가는 통상적으로 정부를 의미하므로(노화준, 2003),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교육정책의 주체로서 주로 이들이 의뢰인이 될 것이다. 학교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컨설팅을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1) 그 외에
1) 학교가 직접 학교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양자나 삼자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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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구성원 개인, 집단, 조직이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상이 되는 학교와 교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이며, 학교컨설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정의에서는 교육정책 목표, 의도의 실현보다 ‘교육정책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
였다. 목표나 의도에 집착하는 것은 자칫 정책집행에서의 하향적 접근처럼 정책결정자
위주로 정책집행의 맥락을 단순화하기 쉽다. 이에 교육정책 의도의 실현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학교가 처한 집행환경의 특수성에 맞추어 정책결
정자의 정책프로그램도 수정되는 상호적응적 집행 개념(Berman, 1980), 교육정책 집행
의 분석에서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의 통합을 강조하는 경향 등을 반영하여 교육정
책의 목표, 의도도 재형성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정책 목표, 의도 대신 해당 교
육정책을 탄생시킨 정책문제의 해결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주된 목표로 제시하
였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을 통해 학교는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한 자기주도적 문제해
결력을 길러 나아가게 되며,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정책 주체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
설팅으로부터의 피드백, 학교컨설팅 관리자와의 공동탐구 등을 통해 교육정책 형성 및
집행 역량을 증진시켜 나아가게 된다. 위의 정의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으
며, 목표도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정책 담당 기관들, 교육정책의 대상 집단 및 이
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 ‘교육공동체’의 자생적 활력 함양으로 제시하였다.

2.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의의, 가능성
교육정책 집행에 대한 논의의 시사점으로부터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상향적 교육정책 집행 기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교육정책에 대한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하여 상향식 접근
을 지향하기 위한 유력한 기제이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 주도의 청사진 접근
방식(blueprint approach)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의 현장 지식에 근거해서 청사진을 스
스로 구현하도록 하는 현장 지식 기반 접근 방식(ground knowledge approach)으로 전

여기에서는 주로 교육정책 주체가 의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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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주호, 2001; 조동섭, 2003; 진동섭, 2006). 학교
관계자들은 “교원의 정서와 학교의 현실 무시”를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이 단위학교에서
실천되지 않는 최대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노종희, 송광용, 신현석, 2003).
참여적 정치체제가 현장 지식을 처리, 집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체제라는 지적
(Rodrik, 2000)에 비추어보면, 교사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들, 이를테면 부족한 자원,
과중한 업무량, 신체적․심리적 위협, 상충되거나 모호한 역할기대(Lipsky, 1980: 13-16)
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나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렴되어 행정적, 제도적인 과제로 추출되는 개혁과제의 귀납적인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
다(김인희, 2003: 69). 그러한 지적은 상향식의 교육개혁을 위한 기제로서 학교컨설팅을
강조하는 입장(진동섭, 2003; 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8)과 문제의식이 동일하다.

나. 교육정책 집행에서의 규범적 순응 확보 기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교육정책 집행담당자 및 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
한 유력한 기제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업무 수행 상황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상황의 인
간적 측면에 대응해야 할 필요 등으로 인해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상의 광범위한 자율성
및 전문적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Lipsky, 1980; 유훈, 2002: 430-432). 그러한 자율성
및 전문적 재량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집행은 교사들이 그 정책에 순응하고 주도적으로
집행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한편, Berman(1978)은 정책집행의
전환과정에서 기관들 간의 느슨한 결합구조는 목표의 불일치, 영향력과 권위의 차이, 자
원의 부족, 조직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정책집행에서의 장애요인들을 낳고 있다고 하
였다. 학교는 의례적 범주에 대해서는 단단한 결합을 가지지만 교육활동에 대한 통제는
미약하므로(Meyer & Rowan, 1977), 학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많이 누리고
있다.
구성원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학교컨설팅은 해당 정책에 대한
규범적 헌신을 확보함으로써 그러한 느슨한 결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백우정(2013)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정책이 상향식으로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수석교사를 위한 수업컨설팅 서비스제도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컨설팅
은 집단이나 학교 전체의 문화, 분위기를 재형성함으로써 상황적 순응의 확보에도 유리
하다.

다. 적응적 정책집행을 위한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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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man(1980)은 정책집행을 정형적 집행(programmed implementation)과 적응적 집
행(adaptive implementation)으로 나누고 있다. 정형적 집행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사전에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집행을
가리키며, 적응적 집행이란 모호하거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참여자
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해 가는 것을 말한다. 그
중 적응적 집행은 정책상황이 비구조화된 경우에 바람직하다. 정책집행의 장으로서 학교
는 불확실성과 느슨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은 적응적 집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적응적 집행에서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학교컨설팅은 이를 위한 기제로서 필요하다.

3.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개념 모형: 4자모형
앞에서 제시된 학교컨설팅의 일반모형에서는 양자 혹은 삼자모형을 취하였지만, 교육정
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새로운 주체가 추가되어 4자모형(四者模型)을 취하게 된다. 4자모
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관
일반적인 학교컨설팅 모형과 달리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해당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유도, 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등도 중요한 목표로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주체나 목표 등에서 양자나 삼자 모형과는 차별화된 모형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체”의 구성이나 주체들 간의 관계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
다. 주체의 구성 면에서 보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에서는 의뢰인과 컨설팅 대
상 학교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주체들 간의 관계도 복잡해진다.
의뢰인과 컨설팅 대상 학교의 불일치,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 유도라는 목표의 추가 등으
로 인해 학교의 자발성은 떨어지고 진단이나 해결방안 구안 과정에서의 부담은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대상 학교와 학교컨설턴트 간의 관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컨설팅
에 참여하는 학교구성원들과 학교컨설턴트 간의 래포와 협력적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굳건하게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학교컨설팅의 방법에서도 일
반적인 학교컨설팅과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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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일반적인 학교컨설팅 목표에 더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착
근,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등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나 그 구성원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우선적 목표는 단위 학교와 그 구성원이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집행은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변화는 교육활동에서의 새로운 관례
(routine)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며, 새로운 변화가 기존의 교육활동과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과제를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아감으
로써 학교가 새로운 교육정책이 요구하는 교육적 변화를 기존의 교육활동과 조화시키고
더 나은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생적 활력 강화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은 단위학교의 과제 해결을 넘어 학교가 스스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적 역량
을 강화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컨설팅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구안을 유도함으로써 학교와 그 구성원들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
한다. 또한, 양자모형에서 강조하는 구성원의 전문적 역량, 삼자모형에서 강조하는 목표
로서 학교의 변화 선도 능력이나 학습공동체 문화, 교육개혁의 객체․대상으로 취급되면서
실추되었던 자존감․자신감의 회복 등도 자생적 활력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중요한 목표이다. 교육정
책 연계 학교컨설팅을 통해 교육정책 집행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당면 과제가 해결되어
단위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해당 교육정책은 성공적으로 현장에 뿌리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집행담당자들의 순
응과 수용을 확보하고, 교육정책 의도의 명확한 해석과 정책내용들의 모호성 제거 및 일
관성·구체성 확보, 정책목표 및 수단의 적합성․적절성 강화,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의 합
리적 반영 등을 통해 교육정책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집단의 요구를 만족시
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넷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 확보 및 피드백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또 다
른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진단 및 해결방안 구안 과정에서는 해당 교육정책의 개
선을 위한 기초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다. 정책집행에는 정책집행변인만이 아니라 정책
관련 변인, 환경 및 맥락 변인, 정책문제의 성격 등도 영향을 미치며, 집행변인 중에도
집행기관 변인만이 아니라 관련 조직간 의사소통이나 연계도 중요하고 여기에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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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나 교육부의 정책적 배려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학교가 당면한 문제
의 원인을 전적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서도 원인을 찾
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학교컨설팅 과정에서 학교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구
성원의 정책적 제언이나 요구를 수렴하여 교육정책 담당자에게 피드백 함으로써 교육정
책의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컨설팅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피드백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교육정책 개선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 담당자의 정책 역량 강화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중요한 목표
이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정책 개발 및 집행과 관련한 기법과 기능은 상당히 갖추고 있
을 것이므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그러한 기법, 기능보다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입장들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심층적 이해, 해당 정책을
이끄는 관점ㆍ입장ㆍ전제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반성의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다.

다. 주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학교가 직접 의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인과 컨
설팅 대상이 서로 다른 까닭에 일반적인 컨설팅 모형에 비해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그에 따라 주체들 간의 관계 양상도 일반적인 컨설팅 모형과는 많이 달라진다.
의뢰인은 해당 교육정책 과정에의 참여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참여자에는 정부, 국책
연구소와 같은 싱크탱크, 대중매체, 이익집단, 정당, 일반시민, 외부전문가 등과 정책대상
이 포함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
을 가지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의뢰인
학교컨설팅에서는 의뢰인이 컨설팅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고
컨설팅 대상 학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뢰인은 컨설팅 결과에 대해 2차적인 책임
을 지게 된다.1) 특히, 단위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가 해당 교육정책의 흠결과 관련된 것
이라면 그 부분은 의뢰인인 교육부 등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 2차적 책임이라고 해서 교육부 등 의뢰인의 책임이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보다 가볍다는 것은 아
니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해당 교육정책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교육
정책 주체의 책임도 학교 못지않게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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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해당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의 진단에서 해당
학교의 책임 외에 교육부 등의 책임 소재도 규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해결방안
구안에서도 해당 학교가 노력해야 할 방향 외에 교육부 등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방
향이나 내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의뢰인의 정책 개발 및 집행역량의 강화도 목표로 추
구하게 된다. 그에 따라 일반 정책연구와는 달리 해당 정책의 입안 내지 집행 담당자가
컨설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해당
정책의 담당자로서 그 정책을 학교나 컨설턴트에게 강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 ‘적
극적 경청’을 의미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때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
정하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도 하는 일이다(Mackey, 2003: 147-220). 즉, 교육정책
담당자는 학교컨설팅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교구성원이나 학교컨설턴트가 가지는 관점,
입장, 제언 등에 비추어 해당 교육정책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나 전제를 재검토
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바꾸어가야 한다.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입장을 접
하고 수용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의뢰인도 학교컨설팅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학교컨설턴트
및 학교구성원과, 현실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학교컨설팅 관리자와 자주 대화하여야 한다.

2)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경우 대부분 단위학교는 의뢰인이 아닌 대상의 입장에 서
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는 학교컨설팅을 학교 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의 기
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강점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약점에 대해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부
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컨설팅의 의뢰인과 대상이 분리되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이 과연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
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에서 의뢰하는 학교컨설팅의 경우 학교와 교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컨설팅을 수용해야 하고, 이는 학교컨설팅의 자발성 원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학교구성원에게 컨
설팅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컨설팅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구성
원에게 주어진 경우만 학교컨설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교
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진정한 의미의 학교컨설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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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의 의미를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에 관한 컨설팅’으로 이해하고, 학교교육 및 학교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주체가 학교컨설팅의 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 따르면,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
육부나 교육청 등도 학교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지도와 조언, 지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자들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3) 학교컨설턴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도 학교컨설턴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학교컨설팅의 경우와 달리 학교컨설턴트는 해당 교육정책 및 그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에 학교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내용 전문성에는 해당
교육정책 및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전문성도 요구된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경우 학교를 총체적으로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안목도 요
구된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이어서 교육정책의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종합적․총체적 접근이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
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많은 경우 학교의 자발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학교컨설턴트가 대상 학교 구성원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및 기법,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확보하는 역량 및 기법 등과
같은 방법 전문성에 대한 소양을 더 많이 갖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정책의 집행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해관계의 분석 및 조정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당면한 문제의 책임을
학교, 해당 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당국, 기타 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 학교컨설턴트는 일반적인
학교컨설팅에서 요청되는 전문성에 비해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전문성을 요청받게 된다.

4) 학교컨설팅 관리자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경우 동일한 교육정책에 의해 지정된 학교들이 많고 대부
분 의뢰인과 학교컨설팅 대상이 다르므로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
해지게 된다. 이에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의뢰인과의 계약 체결 및 접촉, 해당 교육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ㆍ배부, 해당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개발, 학교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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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및 선정, 연수 및 훈련, 정책 실태의 전반적 경향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도구 개발
및 실시, 학교컨설턴트 간, 정책 적용 대상 학교들 간 입장 조율 등을 맡게 된다.
특히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학교컨설턴트로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이나 의견 등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자주 대화하면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정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반성적으로 형성해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교육정책 담당자
가 자신의 입장을 연구자들에게 ‘주문’하거나,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아이디어를 검토하여
정책을 입안 혹은 변경하는 일반적인 정책연구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교육정책컨설팅에서는 의뢰인, 컨설팅 대상 학교, 학교컨설턴
트,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4자가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그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
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지원

학교

직접 책임

의뢰인
(교육부 등)

간접 책임

과제

직접 책임

교육정책

간접 책임

학교
컨설턴트

학교컨설팅
관리자

지원

[그림 2]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의 4자 모형
(홍창남 외, 2010:85)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경우 4자의 주체가 존재하게 되어
양자모형이나 삼자모형에 비해 주체 간 관계 양상이 복잡해진다.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
가 당면한 정책집행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학교컨설턴트 간 관계와, 교육정책을 중
심으로 하는 의뢰인-학교컨설팅 관리자 간의 관계가 핵심적인 관계이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주체들 간 관계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학교컨설팅의 주체들 간 관계 양상
주요 관계
학교컨설턴트대상 학교

관계 양상
-학교컨설턴트가 학교나 그 구성원이 자신이 당면한 정책집행 과제․문제의 해결
을 위해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구안하는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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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학교컨
설팅 관리자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의뢰인이 당면한 교육 정책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해당 교육
정책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을 지원
-컨설턴트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 정리 후 교육정책 담당자에 제공

의뢰인-대상
학교

-의뢰인은 학교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학교컨설팅이
학교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득하고, 학교컨설팅
이 학교에 가져다 줄 이득 제시. 홍보와 연수 등을 통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
설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학교컨설팅에 따르는 이득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센티브 제공(예: 학교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현안과제와 실행 계획이 제시되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예산 배부)
-학교는 학교컨설팅의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정책담당
자와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컨설팅 과정을 조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함

학교컨설턴트학교컨설팅
관리자

-학교컨설턴트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정과 결과, 학교컨설팅 과정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 감정 및 정서, 아이디어, 제안 등을 학교컨
설팅 관리자에게 제공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컨설턴트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분석, 정리 후 정책담당
자에게 제공하여 교육정책 담당자가 교육정책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도록 함
-학교컨설팅 관리자는 컨설턴트의 학교컨설팅 활동을 지원

학교의 현안
과제-교육정책

-현안 과제는 교육정책에 비추어서 검토됨(해당 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중요한 원
인으로 하는지, 그 과제는 학교가 해당 교육정책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데 기인하는지 등)
-교육정책도 학교컨설팅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함
(컨설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 과제들이 교육정책의 개선을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는지 등)

주: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는 개별적으로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라. 과업 및 영역
양자모형이나 삼자모형에서 학교컨설팅의 과업은 컨설턴트가 하는 일로 규정되었다. 그
렇지만,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컨설팅모형에 비해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과업도 일반적인 학교컨설팅모형과는 많이 달라진다.

1)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업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업은 학교컨설턴트 외에 학교컨설팅 관리자가 하는 일
도 포함한다. 학교컨설팅의 과업은 일반적으로 문제의 진단, 대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육․훈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원 체제 구축 등으로 제시되
고 있다. 우선, 학교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의 과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나 과제를 진단
해야 한다. 교육정책 집행의 단계는 교육정책 해석,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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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차원의 사업계획 개발, 학교 차원의 지침개발, 자원 확보, 조직, 혜택․제한의 전달,
통제 및 모니터링, 학교차원의 정책집행 효과(대상집단의 정책산출에 대한 순응, 정책산
출의 영향), 피드백을 통한 지침·사업·프로그램 개정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학교컨설팅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문제나 과제를 진단하여야 한다.
즉, 해당 정책에 대한 집행담당 교원과 대상집단의 순응 정도, 해당 정책에 따른 혜택이
나 제한에 만족하는 정도, 정책집행활동을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제의 작동 여부,
혜택이나 제한의 대상집단 전달 여부, 상충하는 정책들로 인한 상충되는 교육활동․지침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정도,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조직 상의 문제
점, 자원 확보의 충분성, 집행담당 교원의 정책집행 관련 능력과 전문성 정도, 해당 교육
정책을 학교 차원에서 집행하기 위한 지침의 타당성, 학교의 정책집행 활동 및 지침과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사업계획·프로그램․법규에 규정된 목표들 간 일치 정도, 지
방 및 중앙정부 차원의 법규·지침·사업계획·프로그램의 타당성․명확성․일관성, 해당 정책의
집행가능성(정책집행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집단․조직의 입장과 영향력
의 크기 및 우선순위) 등을 진단, 분석하여 문제와 그 원인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책의 목표 및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이 필요
하다. 이에 정책의 해석도 중요한 과업이 된다.
둘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교육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
고, 해당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한다. 학교의 교원 및 대
상집단의 순응 확보 방안, 해당 정책에 대한 대상집단의 만족도 및 집행담당교원의 사기
제고 방안, 학교의 정책집행 활동 및 지침의 상위법규․지침과의 일관성 제고 방안, 해당
정책의 집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방안, 상충의 소지가 있는 교육활동들의 통합 및
조정 방안, 혜택이나 제한의 효율적 전달 방안, 조직 개선 방안, 자원 확보 방안, 상위 지
침 및 법규의 개선에 대한 제안, 집행가능성의 제고 방안 등을 도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컨설턴트가 그러한 방안의 실행까지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연수 및 훈련도 중요한
과업이 된다. 학교경영자, 집행 담당 교사, 정책 대상이 되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능
력과 태도, 신념, 리더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넷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확보와 지원 체제
구축을 중요한 과업으로 한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사례 수집 및 제공,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연결, 교육청 및 교육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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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언 및 촉구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정책
집행의 과정은 정치의 장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협의체의 구축, 학교의 교육정책 집행활동에 대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홍보 및 공공관계 등도 중요한 과업이 된다.
학교컨설팅 관리자도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되 주로 개별 학교컨설턴트가 제공하는 학
교컨설팅 결과와 정보들을 종합·분석하여 그러한 과업들을 수행한다. 교육정책 연계 학교
컨설팅 관리자의 과업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컨설팅 준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환경 조성, 컨설팅 대상 학교와 학교컨설턴트의 연결,
의뢰인과의 계약 체결 및 접촉
-학교컨설팅 참여자 지원: 해당 정책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도구
개발·실시·결과 분석, 해당 정책에 대한 해석 제공, 해당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ㆍ배부, 해당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 개발, 학교컨설턴트 간, 정책 적용 대상 학교들 간 입장 조율 등
-문제 진단: 해당 교육정책의 해석, 해당 정책에 대한 학교별 진단 결과의 종합 분석, 해당 정책의
문제에 대한 자체진단(문헌 분석, 학교컨설팅 대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실시, 현장 방문
등) 및 결과 피드백(학교, 컨설턴트, 의뢰인에게 제공), 학교별 진단 결과의 종합 분석과 자체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학교들의 전체 경향 및 문제 진단
-정책 개선안 수립 및 정책 개선 지원: 문제 진단의 결과, 학교별 학교컨설팅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
적 제언을 고려하여 의뢰인과 함께 정책 개선안 수립, 필요한 경우 정책 개선 과정 지원
-교육ㆍ훈련: 정책집행 담당자․학교관계자 대상 연수 실시, 학교컨설턴트 대상 연수 실시, 학교와 해
당 교육정책의 효과 및 영향요인 등에 대한 의뢰인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의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발굴ㆍ확보와 지원 체제 구축: 학교컨설턴트 발굴 및 선정, 해당 정책
집행 관련 전문가 인력 풀 구축, 학교컨설턴트의 요청에 의하여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당국에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요청, 이해관계 집단들의 협의체 구성 및 이해관계 조정 등
-학교컨설턴트가 제공한 정보들의 종합 분석, 정리 및 주기적 제공

2)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영역
학교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학교 현장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
다. 위의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업에서 제시되었듯이, 해당 정책에 대한 학교구
성원의 순응 및 만족 수준, 능력 수준 등 교육정책 집행의 양상과 효과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1차 관심 영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특정 교육정책의 집행은 학교의 다양
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정책 집행의 효과에 대
한 관심은 교육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교
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단위 학교의 모든 영역이 학교컨설팅의 관심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학교컨설팅의 직접적인 대상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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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이러한 두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는 최소한 진단에서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되, 심층 진단이나 해결 방안 구안 단계
에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구안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정책, 나아가 사회분위기 등
의 외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단의 결과 나타난 문제는 모두 학교
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진단이나 해결 방안 구안에서 학교 밖의 환
경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학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 방법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일반 학교컨설팅과는 방법 면에서 구별되는 측면을 가진
다. 특히 컨설팅 대상 학교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발성 확보를 위한 방법
이 활용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을 의뢰하기 전에 그 대상이 되는 학교가 학교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수현, 2008).
학교 개선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정 지원, 학교컨설팅의 취지․방법․사례에 대한 홍보나 연
수, 학교컨설팅 및 학교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팁(tips) 제공,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설명회 개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요구조사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자발성 확보와 더불어 학교컨설팅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컨설팅의 과정과 결과가 학교
컨설팅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컨설팅의 과정에
서 학교컨설턴트와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 구축, 참여자들의 관점 존중 등이 이루어
지고, 학교컨설팅의 중간 및 최종 산물로서 유의미한 진단 결과 및 해결방안이 창출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은 학교컨설턴트(혹은 학교컨설팅 팀)
와 참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한 유의미한 상호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2)
교육정책의 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학
교컨설팅의 경우와 달리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 대화의 당사자는 확대될 가능성
이 높다. 일반 학교컨설팅에서와 달리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학교컨설턴트와
교원을 주축으로 하되 해당 정책의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대화 당사자에 추가될 수가 있다. 이해관계가 개입하는 만큼 참여자들은 승리를 추구하
며 이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대화(dialogue)가 아닌 논쟁(debate)으로 만들어버릴
2) 대화로서의 학교컨설팅의 특성 및 절차에 대해서는 홍창남 외, 2013: 68-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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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있다(Schein, 1999: 209). 그런 만큼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는 다양한 대
화 기법을 활용하여 학교컨설팅이 ‘대화’의 과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이제까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모형에 대해 제시하였다.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
되고 구성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이해집단들이 조직화됨에 따라 정책집행 과
정에서의 불응과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학교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가
능성은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의 교육정책 연계 학교
컨설팅은 대부분 자발성이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위주의 짧은 방문에 그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발적 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제 확립, 교육정책 관련 전문성과 현장지식
을 모두 갖춘 학교컨설턴트의 양성 및 확보, 교육정책 관련 학교컨설팅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예산 및 기간 확보,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담당자
의 자세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정책의 도입이나 교육정책의 급
격한 변경은 학교의 교육활동들 간 관계의 안정을 저해하여 학교의 교육력 저하와 학생
의 학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결
정하거나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
팅이 학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
책 당국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학교컨설팅의 결과를 교육정책의
형성이나 수정에 피드백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여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은 이후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의 과정 및 결과를 설계하
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자 모형은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 아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의뢰하여 진
행되는 학교컨설팅의 경우에도 학교경영자의 의지와 판단을 중심으로 학교컨설팅에 대한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경우 학교컨설턴트와 학교컨설팅 참여자(내부협
력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교컨설팅 관리자나 총괄컨설턴트와 학교경영진의 관계도
중요해진다. 이 때 4자 모형이 유용할 수 있다.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책집행과 관련한
논의들로부터 도출한 것이어서 이론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연구자들의 교육정책 연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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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제약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연구는 교육정책 연계 학교컨설팅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인만큼 모형의 지속
적인 정교화와 현실 적용을 통한 검증이 이후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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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Model of School Consulting
for Educational Policy
Jeong, Soo-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Hong, Chang-nam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plores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In

this particular model, the client and the subject of school consulting for
educational policy are different, thus the general school consulting model
cannot be applied. To draw the model, this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processes,

types,

relevant

factors,

and

models

of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It includes five objectives of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along with four subjects(such as the client, the subject
school, school consultant, and school consulting manager).

In addition, this

study deals with tasks and areas,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model.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the autonomy of members of the society are
widely accepted, the school consulting model for educational policy this
study suggests would expect to prevent conflicts and rejection created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o modify the educational policies
applicable to the school organizations.
[Key Words] : school consulting, school consulting for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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