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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1)

이 승 호(한국교육개발원)**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및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틀을 구안하고, 이들의 요인 및 하위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
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내용의 명확성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상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정책 수단 중, 물적 자

원은 초기에 비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었고 인적 자원은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철새
교사’의 유입을 막았다. 둘째, 정책집행 조직구조를 보면 주로 시·도 교육청의 ‘과’ 단위에서 전
담하여 관료제의 형태를 띠었으나, ‘위원회’, ‘지원센터’ 등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정

책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 담당자들은 ‘조심스러운’ 정책 개입을 통해

혁신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에서는 정책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의 다양한 반응이 공존하였다. 또한 혁신학교 선정동기

와 관리자의 이해에 따라 정책 불순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정책 환경 요인에서는 정치·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으나, 정책집행에 있어 대학입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정책 결정자는 교육감과 시·도 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교육감으
로부터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시·도 의회 의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예산 승인에 있어

서 차이를 보였다. 매스컴과 교원단체는 진보와 보수 여부에 따라 혁신학교에 보내는 지지가
나뉘었다. 자유학기제와 혁신학교 정책은 대체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나 일부 2기 시·도 교
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혁신학교 신청에 회의적이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명확성과 일관성이 공존하는 정책 내용’, ‘확산전략’, ‘조심스러운
정책개입’, ‘정책의 오차 수정과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정책집행담
당자와 연구자를 위해 제언하였다.

：혁신학교 정책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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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이 결합
된 새로운 학교모델로서,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창의성,
집단 지성의 문화에 기초한 학교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나민주 외,
장훈, 김명수,

2013;

2011). 2009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혁신학교를 운영한 이래, 현재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혁신학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개혁 시도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빠르게 전파되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려
교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또는 ‘가장된 동료성(contrived
의도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례로 열린교육 운동을 들 수 있다(김재웅,

2007).

collegiality)’으로 인해, 본래의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

열린교육 정책은 발생 및 전파과정이

혁신학교 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이런 점에서 혁신학교도 열린교육의 전철을 밟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린교육 운동이 교육과정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혁신학교 정책은 교원들

의 자발성,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김성천, 오재
길,

2012;

이혁규,

경영을 강조하고

2013). 또한 정책 내용에서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 민주적 학교
있어, 중앙집권적인 정책집행에서 오는 폐해를 미리 경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교 정책 역사상 초유의 실험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이윤미,

2013;

이혁규,

2013),

열린교육과는 다른 경로를 가리라는 기대를 하게 한

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일정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였고, 소위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함께 혁신학교가 급속하게 확대되
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혁신학교 운영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다(백병부, 성열관, 양성관,

2015;

성기선,

2014).

이에 ‘무늬만 혁신학교’들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과 차별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우려가 생기
는 것은 정책의 형성보다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 정책집행은 교육행정학자들이나 교육행정가들에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결정되면 이변이 없
는 한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김재웅,

2011; Hill &

Hupe, 2009). 그러나 정책 의도와 구체적인 정책 집행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김재웅, 2011). 정책집행은 정책 집행자와 정책 대상자 사이의 갈등과 상호작용
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ardach, 1977). Hargrove(1975)는 정책집행을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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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정책산출 사이의 실종된 연결고리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집행은 정책결

정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과 같은 아래로부
터의 학교 개혁은 정책집행의 양상에 따라 그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 집중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혁신학교 시행 초기에는 혁신학교의 개념, 철

학, 방향 등과 같은 혁신학교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김성천,

2009;

서근원,

2011)가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통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연
구들(김혜진, 김혜영, 홍창남,

2015;

백병부, 박미희,

2015;

이승호 외,

2016)이

쏟아져 나

오고 있고, 한편으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혁신학교 운영과정을 묘사하는 연구들(나종
민, 김천기,

2015; 남미자 외, 2015; 배은주, 2014; 유경훈, 2014; 윤석주, 2015)도 다수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즉 정책집행과정은 정책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김재웅, 2011; 정성
수, 2008), 선행연구들은 혁신학교의 성과에 관한 연구 또는 단위학교 차원의 운영과정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박승철(2014)의 연구에서는 경기도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면서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어 정책집행과정을 집중
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정책평가 연구는 몇몇 평가기준에 의해 정책집행과정을 단순화
시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정성수, 2008).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혁신학교 정책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혁
신학교 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및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집행 관련 선행
연구들의

(정책

4가지

범주기준과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새롭게 네 부분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분석틀을

구안하고, 이들 요인 및 하위요인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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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정책집행이론

가. 교육정책 집행의 개념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ressman과
Wildavsky(1973)는 '목표 설정 활동과 목표 달성 활동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 또는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이들은 정책의 행위와 목
표를 강조하고 있다. 김재웅(2011)은 ‘정책의 전 과정 중에서 정책 결정과 정책 평가의 중
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이고 동태적인 단계로서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시간의 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이종재 등(2015)은

‘수립된

정책의 내용이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정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이 구체화되면서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에 유럽 중심으로 학교정책 연구자들 중에서는 정책집행이 정부의

시각에서 명령의 과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육적 맥락에서는 학교교사의 행위
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실행(policy

enactment)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종재 외, 2015; Ball, 2012).
이상을 종합해보면, 교육정책집행이란 ‘교육정책의

결정에서 교육정책 평가의 중간단

계로서 교육정책결정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정책집행 연구
미국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책집행은 결정된 정책이 집행만 되면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정책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정책집행에 대한 관심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책학계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관심분야로 여겨지지 못했고,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
다(송경오,

2013;

이종재 외,

1960년대 후반부터
다. 입법화된 수많은

2015;

정정길 외,

2016).

미국을 중심으로 정책집행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들의 실패가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미국 존슨 행정부는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 하에 빈곤, 청소년 비행, 실업,
인종 및 성차별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안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도록 정책을 실행하는 일은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송경오,

201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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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정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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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책집행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

작한 현실적인 배경이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 배경도 있었다(이종재 외,

2015).

정책과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의 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고전적 정책학에서는 정

책결정과 집행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의 과정이 합리적 모형에 기반하여 이뤄진다고 보
았다. 그러나

Lindblom(1980)은

정책의 과정은 구체성을 확보하기에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매우 복잡 미묘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그동안의 현실적·이론적 한계로
인해, 정책집행의 논란을 해결하고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의 이론적 연구

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정책집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이론적으로 계속 발전해왔는데,

1세대(하향적

접근법) 2세대(상향적 접근법)를 거쳐 현재 3세대(통합적 접근법)의 정책접

근이 시도되고 있다(이종재 외,

2015; McLaughlin, 1987).
1세대 연구자들(Edwards, 1980; Sabatier & Mazmanian, 1979; Van Meter & Van
Horn, 1975)은 하향식 접근 방법을 취하면서,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 대
상집단의 순응 정도와 정책 산출의 영향요인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이종재 외, 2015).
한편 2세대 연구자들(Berman, 1978; Elmore, 1979; Hjern & Hull, 1985; Lipsky, 1980)은
상향적 접근법을 주장하면서, 정책 결정자를 중요시하는 하향식 접근법에서 간과하기
쉬운 정책집행 일선 행위자들의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3세대 연구자들(Elmore, 1985;
Matland, 1995; Winter, 1990)은 통합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데,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접근법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요
건들의 탐색에 초점을 두었던 하향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하여, 집행현장의 다양한 환경
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적 접근방법 및 논의를 위해 필요한 관련 요소들을 연구자들의
모형에 통합하려고 시도한 것이다(남궁근,
한편,

2012).

1980년대 후반에는 통합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
다. Goggin 등(1990)은 미국 주정부 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시도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이종재 외, 2015). 그들은
‘왜 정책집행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며, 왜 연방정부의 정책이 주정부와 지방정
부에서 다르게 집행되는가?’라는 질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도입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오석홍, 김영평,
2000). 1990년대 이후에 정책집행을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권경환,
2004; Alexiadou, 2000)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Goggin 등(1990)이 제안한 질문들에 간접
적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시도들이라 보이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제도주
의 이론은 정책변화를 설명하면서 ‘경로의존’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필연적으로 ‘시간’
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하연섭, 2003).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유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

196

2.

교육행정학연구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 변화1)

이 장에서는 각 시기별로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내용을 비교․제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밝혔다.
가. 태동기(2009년

- 2010년)

처음 직선으로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을 내세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

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혁신학교는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지는 않았고, 다만 ‘철학’
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육정책들과는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였다.

2009년 경기
도교육청 혁신학교 추진계획서에 제시된 혁신학교의 철학은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
공성이었다. 자발성은 ‘교원의 자발성과 학부모의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지역성은 ‘지역
사회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성은 ‘소수의 수월성 교육
에서 다수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라는 의미로 쓰였고, 공공성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만
족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로 제시되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구성원의 역
량 발휘 및 성장’이라는 목표 하에, 6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그것은 권한 위임
(empowerment) 체제 구축,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특성화, 대외 협력 및 참여 확대,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이다.
나. 확대기(2011년

- 2014년)

2010년 경기, 서울, 강원, 전북, 전남, 광주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6개 시·도 교육청(이하 1기)으로 확대되었다. 6개 시·도 교육청은 저마다 혁신교육의 공
약을 달성하기 위해 혁신학교 정책을 제시하여 실행하였다.
1기 시·도 교육청들의 철학(핵심가치)을 살펴보면, 2009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철학과 거의 유사하다. 2009년 경기도 혁신학교 철학인 자발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
에 광주는 ‘공동체성’을 추가하였고, 전북은 ‘협동성’을 추가하였고, 전남은 ‘미래성’을,
강원도는 그대로 차용하였다. 서울은 ‘○○와 ○○’의 형식으로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다
른 교육청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는데, 서울의 5가지의 철학 중 ‘책임과 공공성’, ‘자율
과 창의’, ‘자발과 참여’에는 공공성, 창의성, 자발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각 시·도 교육청의 비전을 종합하면 공교육의 내실화, 새로운
학교의 모델 및 모형 제시, 배움과 소통의 문화가 있는 행복한 학교 등으로 정리할 수
이 시기에는

1) 혁신학교정책을 실시하는 14개 시·도교육청 공식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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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점과제 측면에서 보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문화 형성,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 교원들의 공동체 등을 특별한 위계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태동기(2009년

- 2011년)의

경기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과제를 참

고하여 각 시·도별로 변형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최초로 혁신
학교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에서는 학교 운영, 공동체, 교육과정의

3가지

핵심 내용만을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절에 나오는 전국 확산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14개

시·

도 교육청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대동소이하게 중점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다. 전국 확산기(2015년

– 현재

)

이 시기에는 앞선 확대기의 교육청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남, 부산, 인천, 제주
의

8개

시·도 교육청(이하

2기)이

추가되어 전국

14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혁신학교 정책의 비전은 시·도 교육청별로 제시하는 형태가 비슷하였다. 각 시·
도 교육청 혁신학교 계획서에 따르면, 혁신학교 모형을 제시하고 맨 위에 최종 목표 형
태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 키워드는 공교육 모델, 행복, 희망, 배움, 성장 등이다.
중점과제는

14개

시·도 교육청 중, 3가지를 제시한 곳이 3곳, 4가지를 제시한 곳이

11

곳이다. 중점과제들을 보면 모두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별로 대동

소이하다. 먼저 3가지를 제시한 곳은 서울, 충북, 충남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과제가 가장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운영 혁신, 공동체 문화 활
성화, 수업 및 교육과정 혁신이 그것이다. 충북 교육청이 제시한 즐거운 배움과 창의적
교육, 민주적인 학교 운영, 책임지는 학교 공동체도 위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4가지

로 제시한 교육청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위 3가지에 공동체 부문
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짓수를 하나 더 늘린 경우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윤리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였고, 전북은 따뜻한 학교공동체와 전

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였다. 대전은 민주적, 도덕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로 제시하였고, 부산은 윤리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위 3가지에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추가한 경우이다. 전남, 강원, 제주에서 ‘학부모,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이라는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혁신학교 정책 내용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철학, 비전, 중점 내용을 설

정하면,
청도
책은

1기

2기 후발주자인 8개 시·도 교육
이어 따라가는 양태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
서로 매우 닮아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발주자인

5개

시·도 교육청이 따라가고,

198

교육행정학연구

Ⅲ
1.

.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분석을 통하여 혁신학교 공문, 계획서, 보고서, 관련 신문기

사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질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정책 대상집단인 단위학교의 혁신학
교 운영과정 및 구성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셋째, 혁신학교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집행 담당자들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은 자료 수집 초기단계인
행되었다. 논문 작성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진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각종 문헌, 질적 메타분석 대상 논문, 심층면담 자료를 모두 종합해야하는 방대한 연구
였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과 종합하는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문헌 분석, 질적 메타분석, 심층 면담 과정, 자료 분석 및 해석, 논문
작성 등 본 연구의 전체 과정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절차

연구 절차

세부 내용
·

·

문헌연구

·
·

·

질적 메타분석

·

집행담당자
섭외 및 면담

·

자료 분석 및 해석

·

논문 작성

2.

·

·
·

혁신학교 정책 관련 서적 및 연구물 분석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계획서, 보고서 분석
혁신학교 관련 신문기사 분석
혁신학교 운영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들을
통합하여 질적 메타분석 실시
시·도 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면담
혁신학교 경험이 있는 시·도 교육청 파견교사 면담

·

문헌 자료 및 면담 자료 분석 및 해석, 구조화
추가자료 수집 및 재분석

·

종합적 기술, 순환적 검토 및 수정·보완

·

연구기간

2015. 6
- 2016. 2
2016. 1
- 2016. 6
2016. 5
- 2016. 10
2016. 8
- 2016. 11
2016. 7
- 2016. 1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집행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정책집행
모형 및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왔던 상향식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영향 요인들과 하향식
접근법에서 언급하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범주화하였다. 먼저 상향

식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관련 요인들은 일선관료(집행자)의 추진전략 및 활동, 집행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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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Elmore, 1979;

Hjern & Hull, 1987; Lipsky, 1980) 등이다. 하향식 접근법에 제시하는 관련 요인들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데,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책의 기준과 목표, 자원(재원), 집
행기구의 특성, 기구간 의사소통, 경제·사회·정치적 조건, 사회경제적 상황, 대중매체의
관심, 대중의지지, 정책 결정자의 지지, 집행관료의 성향 및 의사결정규칙(Edwards,
1980; Sabatier & Mazmanian, 1979; Van Meter & Van Horn, 1975) 등이다.
연구자는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정책집행 연구들 중 통합적 접근법의 관점에서
분석틀을 구성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틀을 참고하여 혁
신학교 정책집행을 분석하기에 알맞은 분석틀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통합적 접

근법의 관점에서 교육정책집행을 분석한 최근(10년 내)에 수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재웅(2007), 정성수(2008), 서용희와 주철안(2009), 박상완과 김재웅(2015)의 연구이다.
각 연구의 분석틀의 범주를 제시하면

<표 2>

관련 요인
정책 자체 요인

(2007)

정책 대상집단 요인

5가지

정책 집행자 요인

(2009)

박상완·
김재웅

(2015)

불순응(의사소통, 자원, 정책, 행위, 권위)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언론, 대중의 지지와 관심
사업 목표, 사업 성격, 사업 예산

집행자(기구)의 구조,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정책 대상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의 특성, 정책 대상자의 집행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정책 환경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 지배기관의 지원, 이해 관련 집단의 특성

정책 목표
서용희·
주철안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집행기관의 구조, 정책책임자의 리더십과 관료의 태도,
정부부서 간 조정 및 협력

정책 결정자 요인

(2008)

하위 분석 요인

집행기관 및 집행자
요인
정책 환경 요인

정성수

같다.

정책집행 관련 요인 분류 비교

구분

김재웅

<표 2>와

정책 집행자
정책 대상집단
환경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집행 수단 선택
정책 집행자의 성향, 추진전략·활동

대상집단의 반응, 정책에 대한 인식

정치·사회·경제적 여건, 관련 이익집단 및 언론·대중

정책 특성

정책내용(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명확성·일관성·소망성

정책 결정자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도

정책집행 조직과
정책집행 담당자

정책집행 주체의 능력과 태도, 집행조직의 관료 규범과
집행절차, 집행체제의 특성(정부 부서 간 조정 및 협력)

정책 대상집단과
관련 집단의 지지

정책 대상집단의 태도(순응)과 정치력, 대중 및 매스컴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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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연구들은 정책집행에 관련된 요인들을 크게

4가

지로 범주화시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정책내용이나 목표의 특성 또는 정책 수단과 자

원을 포괄하는 영역, 둘째, 정책기관의 구조나 집행담당자의 태도, 행위, 전략 등을 포괄

하는 영역, 셋째, 정책대상자 또는 대상집단의 순응, 특성, 태도, 만족도, 인식 등을 포괄

하는 영역,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정치적 여건, 언론, 대중의 지지 등을 포괄하는 영역으
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고 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새롭게 요
인들을 구성하였다. 즉,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 요인들에 속한 하위요인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표 3>

<표 3>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관련 요인별 하위 요인
요인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집행자 요인

하위 분석 요인

-

정책 대상집단 요인

정책 환경 요인

-

정책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일관성 유무
정책 집행수단 및 자원(예산과 인사) 집행의 적절성
집행기관(시·도 교육청)의 구조의 경직성
집행담당자(교육청의 장학사)의 행위 및 전략

정책 대상집단(단위학교)의 반응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
정치·사회적 여건
정책 결정자의 지지 및 태도
대중매체 및 이익단체의 지지와 관심
중앙 정부 교육정책의 영향

Ⅳ
1.

같다.

.

연구결과

정책 자체 요인

가. 정책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내용이 아무리 잘 전달되더라도 정책이나 정책지침 속에 나타난 정책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면 정책관련자들이 그 정책내용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정책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의미에는 정책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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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관련자, 특히 정책 집행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정정길 외,

2016). 14개 교육청의 혁신학교의 목표와 내용은 큰 틀에서 유사한
데 이를 종합해 보면,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운영,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체,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공교육의 모델’로 정
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교육청들은 큰 개념과 철학을 정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모델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최창의 외, 2015). 명확성의 기
준은 정책집행 관련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
다(정정길 외,

2016).

이에 따르면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와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측면에 혁신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한다는 기본교
육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조형곤,

2015).

반면, 정책내용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연계’를 바탕으

로 ‘민주적 학교운영’ → ‘구성원의 공동체화’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큰 틀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
렸다고 하기는 어렵다.2)

나.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물적 자원은 혁신학교 초기에 충분히 지급되면서 혁신학교 정책집행에는 매우 유리하
게 작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지원의 규모는 점차 줄어들었다.
들 즉,

그러나

2011년의
2016년의

1/3가량으로

혁신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당

1억원에

1기

혁신학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았다.

혁신 학교당 연간 평균 예산은 혁신학교 초창기에 비해서

1/2

또는

적게 책정되었다. 그것은 학교 수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혁신학교에 과다 예산이 지
급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
도의 예산이 적절한지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인적 자원과 관련된 혁신학교 정책 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연구·시범학교와 같은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들이 승진
가산점을 원하는 교사들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는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이다(신철균,

2011).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자발성이 매우 중요

한데, 승진 가산점 부여가 오히려 이런 자발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김성천, 오재길,

2012).

따라서 1기 시·도 교육청

과 2기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2) 정책내용이 상호 모순·대립되는 목표와 수단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정책 집행자들이 무엇
을 해야하는지 혼돈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정정길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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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자 요인

가. 정책 집행조직 구조의 경직성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기존 조직을 개편하였다.

1기

혁

신학교 교육청들은 ‘과’단위의 조직 명칭을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가도록 변경하였다.
기존에 ‘학교정책과’, ‘교육정책과’ 또는 ‘교육진흥과’로서 기능하던 부서를 ‘학교혁신과’
또는 ‘교육혁신과’로 바꾸어 기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료제 조직이라는 큰 틀 안에
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청 마다 혁신학교 ‘추진단’, ‘추진위원회’, ‘전담팀’, ‘지원단’, ‘지

원협의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조직으
로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에 ‘혁신교육

지원센터’가, 서울

2016년부터 ‘학교혁신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혁신학교 운영 기획 및 평가, 혁신
학교 네트워크, 연수 운영 등 혁신학교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충
남 및 세종 등의 2기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혁신학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관료제 조직으로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혁신학교 지원 조직으로 인해서 관료제가 가지는 경직성을 보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서는

나. 정책 집행자의 행위 및 전략
혁신학교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 집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다. 초기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 유도 전략, 연수와 평가, 컨설팅 등을 통한 질
관리 전략, 일반화 전략, 시·도 교육청 간 협조 전략, 정책 담당자 학습 조직 전략 등을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정책 대상 집단의 순응 유도 전략: 신중한 혁신학교 선정 과정

혁신학교 정책 집행자들은 초기 정책 대상집단에 대해 순응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혁
신학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먼저 혁신학교 선정 절차는 정책 대상집단을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정책집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 대상집단이 정책에 호의적인지 적
대적인지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혁신학교 선
정의 효율성과 소망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혁신학교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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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 관리 전략: ‘혁신학교 연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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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컨설팅’

혁신학교 정책의 정책 취지를 교육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등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이다. 둘째,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관리자를 위한 연수들이 개설되어 있다. 셋
째, 행정실장과 같은 행정 인력을 위한 연수도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개설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지원,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공동체 연
수 등이 개설되어 있다.

혁신학교 정책을 주요 시책으로 운영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
교 평가와 컨설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의 특징은 첫째,

4년간의

혁신학교 지정기간동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

3가지

종류의 평가를

2년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 4년차에 실
시하는 종합평가가 그것이다. 전북만 특이하게 3년차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자체평
가는 학교 자체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혁
신학교 평가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2년차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4년차에 실시
하는 종합평가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평가단이 구성되어 방문하여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2년차 및 4년차 평가 모두 평가 지표를 보면 혁신학교 중점과제에 대
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바를 정성적으로 묻고 있다. 이를 보면, 이 지표를 바탕으로 지
정 철회 및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혁신학교에 대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혁신학교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와 연결하여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컨설팅을 실시
한다. 이때 컨설팅의 방법으로는 주로 경청 컨설팅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조언을 해
주기보다는 들어주는 활동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
게 하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혁신학교 상호간 컨설팅을 권장하는 것이다. 학교컨설

팅이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만큼, 이 전략은 학교컨설팅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진동섭,

2003).

그리고 컨설팅단을 꾸릴 경우, 다른 혁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컨설턴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먼저 경험을 했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3)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

각 교육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혁신학교를 일반화시키는데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계획서를 보면, 중장기 추

진계획을 세우면서 마지막에는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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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은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권역별, 지역단위의 혁신학교 간 소통 및 교류를 함으로써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길잡이 혁신학교, 혁신 모범 학교와 같은 높은 수준

의 혁신학교를 발굴하여 선도학교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혁신학교 중심으
로 클러스터를 조직(경기, 대전, 부산)하였다. 즉,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연계하여 혁신
학교에서의 성과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화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피로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의견도 있
다. 아직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혁신학교 정신이나 철학에 동의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일반화를 추진하는 것은 혁신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

시 도 교육청 간 협조: 전국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학교 정책은 초기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2015년 8개
청들은 1기

교육청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1기

2011년 5개 교육청,
2015년에 시작한 2기 교육

교육청의 정책실행 양상을 타산지

석으로 삼아 보다 발전적인 정책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4개

시·도 교육

청이 각 분과별로 모여서 정책을 공유하고, 아젠다를 창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2기 교육
청들은 이 과정에서

1기

교육청이 경험한 것들을 해당 교육청에 맞게 확인하여 시행착

오를 줄이는 시도를 한다.
5)

학습 조직 및 자가 발전 전략: 학습공동체 및 혁신학교에서 배우려는 혁신 노력

교육정책 집행자인 교육전문직들도 혁신학교 철학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전
문직들끼리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부하고 세미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습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교육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사들이 단위학교 교사들보다 지식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인 장학사들은 자체적으로
독서 토론 모임과 같은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아울러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들의 정책집행 방식이 혁신학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교육청에서
는 혁신학교 교육활동에서 교원업무경감이나 교사학습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
여,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
기도 하는 등의 변화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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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집단의 반응

연구자는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혁신학교
들의 실제 정책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에 관

해 탐색할 때는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분석을 하였다. 이것으로 평균적인 대상집단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으나 혁신학교 내부의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려웠
다. 또는 사례 연구들을 몇 개 인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한 경향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극단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각의 사례연구들을 통합하여 종합적
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질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이승호, 박대권,

2016).

각 단위 혁신학교에서 정책집행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면, 정책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은 시·도 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한데,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민주적 학교운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조이다. 연

10편의 연구물(김수경, 2011; 나종민, 김천기, 2015; 나효진, 안선회, 2015;
남미자 외, 2015; 배은주, 2014; 유경훈, 2014; 윤석주, 2015; 이경아, 정미경, 이병준, 2016;
장훈, 김명수, 2011; 전현욱, 2016)을 위 기준에 따라서 연구물들 간의 유사점(analogy)을
찾아서 상호 간 해석을 실시하였다(Noblit & Hare, 1988). 예를 들어,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의 교사 부문은 <표 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정책의 내용에 따라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은 호혜적, 반박적, 논쟁적 반응이 공존하였다(이승호, 2017).3)
한편, 성공적인 정책 순응에 있어 혁신학교 선정 동기와 관리자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정책 불순응의 대명사인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자는 선정된

3) 이승호(2017)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내용에 따라 민주적 학교운영(학교
장, 교사, 학생),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조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민주적 학교운영(교사)’만 예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집단의 반응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구분하였는데(이승호, 2017:
121),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타 연구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여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해석에 대한 분류(호혜적, 반박적, 일련 논쟁)에 따라 <표 4>
와 같이 수정하였다(나장함, 2008: 243; 이승호, 2017: 56; Noblit & Hare, 1988: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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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

– 교사

공통점

연구

호혜적 반응

김수경

·

·

나종민
김천기

-

·

(2015)

윤석주

·

(2015)

·

이경아
외 (2016)

전현욱
(2016)

일련의 논쟁적 반응
·

-

(2011)

·

·
·

교사회를 통한 학교내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117쪽)

·
·

교사협의체 ‘다모임’:
공감을 바탕으로
토의(87쪽)
자유로운 협의문화:
학년 위주로 재구성된
교무실(86쪽)

행정에 관여: 교가
만들기(45쪽)
자유로운 의견교환(47쪽)

유경훈

-

(2014)

-

(2014)

·

종합논의

·
·

-

/ 특이사항

교사 간 어떤 학교를 지향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161쪽)

핵심교사: 학교관리자 견제,
혁신학교에 대한 강한 신념(93,94쪽)
비핵심교사: 중심 교원단체에 대한
거부감, 핵심교사 견제(97,98쪽)
대다수가 전교조 조합원(114쪽)
비주류 교사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류교사들을 ‘수뇌부’,
‘그들만의 리그’로 지칭(120쪽)

·

사회자 순환제로
부정적 현상 극복,
소그룹을 통한
의견개진(129쪽)

-

·

배은주

차이점

-

·

*

(예시)

·

적극적 참여: 참여 독려, 신념
이식(250쪽)
의도적 회피: ‘그들만의 공동체’라는
피해의식, 자신들을 ‘배제’, 일방적
학교운영(251쪽)
초빙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166쪽)
업무분장에 대한 교사간 다른
생각(167쪽)
수업공개에 대한 부담(171쪽)
퇴근시간 지연 불만(172쪽)

민주적 학교 운영 측면에서 교사들의 참여는 호혜적, 일련의 논쟁적 반응으로 나뉠
수 있음.
자유로운 협의문화를 통해, 학교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많은 연구들에서 학교 운영에 있어 교사간의 대립구도가 드러나고 있음.
한편, 윤석주(2015)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자 순환제’를 제시하고
있음.

출처: 이승호(2017:

121)의

표를 일부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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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 요인

·

가. 정치 사회적 환경
정치․사회적 환경 및 상황의 변동은 특정 정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주어 결국 그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어렵게 할 수 있다(서용희, 주철안,

2009;
같다.

정성수,

2008). 혁신학교 정책에 정치․사회적 환경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교육감 직선제’는 혁신학교 정책이 형성․전파되고 집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
다.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입시 경쟁에 대비하여
진행되는 학교의 비교육적 상황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김성천, 오재길, 2012). 이
러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는 교육적 요구들은 보다 개혁적 성향을 띤 진보교육감이 당

선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면서 혁신학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대입 효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고등학교 단계의 혁신학교 정
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인천일보,

2015. 7 .24.).

나. 정책 결정자의 지지
정책 결정자가 정책의 성공에 대한 관심 및 중시하는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정책
집행자의 의욕, 태도가 달라진다. 또한 정책 결정자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의
획득, 그리고 제약조건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자의 지지와 태
도는 매우 중요하다(정정길 외,

2016).

혁신학교 정책에 있어 정책 결정자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과 정책 수단과 자원을 결정하는 시·도 의회이다.

먼저 교육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혁신학교 정책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고 진보 진

영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하는 도중 진보교육감에서 보

수교육감으로 바뀌는 바람에 정책집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혁신학교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예산이 삭감되고 운영조직이 축소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다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서 교육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독특한 경우인데,
권력의 교체가 진보에서 진보로 바뀌었다. 이에 교육감 권력의 교체에 따른 차별화 양
상이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교육감은 기존 혁신학교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을 넘
어서 별도의 혁신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광호 외,

2015).

이에 정

책 대상집단인 단위학교에서는 피로도가 증가하여 일부 교사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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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태도로 혁신학교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백병부 외,

2016).
한편, 시·도 의회는 혁신학교의 정책집행 수단인 예산을 결정하고, 조례와 같은 규칙
을 만드는 등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도 의회의 정치 성
향(진보 또는 보수 여부)에 따라 각 교육청의 정책집행 양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다. 매스컴 및 이익단체의 지지와 관심
혁신학교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는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는데, 그 매

체가 진보 진영인지 보수 진영인지에 따라 양상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유성상과 권순정

(2016)의

연구를 보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표 보수언론이라고 할 수 있

는 조선일보와 대표 진보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을 담론 분석하였는데, 혁신
학교에 대한 시각이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에 관한 교원단체의 지지는 진보인지 보수인지에 따라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에서 최근 교사들의 낮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재지

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교총’에서 강하게 비판한 예가 그것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6.7.12.).

교총입장에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확산을 목표로 그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

해 공격을 하며, 혁신학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이다. 한편, 대전시에서
는 보수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혁신학교 계획
에 따르면 기존 연구시범학교와 비슷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보여 ‘전교조’에서 강하게 시
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10.16.).

라. 중앙 정부의 교육 정책: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정책집행 논의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자유학기제 시행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어서(송경오,

2015)

혁신학교 정책

의 집행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 혁신학교 정책과 자유
학기제 정책이 우연히 만나 상생 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1기

시·도 교육청들은

자유학기제를 각 지역에 맞게 재가공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교육부 정책을 기계적으
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바에 맞게 변형시켜서 정책 간 충
돌을 없애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행방식에 있어서 자유학기제가 하향식 정책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혁신
학교 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자유학기제보다 혁

신학교 정책이 늦게 시행된 2기 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피로로 인해 혁신학교
신청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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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

불명확성과 일관성이 공존하는 정책 내용

정책 내용의 명확성 측면에서 혁신학교 정책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
본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내용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다4). 그러나 혁신학교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

학교 정책 담당자들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전달하기보다는, 정책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집행하려 하고 단위학교에서도 이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적극성을 보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혁신학교의 정책 내용 중 교육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정책내용의 명확성 부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교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

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정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로 보는가,
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가르치는 존재로 보는가이다.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능동적으로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집
행권한배문모형에 따르면 이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정책 권한 배분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Nakamura

& Smallwood, 1980).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결정자가 정책
목표만 막연히 결정하고,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되 실험적
으로 결정·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틀린 방향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골치 아픈 부분을
교사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회피의 문제도 상존한다. 즉, 혁신학교의 성패
의 부담이 교사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장훈, 김명수, 2011).
2.

확산전략: 급속한 확산

vs

완만한 확산

시·도 교육청들의 혁신학교 정책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모델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

다. 경기, 전북, 충북, 인천 등에서 공교육 모델 학교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전북에서는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혁신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일반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이것은 시·도 교육청별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고 공유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는 본 연구
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지점에서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통적
4) 이와 같이 정책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면 정책 관련자들이 그 정책내용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내용을 지나치게 명백하고 세밀하게 구체화시
키는 것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정책집행 현장마다 특수성이 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정
책내용은 추상적으로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현장의 사정에 맞추어서 집행하도록 할 때,
정책집행의 신축성을 얻어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정길 외, 2016: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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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육개혁에 있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순간부터 정책과 현장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곤 한 것이다(김재웅,

2007, 2011; Tyack & Cuban, 1995).

물론 이러한 확산 전략

을 주도적으로 채택한 전북 교육청에서는 확산에 따른 폐해를 경계하고 있었다. 초기
전북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한 경험이 있는 박일관(2014:
그의 저서에서 혁신학교 정책의 확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62)은

학교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모두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강제하거나 지도하는 방
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혁신학교 간 또는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 간 쌍방향으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수평적인 교류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배움을 유도하
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 ....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성
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략인 혁신학교
간 네트워크, 권역별 혁신학교 네트워크, 혁신학교 중심의 클러스터 조직 등은 ‘스펀지
에 물이 스며들 듯’ 하는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전략으로서 유용해 보인다. 혁신학교 정
책과 같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요할 필
요가 없이, 학교 현장의 필요에 의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
는 것만으로 정부의 역할은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김재웅,

2011).

각 시·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정책집행에 있어 그동안 정책순응 유도 전략 그리고 확
산 및 일반화 전략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왔다.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도 학교구성원의
동의 및 변화 의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서류보다는 실사를 통해서 그 진정성
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전파과정도 상명 하달식으로 지시하고 전달하는 방식
이 아닌 혁신학교 내에서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철학이 공유되듯, 학교 간·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한 전략을 사용해왔다. 기존의
교육 개혁 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확산 전략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교육
청의 경우, 정책 순응 유도 전략이 급속한 확산 전략으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
였다. 급속한 확산 전략으로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교원들로 하여금 혁신학교 정책에 대
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냉소 섞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백병부 외,

2016).

성과

주의에 연연한 급격한 개혁 확산은 그 성장 동력을 기초부터 꺾을 수 있으므로 개혁의
확산 전략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상향을 위한 땜질

(Tinkering toward Utopia)’로
(Tyack & Cuban, 1995).

대변되는 정책 실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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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행자인 담당 장학사들은 혁신학교 정책을 집행할 때,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즉,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학교 교사들의 자발성 및 열정’을 어떻게 하면 고양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었

다. 전반적으로 혁신학교 담당자들은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집행
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받거나 계획서를 받는 것을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성과물을 요구하기보다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최소한
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한을 가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에 학교에 개입하고 상벌을 주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연구자가 만났던 혁신학교 담당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하에 연수,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5) 그 이유는 혁신학교 담당자들의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정책 담당자가 되기 전에 혁신학교와
관련된 공부를 하였거나, 전교조에 소속되었거나, 혁신학교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

는 등 혁신학교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혁신학교의 자발적인 동력을 고양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보였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집행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 또는 ‘정책 담
당자의 잦은 교체’ 등(송경오,

2013;

정성수 외,

2010)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의 어려움이

혁신학교 정책집행에서는 비교적 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정책의 오차 수정과 제도화

1기

교육청과

2기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목표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하다.

정책 목표는 공교육의 모델, 행복한 학교 등으로 수렴되고, 정책 내용은 민주적 학교운

영, 교사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라는 4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즉,
5) 정책집행 담당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면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나쁘게 판단하면 정책에 대한 협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방해될 수가 있
다. 이와 같이 집행관련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정책내
용의 소망성이라고 한다(정정길 외, 2016: 535). 혁신학교 담당자들은 소망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학교 정책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조차도 혁신학교
정책의 철학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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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정책 내용은 경기도에서 먼저 철학, 비전, 중점내용을 설정하면, 1기 후발주자
인 5개 시·도 교육청이 따라가고, 2기 후발주자인 8개 시·도 교육청도 그 내용을 따라가
는 양태를 보인다.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서로 매우 닮아있고, 같

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앞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의 경우, 혁신학교 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2기 시·도 교육청은 혁신

학교의 본질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는 ‘승진가산점’과 관련하여 1기 시·도 교육청들을 철
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기

교육청들과 2기 교육청들의 차이점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2기 교육청들의

시행 초기의 예산이

1기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이는 1기
논란에 의해 2기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청들에 비해

일반학교와의 예산 지급에 의한 형평성

교육청들이
자연스럽게

적정 금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집행자의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면, 2기 교육

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이나 선정을 신중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혁신학교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는 점에서도 1기 교육청들과 구별된다.

이는 정책에 있어 ‘오차 수정’과 ‘제도화’라는 개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오차를 수정해가며 더욱 온전한 정책으로
진화하기도 하지만, 정책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면 그 제도가 오차를 수정하는 방향으
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 수정의 실패를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간다는
것이다(송하진, 김영평,

2006: 43).

정책의 오차 수정은 매우 어려운데 일단 한번 택해지

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되어 그 경로로부
터 이탈하기 어려워진다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하연섭,

2003).

따라서

정책의 집행과 전파 시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오차의 제도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Ⅵ

.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집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혁신학교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구안하고 이들 요인 및 하위요인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개혁’ 으로 시작된 혁신학교 운동이 현재 전국적인

학교 개혁 정책이 된 데에는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큰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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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정책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정책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갖
게 한다. 그러나 현재 시·도 교육청 차원의 학교혁신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확산 및
일반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중앙 집중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려 함으로써 과거의 정
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다만

2기

시·도 교육청으로 전파되어

시행되는 양상을 볼 때, ‘정책 오차’의 제도화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및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정책담당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들의 자발적인 동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느리지
만 ‘탈중심적’ 으로 네트워크에 의한 일반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즉, ‘성과주의’에 입
각한 중앙집중적인 급속한 확산은 경계해야한다. 둘째, 단위학교에 대한 정책적 개입 시
에는 책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들의 자발적 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셋째, 담당자를 배치할 때 정책에 대한 ‘소망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이 연계되어 집행될 때 시너지 효과
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혁신학교 연구자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혁신학교 사례 연구들은 주로 모범 사례 위주로 연구가 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 양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책 불순응에 해당하는 ‘무늬만 혁신학

교’ 또는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혁신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

책의 집행 및 이에 관한 연구에 있어 질적 메타분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질적 메타분석은 여러 맥락의 질적 사례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집행 현
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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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T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Lee, Seung-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in depth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that support 'bottom-up reform' such as innovation schools policy by focusing
systematically on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policy itself factor, the
clarity and consistency of the contents of the polic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terial resources and the human resource were explored. Secondly, in the policy
executives factor, the rigidity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actions and
strategies of policy executives were explored. Thirdly, in the policy target group
factor, the responses of the target groups were analyzed in terms of democratic
school operation, teacher learning community, creative curriculum, parents and
community linkage. Fourthly, in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 Social environment,
support of policy makers, support and interest of mass and media, and educa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were explored.
Based on the conclusions above, suggestions related to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implement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ssemination and generalization of
innovation schools policies should maintain the decentralized network form even if it
would slow down the process. Secondly, the innovation schools policy makers need to
engage in policy interventions that do not harm the voluntary power while
maintain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s.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udy in-depth
the ‘Un-functional innovation schools, which corresponds to the nonconformity.
Fourthly, innovation schools policy executives need to think deeply about ways to
operate innovation schools policy in conjunction with ‘The Free-Semester Program'.
[Key words] Innovation Schools Policy,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Qualitative Meta-synthesis, Bottom-up Policy Implem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