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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개혁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 가 전통적인 막스 베버의 계층제적 관료제의 책임
론인 단선적 일방적 그리고 계층적인 책임 구조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음에 문
제 인식을 가지고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성과 중심의 책임구조로 변혁시키기
위한 새로운 책임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책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책임의 주체(holders)와 책임의 객체 (holdees), 책임의 내용
(for what), 그리고 방법 (how) 으로 나누어 책임의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주요한 책임의 주체와 객체들인 교육청,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이 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이들의 성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들이 비교론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주제어]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의사결정, 책임성, 분권화, 높은 성취

I. 서론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school-based management) 는 미국에서 1980년대 들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와 학교의 실패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 제도 개혁의 대안으로 채택되기 시작
하였다. 이 제도는 사적 분야의 개혁의 큰 흐름중의 하나인 분권화와 맥을 같이 하며 비대
화, 중앙집권화, 관료화된 된 교육청 행정 체제 (Tyack, 1990) 의 권한을 학교와 학생의 교
육에 대하여는 더 잘 알고 있는 단위학교들에 실질적 자율 권한을 이양하여 학교 행정체제
의 효율성, 신축성, 그리고 대응성을 높이자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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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시작하였는데 미국에서와 같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
와 학교의 실패라는 사회적 압력에 의하여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의 규제
위주의 관료주의 행정으로부터 벗어나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김성열, 2001)
취지는 같았다.
학교 개혁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된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대한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개혁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판은 교육구로부터
실제적 권한의 분권화나 이양보다는 수사만 난무 한다 (Wohlstetter and Odden, 1992), 학
교 구성원들 간에 전통적인 권력관계가 바뀌지 않았다 (Malen et al., 1990), 학교자치경영제
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변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만 다룬다 (Malen
and Ogawa, 1988)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점이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에 의한 지도 감독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도 중앙
집권적이다 (김성열, 2001). 송순 (1999: 174-175) 은 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예를 들면, 단위학교에 인사, 교육 과정, 그리고 재정에서 위임 사항이 너무 적다. 제도에 대
한 인식이 낮고, 학교장은 비협조적이고, 학부모나 지역 인사들의 전문성과 참여율이 낮다
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구체적인
학교자치경영제의 구체적 형태들이 학교자치경영제의 의도된 목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Malen and Ogawa, 1988), 궁극적인 결과 변수인 학생들의
학습이나 학교의 성취와 관계가 낮거나 또는 관계가 아예 없다는 연구 보고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은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행정 구조의 한계와 구
조 개혁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Kim, 1998). 미국이나 한국 모두에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 행정 구조의 가장 심각한 결함 중의 하나는 학교 개혁의 성과 그리고 위
임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책임체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김성열, 2001; Mohrman
et al., 1992; Wohlstetter & Odden, 1992).
교육 행정체제에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라는 분권화된 의사 결정 시스템의 도입은 필연적
으로 의사결정 권한과 이에 대하여 동전의 앞뒤와 같이 맞물리는 책임의 새로운 분배와 구
조화를 수반한다. 우리나라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이름이 이제도의 원래 목적이 학교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와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는 책임의 구현과는 거리가 먼 잘못 명명된 이름(misnomer) 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이름과 취지 걸맞게 학생의 교육 성취와 학교의 발
전에 추진체 (locomotive) 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완되거나 갖추어야 할 요소, 즉 책임의 내용
또는 대상 (for what) 은 무엇이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할
책임의 주체 (holders)와 객체 (holdees)는 누구이며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 (how) 으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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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책임의 방법은 책임의 내용에 따른 보상과 제재에 관한 것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책임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개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 교육 행정의 책임성 체계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책임의 구조를 밝히는데 있어서 학교단위 책
임 경영제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이 미국 상황 (context) 에서 개발된 문헌으로 미국 중심의 이
론적 고찰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중심의 이론과 사례를 논하고 우리의
제도와 현실을 비교 논의하며 우리 상황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책임성의 개념과 구조를 밝히는데 책임의 주체 (holders) 와 객체 (holdees) 는 누구
며 책임의 내용 (for what) 은 무엇이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how) 은 무엇인지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위에서 밝힌 책임의 주체와 객체가 무슨 책임 내용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의 제 요소) 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Ⅱ. 책임성의 개념과 구조: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책임성 (accountability) 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
어 (Behn, 2001), 도깨비불 (will-o-the wisp) (Mosher, 1980: 546, Behn, 2001, p. 4 에서 재인
용) 같아 파악하기 어렵다. 책임의 현실에서는 책임 구조의 여러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이어서 이의 정밀한 분석이 어렵다.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변하는 개념 (Behn, 2001) 인 책임은 기술적이기 (descriptive) 보다는 규
범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책임의 과학보다는 책임의 미신에 의존하여 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책임의 미신은 매우 보편적 현상으로 보이며 책임 구조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희생양이라는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 냈다.
기존의 책임성 구조에 대한 이론은 책임성 개념 파악과 유형의 개발에 치중하여 논의되었
다 (김규태, 2001, 2002; Romzek and Dubnick, 1987). 김규태 (2001: 290) 는 책무성
(accountability) 과 책임 (responsibility) 을 구분하여 책임은 책무성의 부분적이고 핵심 요소
로 특정인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으로 책임성처럼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구
분하고 있다. 김규태 (2001)는 다양한 책무성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관료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 도덕적 책무성, 그리고 고객 지향적 책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개념
구조로는 중의적, 상호 보완적, 정치적, 그리고 체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Romzek and Dubnick (1987) 은 미국 우주 왕복선 Challenger 호의 비극에 대한 책임론을 규
명하며 4 가지 관료적, 법적, 전문직업적,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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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기존의 이론을 통합하고 특히 Behn (2001)의 책임성 이론에 기초하여 책임
성을 주체 (holders) 가 객체에게 (holdees) 무엇에 대하여 (for what) 어떻게 (how) 의무와
책임을 나누고 응답하겠다 (answerable), 또는 설명하겠다(account for) 라는 의미로 규정하
고자 한다.1) 이러한 개념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의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책임의 주체와 객체(responsibility holders and holdees)
책임의 종교보다는 진일보한 Max Weber의 관료제 합리성에서는 단선적이고 계층적인
권력의 계층에 따라 누가 (who) 가 누구에게 (to whom) 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한 책임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막연하고 편리한 기대는 이러
한 계층적 명령계통 라인이 이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범위를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국한하면 책임의 주체와 객체는 교육구(청), 학교장, 교사, 학부모와 지역 사
회 인사들을 포함한다. 계층적 관료적 책임 구조의 문제점은 책임의 구조를 단순화시켜 단
선적이고 일방적인 책임 라인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모순은 권한에 상응
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는 주인 (principal)-대리인 (agency) 관계에 의하여 대
리인에게만 일방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의 책임론은 주인 (principal)-대리인 (agent) 관계에서 명령 통일
(unity of command)의 원리에 의해 하나의 대리인에 대해 하나의 주인 또는 상관만을 전제
하는데 이 이론은 이해 관계자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사기업 조직에서 개발된 이론으로 다
수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정부 조직에의 적용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관료제 이론에서는 한
명의 상관에게만 책임지면 되는데 현실 정부 조직에서는 여러 명의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여러 명의 주인 (holders) 은 상관, 동료, 서비스 대상자, 언론, 교사 노조 등이
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감, 교육구 위원회, 학부모, 지역 사회, 학생 등 다양한 책임 주체
를 가진다.
막스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책임 구조의 또 다른 한계는 권한과 책임의 흐름이 일방적이
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믿는 것이다. 권한과 책임의 흐름이 쌍방적이고 집단적 (mutual
and collective) (Behn, 2001) 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존재(entities) 이던
책임의 주체와 대상 (holders and holdees) 이 동시에 되는 것이다. Behn (2001) 은 위와 같
은 논리에서 우리는 책임의 주체와 객체 (responsibility holders and holdees) 의 이분법이
1) 책임의 어디서(where)와 언제(when)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것에 연구
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를 줄인다. 다만, 어디서의 문제는 책임 공간의 문제로 어디에 서
있나(where you stand)와 어디에 서있을 것인가(where you will stand)의 문제로 조직의 경계선을 긋
는 것이나 호수의 물결이 어디서 멈출 것인가와 같이 어려운 문제이다. 언제는 책임의 기간 또는 시
간과 관련된 문제로 책임에 대한 시간 또는 세대간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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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책임 환경”(accountability environment)“ 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지는 360 도
환류 (360 degree feedback) 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ehn (2001, p. 200) 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왜 막연하고 모순되는 임무를
공공기관에 부여했냐고 책임 환류를 제공하는 것을;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왜 자신이
지난달에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했나를 설명하는 것을; 공무원이 정치 공무원에
게 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느냐고 책임 환류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공무원들이 피규제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고 답하는 것을; 신문사 편집자가 국회의원에게 왜 모든 사실여부와 사실 폭로의 파
생 효과를 점검하지 않고 기사를 실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정치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새로운 입법강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였느냐고
요구하는 것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행정 구조(governing structure)는 학교 조직 내외의 다양한 이해
관계 권력 집단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를 반영하는 하나의 의사 결정 정치 체제이다. 백종섭
(1999)에 의하면 학교 공동체는 크게 세 집단인 관리주체집단, 교원집단, 그리고 학생, 학부
모, 그리고 지역사회 집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 그리고 상호 협
조 관계 속에서 교육의 책임성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학교단위 책
임경영제의 행정구조자체는 주정부의 정치적 분위기, 교육청의 지도력과 정치, 학교 교직원
노조의 영향력, 지역사회의 영향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권력 배분의 전통과 역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학교 교육 그리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의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권한과 책임의 주체와 객체는 매우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관료제 책임 구조에 선거 정치의 책임 구조가 합하여져 주민 (state citizens)주 정부 (주 의회, 주지사-주 교육부)-교육구 주민-교육구 (교육구 위원회-교육감-교육구 공
무원)-학교장-일선 교사-학생과 학부모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단선적인 책임 구조는 선거
정치제도의 한계와 관료제 책임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loosely
coupled). 교육감이 교육구 주민 전체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제도적인 민주 책임 체
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잘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동이나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 학교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공유되는 책임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료적 책임 구조도 편의성과 명확성을 자랑하는데 넓게는 국민-정치가(대통
령, 국회, 사법부)-교육부(현재는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학교장-일선 교사-학생 그리고 학
부모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위자 (principals) 가 권한에 상응하게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데 실제의 책임과 비난은 하위자 (agents) 에게 더 부과된다. 권한은 정부에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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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부담은 사교육비를 무리하게 담당하는 무고한 학부모 (세금 납세자) 에게 있고, 더
많은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데 학교의 실패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지고, 흔히 관료적 구조 하
에서 잘못은 상위 계층인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 많은데 많은 책임과 비난은 일선 교
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에서의 책임의 주체와 객체는 넓게는 일반국민, 중앙 정부의 교육
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지역 주민을 포함하고 좁게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보다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 학교장, 학교 직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를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후자의 그룹
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중에서도 학교 직원과 학생은 제외하였다.2)

2. 책임의 내용 (responsibility for what)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또한 무엇에 대하여 (for what) 어떠한 방법 (how) 에 의하여 책임
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비교적 편리한 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우리 근대 관료제는
규정 중심의 책임 체제를 구축해왔던 것이다. 이는 Behn (2001) 의 표현에 의하면 근대관료
제는 재정 (finance) 과 공평성 (fairness)에 대한 책임성에 치중하였다는 것이다. 재정에 대
하여 법규정만 어기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만 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관료제의 성과의 기준을 개발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회계
의 부정은 없었나를 체크하는 것이 훨씬 쉽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것이다. 물론, 재정과 공
평성에 대한 평가 자료의 양이 많은 것도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편리하다 (Behn, 2001). 다른
말로 하면 그 동안 학교 관료제는 책임의 내용에 있어서 투입 (예를 들면, 예산, 인력) 과 과
정 (프로그램) 에 초점을 두었지 결과나 효과성에 초점을 두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적
관료 행정은 이러한 투입과 과정에 대하여 실수, 부정, 그리고 규정 위반만 하지 않으면 되
는 것이다. 전통적 공공 관료제의 책임체제에서 부족한 것은 성과에 대한 책임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Behn, 2001). 그 동안 공공
관료제는 무책임 (zero-degree accountability) 의 제도에서 안주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
부의 효율성 또는 예산의 가치(value for money) 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미국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 예산과 투자는 늘어나는데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
(Cavasos, 1991) 교육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본 연구에서 책임의 주체와 객체로 학교 직원과 학생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들 집단은 아직 우리나라
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공식적 참여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추
후 이들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를 통한 단위학교의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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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 관료제도 규정 중심의 통제와 명령에 의한 책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
과나 성취에 대한 책임보다는 예산과 자원의 투입에 안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학교 교육이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값어치에 대
한 평가보다는 학원과 EBS 교육방송에 의존하는 모순을 그것도 공공연히 과시하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학교의 업적과 성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평가 체계에 있어서도 미
국이나 한국이나 매우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교책임경영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
교 성취와 대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학교로의 권한의 위임과 자원 (resources)
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체제가 없다는 것이다 (Wohlstetter and Odden, 1992).3) 겉으로는
연례 학교성취보고서가 책임확보 장치로 보이지만, 이는 아무 힘 (teeth) 이 없으며, 단지 정
보의 전달 역할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가준거가 불명확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학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하여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도 부족하고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김성열, 2001).
위와 같은 책임체계의 미비는 책임을 물을 내용이나 성과 기준이 미흡하여 그런 것은 아
니다. 책임의 내용 또는 무엇(for what) 은 그 다양성과 종류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학교
의 성취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로 학생 결근율,
졸업율, 표준화된 시험 성적, 상급학교 진학률, 전문 직업으로의 전환율 등이 있다. 물론, 학
교 관료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성과 자료의 생산과 공유하는 데도 노력이 부족하였지만 이
러한 자료를 책임체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책임체제 구축의 어려움은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가 학교의 향상이나 학생의 학업 성취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나 성과 변수를 책임 평가 체계에 통합 연결하여 사용하기에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운영기간이 좀더 길어지거나 이 제도
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간 단계 (intermediate) (David, 1995) 성과 변수에 관
심을 기울이는데 만족하여야 할지 모른다. 기존 문헌 (Caldwell and Wood,, 1988; David,
1995; Kim, 1998; Lawler, 1986; Robertson, 1995; Robertson, Wohlstetter, and Mohrman,
1995; Wohlstetter, 1995) 에서 밝혀진 중간 단계의 성취 요소라 할 수 있는 책임의 내용에는
위임된 권한과 업무, 규정의 정비와 예외 (waiver), 행정 구조의 설계, 학교 비전에 기초한
발전 계획과 전략, 교육과 훈련 기회, 교과과정과 교수 방법 지원 프로그램, 여유 자원, 민주
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료베이스의 구축과 공유,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교육가
의 지도력,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의사 결정 기술, 회의 진행과 운영 기술, 학부모와 지역
3) 국가적으로도 1984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주별 비교할 수 있는 학생 학업성취 자료인 “주 교육성취
차트(State Education Performance Chart)" 또는 ”월 차트(Wall Chart)"가 만들어졌다(Cavasos, 1991).

54

敎育行政學硏究

인사의 지도력과 문제 해결 능력, 외부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협동적인 학교 분
위기와 문화 등이 중요한 과정적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목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와 보상 (evaluation and rewards)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의 방법 (how) 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성과의 내용 또는 대상
(for what) 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성과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과
벌을 어떻게 하겠는가의 문제이다. 책임의 내용 또는 대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의 방법은 더욱 간과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려도 학생들의 행태가
악화되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 구성원들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상하거나 제재를 가할 지에 대하여 합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학교 학생,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 학교, 그리고 교육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미약함이 지
적되고 있다 (Cavasos, 1991). 문제는 성취나 추가된 업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가
필요함에 대하여는 지적되고 있지만, 교사들 간의 평등의 규범 (egalitarian norms) 은 교사
들에 대한 보상의 차이를 인정하려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Doty, 1994). 이러한 딜레마는 우
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동안의 학교 관료제에서 책임의 문제는 성과에 근거
하여 제기되기보다는 Behn (2001) 이 논의한 것처럼 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벌의 부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 측정 방법의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 성과제의 도입은 강한 저항만을 야기하였다. 최근에 학교 교사
들에게 주어진 성과급이 반납되었다든지 구성원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이 타당
하고 실현 가능한 성과 평가체계의 구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서의 책임의 방법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벌보다는 긍정적 강화
방법인 성과에 대한 유인책의 고안에 집중되어야한다 (Behn, 2001, p. 129). 기존의 동기 부
여 이론에서 제시한 외재적 내재적 방법 둘 다 원용하여야 할 것이다.

Ⅲ. 누가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1.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보상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교육구4), 학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자들 간의 역
4) 미국의 교육구와 한국의 교육청은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핵심
이 학교구나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의 권한 이양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상호 대체
적으로 사용하여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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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대한 기대와 권력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수단 (Purky, 1990: 373) 으로 이 프로그램의
행정구조는 교육구의 정치적 분위기, 지도력, 재정환경과 같은 상황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
정된다 (Wohlstetter & McCurdy, 1991) 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
착의 최고 책임자는 역시 교육구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교육구에 대
한 기대이고 이에 대한 실망은 역시 교육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대
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중의 하나는 이 제도 자체가 학교 실패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대부분의 현실의
학교자치경영에서 교육구(청)으로부터 일선 학교로 이양된 권한이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매
우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교육
관계법에 교육청이 단위학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 “승인” “인가”의 권한
이나 교과 과정, 교과 선택, 교원 초빙에 있어서 중앙 집권화의 정도가 크고 단위학교의 자
율성이 낮은 (김성열, 2001: 113)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 행정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자문보다는 규정에 의한 통제 중심이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성
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학교책임행정제가 성공적이
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은 일선 학교의 형평성 유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업무에 대하여만 떠맡고 그 외 학교 교육에 관련한 권한 위임의 정도와 분야를 일선
학교로 과감히 확대 이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대한 가장 심
각한 비판과 한계가 이러한 영역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교로의 권한 위임이 형식적이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논리나 내용과 동의어 반
복적인 이야기라고만 할 수 없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한계는 분권화된 인사, 교과과정,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일선 학교
의 권한이 교육구의 규정, 교원 노동조합의 계약 (David, 1989) 같은 "체제에 중첩된 규정의
거미줄 (the web of rules embedded in the system)"(Malen, Ogawa, & Kranz, 1990: 298)
에 의하여 다시 구속된다는 것이다. 이는 Gaebler and Osborne(1992)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육구의 규정에 대한 혁신적인 변혁이 필요함을 말한다. 두꺼운 백과사전 분량의 규정집
의 슬림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집 개혁의 기준은 감시 통제 위주의 규정은 과감히
줄이고 성과, 결과 지향적인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건강을 위하여 지방질은 줄이고 근육은 늘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아울러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는 학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규정 예외 (waiver)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구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게 하
기 위해서는 이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청을 포함한 의사결정자들 간의 명확한 권한과 역할
의 배분 그리고 권한의 위임에 상응하는 책임체제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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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결함이 성과 중심의 동기 부여 유인책과 책임 체제가 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물론 전통적으로 공공 기관에서의 성과의 측정과 동기 유인책은 사
적분야에 비하여 제한되지만 사고의 틀을 넓혀야 할 것이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구조적 한계와 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권력이나 권한의 이양에
만 치중되어 있어 자칫 권한만 이양하면 교육구의 역할이 완수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Mohrman, Wohlstetter, 그리고 동료들의 (1994) 책 전체가 학교자치경영 프로그램이 권력
에만 제한되어 있음의 한계를 지적하고, 학교의 높은 성취를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학교자
치경영프로그램에 권력의 이양뿐만 아니라, Lawler (1986) 의 높은 참여 관리 모델 (high
involvement management model) 을 원용하여, 지식, 정보, 보상의 세 가지 요소를 추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Robertson, Wohlstetter, 그리고 Mohrman (1995) 은 Lawler (1986) 의
모델을 더욱 확대하여 “매우 혁신 학교들” 을 위한 제 지지조건들로 권력, 정보, 보상, 교수
안내 (instructional guidance), 지도력, 그리고 자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청
의 책임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재설계에 있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
략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지식들을 제도 프로그램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교육구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의도대로 작동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권한
의 이양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이러한 권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재정적 그리고 비
재정적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재원, 교수 (instruction), 지도력, 의사 결정 과정,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청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과 자문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과 과정, 학교책임경영을 포함하여 학교
가 필요할 때는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과 기술 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구의 또 다른 역할은 교육구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 행정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공유, 그리고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에는 교육구에서 개발한 교육구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학교의 비전과 목표, 계획, 구체적
전략, 학교 발전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교육청의 성과와 관련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 학교
의 성과와 관련한 성과 지표, 평가 등 각종 자료를 포함한다.
위에서 제시한 교육구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평가의
내용과 기준으로 권한 이양의 정도와 범위, 규정의 신축적 적용, 교육구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교육구의 데이터베이스의 질과 양, 일선 학교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대한 평가, 학교에
서의 여론 조사를 포함한다. 외적으로는 상위 정부 수준에서의 교육구간 경쟁, 협동 프로그
램을 만들어 교육구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교육구의 역할과 기능은 대부분 미국 상황에서 논의된 것으로 아직도 많
은 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지역 교육청
의 역할과 업무가 자율적이기보다는 상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시하는 업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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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시행에 치중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위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게는
규범적인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교육 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이 지
원과 자문의 역할보다는 통제와 명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 교육청에
게 지원과 자문의 체제를 구축하고 역할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말보다 마차를 앞에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에 대한 축소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혁
을 수행하고 일선학교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하여는 보다 광범위한 분
권화와 재정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2. 학교장의 책임과 보상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학교로 분권화된 권한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의사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권한의 배분과 영향력의 행사와 관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
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구조가 이해 관계자들 총체간의 권력의 배분과 업무의 집행과정이고
또한 “지속적인 참여 관리”(an ongoing system of participative management) (Robertson,
1995, p. 8) 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나 학교개혁과정에서나 지도성의 중요성과 역할은 과소
평가 될 수 없다. 가장 잘 의도되고 계획된 개혁 프로그램도 체제내의 각 개인들이 이를 어
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에 성공이 좌우되고 (McLaughlin, 1987), 지도성은 참여관리제도
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은 곧 새로운 관리방식의 중
요한 부분 (Lawler, Mohrman, & Ledford, 1992) 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학교 지도력의 중
요성을 새로이 인식할 수 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수단적 도구 (Purkey, 1990) 를 구체화 (to materialize) 하는데 가
장 영향력이 있고 전통적으로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며 여전히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하에서
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렬, 2001) 학교장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
고 저항하기 쉬운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민주적이
고 수평적인 의사 결정 체제를 강조한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학교장 중심의 구조와 공동
체 중심의 구조를 결합한 형태 (김성열, 2001) 라 할 때 학교장의 주도로 가기 쉽다. 이는 학
교의 운영에 대하여 교장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전통적인 규범이 결합
할 때 더욱 그렇다.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 방법은 LA 통합 교육청(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의
LEARN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진보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김흥회, 2001). 이를 원용하면 다
음과 같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관련하여 학교장은 학교가 학교의 성취, 건전한 학교 재
정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중심 기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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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을 마련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기획 과정안은 최소한 임무헌장, 성취계획, 예산
지출안, 강제 실행안 (mandate), 교사 교수 지도 발전 프로그램, 학부모 참여 계획안, 그리
고 지역사회 참여 계획안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장의 또 다른 책임은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성취 기준을 마련한다. 이러한 계획안은 “이 학교는 효과적인 학교인가?”를 측정하
는 다섯 가지 성취척도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출석률, 성취결과, 졸업율, 성공적인 사회 전환
율, 그리고 학교의 목표가 달성되었나의 평가가 있다. 학교장은 각 학교의 기획안을 마련하
고 그 기획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학교사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기본적인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의 성취 기준, 여론 조사, 그리고 교장의 기술
프로필에 근거하여 매년 강제적 평가를 받는다. 학교의 성취에 따라서 학교장에게 보상이
있으며 학교의 성과가 낮을 경우는 도움 (assistance), 중재(mediation), 교장직의 심의
(position review of principal) 라는 세 가지 단계의 제재 (interventions)를 받게 할 수 있다.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는 권위적인 지도자보다는 민주적인 지도자를 권력을 독점하는 지
도자보다는 권력을 공유하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변혁적, 민주적, 그리고 수평적 지도자 유
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학교 지도자들에게 매년 강제적 평가에 의하여 LA 통합구
에서 실시하는 보상과 제제라는 책임 체제는 더욱 어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일부
교육구에서 최근에 도입된 이러한 제도의 수입과 채택 전에 우리의 문화에 적합하고, 타당
하고, 실현 가능한 평가 기준의 개발 그리고 이의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도자 개발 프로그
램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사의 역할과 보상
새로운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서 역할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혼란을 겪고 있는 집
단이 학교 교사들인 것 같다. 학교 교사들은 교육청이나 학교장에 대하여는 권한의 분배를
받을 기회로 인식하고 나름대로 기대 심리를 갖게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가 결국은 교장의 전통적인 권위적이고 통제 중심적인 역할을 바꾸기 어렵다고 냉소
적인 자세를 견지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또 다른 업무의 부담이며 교실
수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와의 관계에서는 학교
장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의 학교 행정에의 참여를 전통적인 교권과 전문직업
성에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교사들
이 폐쇄된 교실만을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훌륭한 교사는 전통적인 경계선을
넘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함께 일하는데 편안해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며, 조직을 연결 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협동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Kanter, 1996: 93).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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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의 참여와 역할이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와 효과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학
생들의 참된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동료 교사들과 팀 수업
을 하기도 하고 교과 과정과 수업 강의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른 교사들과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일한다. 또한 학교의 여러 팀에 가담하여 팀 구성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때로는 필요하
면 외부의 학교나 조직에서 제공되는 연수,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새로운 정보와 프로그램을
조직 내에 전파하고 이식하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부에 강사로 초빙되어 교육을 다니기도
한다. 교사들은 내용지식, 교수법, 최근의 연구,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모형, 그리고 집단의
사결정과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데 적극적이다 (David, 1991). 이들은 학교의 경계선이 더 이
상 학교 울타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을 학교의 귀중한 자원으로 끌어들이
고 또한 많은 경우 이들에게 언어 교육, 컴퓨터 강좌, 지도성 또는 의사소통 강좌 등을 제공하
며 학부모나 사회 인사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발전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협동할 때,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
을 끌어들이고 협동하는 가운데 학교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새
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교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것이
다: 효과적인 강의 방법의 응용, 특정한 목표의 달성, 학생의 성취결과, 전문적인 발전 활동
에의 참여, 학교 팀에의 참여, 동료의 평가와 도움, 그리고 연례 조사의 결과. 높은 성취는
인정, 보상, 연구 시간, 휴가 기간, 승진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낮은 성취는 다른 교사의
지도, 스트레스 관리, 다른 교사의 도움, 다른 교사의 평가, 다른 교사의 가르침, 그리고 학
교 이동의 제재가 따른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사들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등 하여 보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학교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외재적 또는 금전적인 인센티브제가
소극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또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평가 기준의 개발도 상대적으로 어려
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전교조 등에 의하여 정
치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평등 문화에 익숙한 학교에 부정적이고 차등적인 인센티브의 도
입보다는 세미나 참석, 연구 시간의 확보, 잡무로부터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이고 발
전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책임과 보상
학교책임행정체제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통적으로 학교 행정에 무관심했거나 참
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었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이들의 참여에 따른 충격
과 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학교 교육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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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에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때로
초대되지 않은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들에게는 참여에 따르는 여러 비용들이 수반하
며 그에 대한 혜택은 희석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 학부모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대상 (holdees) 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학교
를 지원하는 주주로서는 책임의 주체 (holders) 이기도 한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의 책임은 이러한 교육에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위치에서 학교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
는 사회적 경험, 지식, 자원을 학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쏟아 붙고 이에 상응하는 학교의
업적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역할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 인사
들은 학교 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학교 전문
교육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로 학교의 의사결정의 질이 좋
아지고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성취가 높아지
면 이 자체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신들의 학교의 발전에 따른 내재적 또
는 내면적 만족감, 또한 학교 행정과 업무에 대한 지식 증가와 지도성,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의 혜택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유인 동기가 있음에도 많은 경우 학부모들과 지
역 사회의 인사들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이에 수반하는 비용이나
반유인책 (disincentives) 이 더 큰 것 같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결함 중의 하나는 학부
모나 지역인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만 제공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설계된 것 같다. 기존의 동기부여 이론을 응용한 다양한 보상
유인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들의 동기부여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부모나 지역인사들
의 욕구조사 등에 기초한 체계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미국 학교들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정보
관리 센터 (information clearing house) 또는 소개 센터 (referral center) 역할을 하기도 하
고 학교 안의 학교로서 (schools within a school)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학습 센터
(learning center) 로 컴퓨터, 언어, 지도자 훈련 과정 등 다양한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상응하여 학부모나 지역 사회 인사들은 자원
봉사, 기부금 마련, 개인 자원을 제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관한
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가 종속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그리고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의무와 책임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학교는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무슨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
회도 역으로 학교에 대하여 비판과 책임 전가만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역사회가 도와줄 수 있고 또한,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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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책임론 또는 책임 구조가 전통적인 맥스 베버의 계층
제적 관료제의 책임론인 단선적 일방적 그리고 계층적인 왜곡된 책임 구조 그리고 책임 이
론의 영향을 받아 책임 체제 그리고 책임 구조가 부재하거나 왜곡되어 있음을 논하였다. 이
는 정도의 차이일 뿐 미국이나 한국 모두에게 해당한다. 책임의 주체와 객체간의 일대일
(one-to-one or unity of command) 그리고 일방적 관계가 왜곡되었을 뿐 아니라 책임의 내
용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보다는 규정 중심으로 구조화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의 책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책임의 주체(holders, principals)와 책임의 객체
(holdees, agents), 책임의 내용 (for what, contents or criteria of responsibility), 그리고 방
법 (how, rewards and punishments) 으로 나누어 책임의 개념과 이슈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책임의 개념과 분석적 구조를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책임
의 내용 (for what) 을 살펴보는 가운데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교의 궁극적인 책임 기준
인 학생의 학습 성취 (student learning and performance)로 연결되기에는 구조적으로나 구
성 요소 면에서 한계가 많아 과정 또는 중간 (intermediate) 책임 내용 또는 변수인 정보, 자
원, 보상, 교수 지도, 의사 결정 과정, 지도성, 교육 훈련 등을 논의하였다. 학교단위 책임경
영제의 주요한 책임의 주체와 객체들인 교육청,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
이 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책
임의 내용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책임 역할을 했을 때 이들 책임 객체에게 어떤 보
상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책임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역할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한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인위적인 것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본 글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매우 복잡하
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책임의 구조를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였으나 이러
한 논의는 단정적이기보다는 하나의 학습 방법 (heuristics)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고 책임의
내용으로 논의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주요 과정 변수에 대하여도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는 책임구조의 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주고 결합 (coupling) 하는 역학(dynamics)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례 연구를 통하여 책임구조의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밝혀졌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 교육구(청), 학부모, 그리고 지역 인사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방법을 밝히는
과정에서 연구 범위와 자료의 한계,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 인사에 대하여는 비전통적인 참
여자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탐구가 많이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평가와 보상체계에 대
하여도 이에 대한 자료의 제한으로 논의가 제한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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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 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그리고 일선 학교로 분권화의 정도
가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치가 우리보다는 앞서 제도화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의 이론과 실제 사례가 우리의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한
계를 가지나 이는 정도의 차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고무적이라고 볼 때 우리의 제도 개혁
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 있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의 속도가 구미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다는 사실이 학교의 민주화, 분권화에도 연결될 수 있다면 교육자치 그리고 궁극
적으로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에 대하여 거는 기대는 축소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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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School's Responsibility through School-Based
Management

Kim, Heung-Hoi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lies in exploring a model of accounta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that

is

geared

to

high

performing

expectations for students and schools.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schools has
been perverted by the Weberian model of linear, top-down, and hierarchical
structure

of

accountability.

The

concepts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s are explored under the headings of the who
and whom (responsibility holders and holdees), what (contents), and how
(evaluation and rewards) of responsibility.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spective stakeholders or decision-makers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s
and

the

corresponding

rewards

and

incentives

are

suggested.

The

new

responsibility structure of school-based management is discusse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