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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와 통합의 근거로 사용되는 미국의 사
례 중 혼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
고,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
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첫째,
미국 주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에, 지역교육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
였다. 둘째,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카고 시장의 교육통제권의 확대는 주정부 입법
부의 변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고자 하는 경향, 일반 시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족,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시장 개입
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시장의 개입을 통한 효율성 강조가
재정 자원의 활용 면에서는 성공적인 반면, 정치적 영향력의 부정적 효과와 교육성
취도 향상 면에서는 정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또
는 분리와 관련된 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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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0년의 교육자치제도는 주민직선에 의해 16명의 민선교육감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반면 교육감 후
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 돈이 많이 드는 선거, 교육현장의 정치이념화 등이 문제로 지적
되면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대안 탐색이 그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리고 잠잠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14년 6월에 다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예정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교육위원회 제도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동엽, 김혜숙, 2011), 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교육의원이 시의원보다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함으로써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을 주장한 연구(이상철, 주철안,
윤은미, 2013)와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도입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제도 개편
의 졸속성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밝힌 연구 등(김용일,
2013, 박호근, 2013)이 최근에 발표되었지만 실질적 제도 변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민대표성, 교육행정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시행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한 교육의원 선거의 폐지는, 1949년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
법에 규정되었던 시기부터 이 제도가 법률 개정안 형태로 제기되었던 2005년 이후에 이
르기까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교육위원회를 시의회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개정안이 2005년 4월 19일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을 중심으
로 제출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를 확대하는 일련의 소산물(송기
창, 2004)이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과 분리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정치적
타협물(김용일, 2009)로 인식되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또는 통합의 논리적 쟁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자의 자주성, 단위학교
의 자율성,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이기우, 2001),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미시적 수준의 교육
자, 단위학교,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이 상급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과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
립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 주목하고 있다(송기창, 2004).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는 최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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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감 선출 방안 탐색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변함없이 확인되고 있었다(김영환 외, 2011,
김혜숙 외, 2011, 이기우, 2011).
한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와 통합하는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외국의 사례분석이다. 최영출 등(2009)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조사 분석하였다. 각 국의 교육배경, 교육행정 계층별 기능 배분,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혁 동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성격과 구조, 단위학교의 구조와 특
성을 분석한 후 그 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제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였다. 최근
에는 특별히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해 미국, 영
국,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김철우, 2012, 양성관 외, 2011).
외국의 사례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연구가 각 국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중앙집권 또는 지방분권의 정도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의 사례 가운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또는 통합을 지
지해 줄만한 사례를 선택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주정부 수
준의 교육감을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감과 같은 비교 수준으로 보고 교육행정이 일반행정
에 통합된 사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역교육청 교육감을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감과 같이 보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의 사례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례로는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지역교육청 수준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교육감을 임명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지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반면, 교육행정
과 일반행정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례는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몇몇 유명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교육성에서는 주민선출 방식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초
빙하는 경우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 운영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결국 각 연구
에서 주장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과 분리에 부합되는 사례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사점을 도출하는 ‘비교의 정치학’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와 통합의 근거 가운데 미국의 사례 중 혼
용되고 있는 주정부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임용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지역교육
청 수준에서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시카고 시의 사례를 통해 교육행정과 일
반행정의 통합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로 한다.
미국의 시카고 시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자는 미국의 교육
감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주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비교해야

- 159 -

교육정치학연구 제 20집 제 4호

함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각 주정부마다 독특한 주 헌법과 주교육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주정부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비교할만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는 측면,
그리고 국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미국의 지역교육청 수준의 교육감의 권한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
육지원청과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기에,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미
국의 대도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카고 교육감이었던 Arne Duncan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 언론을 통해 워
싱턴, 뉴욕, 시카고와 같은 교육청의 교육감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부각되
기도 했다(서울신문, 2008년 12월 18일, 문화일보, 2008년 12월 16일). 특히 미국의 교육감
제도 발전에서 시카고 교육청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19세기 후반
부터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1995년 시카고 시장에 의해 교육 거버넌스가
넘어간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카고 교육청의 사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미국의 교육행정제도를 정부수준에
따라 개관하기로 한다. 연방정부의 교육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주정부의 차원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운영, 그리고 시카고 시가 포함되어 있는 Illinois 주정부 교육감 제도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 3절에서는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교육청의 교육통제권
을 확보하는 정치적 과정을 분석한다. 제 4절에서는 미국의 주정부와 지역교육청의 교육
거버넌스 특징에서 국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 또는 통합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기
술하고, 제 5절에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 또는 통합의 원리를 고찰한다.

Ⅱ. 연방정부와 주정부 수준의 교육행정제도1)
1. 연방정부 교육부
Andrew Johnson 대통령 재임 시인 1887년에 교육부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으나, 미 국민
들은 교육부가 지역의 학교에 대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염려하여 교육부의 폐
지를 요구하였고 결국 1년 만에 부처에서 하나의 국(Office of Education)으로 강등 축소
되었다. 이후 교육국은 소규모로 유지되었으며, 명칭을 달리하면서 시기에 따라 내무부

1) 양성관 외(2011), 주요국 교육감 제도 비교 연구의 일부를 수정,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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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건교육복지 등 여러 부처에 소속되어 유지되었다. 1980년이 되어서야 연방정부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설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담당 부처의 인력과 예산은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의 확
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860년대에 교육국은 4명의 직원이 있었고 예산은 1만
5천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교육과 관련된 자료수집에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
다. 그러나 1965년경 교육국에는 2,113명의 직원이 있었고 15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
었다. 2013년 현재 약 4,4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예산은 약 657억 달러이다(ED History
Budget Table, www.ed.gov).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은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필요와 밀접히 관련된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1년 란햄법(Lanham
Act)과 1950년 영향원조법(Impact Aid Laws)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및 전후 군대의 주
둔지가 있는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였다. 또한 1944년 지아이법(GI Bill)을 통해서 제2차 세
계대전이후 800여만 명의 예비군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냉전체제도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NDEA)은 교육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냉전의 상황에서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교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초중등학
교에서 과학, 수학, 외국어 교육의 개선 및 지원, 대학원 지원, 지역학 및 직업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가난과의 전쟁 및 인권운동도 연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
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인권법 제6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1972년 교육수정 제9조(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1973년 재활법 제504항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등은 인종, 성, 장애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는 1965년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현재의 낙오자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의

제정으로

마련되었다.

교육부조직법(Department

Organization Act)에 명문화된 교육부의 역할과 사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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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부의 사명과 역할

･

･
･
･
･

사명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 강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정부,
지역교육청, 사립학교, 비영리기관, 학생,
학부모의 노력을 지원
연방정부의 교육지원프로그램에 국민,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를 조장
연방정부의 연구지원, 평가, 각종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개선 지원
연방정부의 각종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의 조정
연방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 국회,
국민에 대한 책무성의 강화

역할
･ 교육재정관련 정책의 수립/집행/모니터링:
공식(formula), 경쟁(competition),
필요(needs) 등의 원칙에 의해 수행
･ 학교관련 정보의 수집, 연구의 수행, 이들
정보의 공유
･ 교육관련 주요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짐.
･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차별을
방지하고 기회를 균등하기 위한 노력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권한의 집중을 원하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교육에 관한 중앙
정부의 관심과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state)나 지역(district)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는
않는다(Cohen, 1982). 주민자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념은 헌법의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
다. 미국 현행 헌법인 제10차 수정헌법에서 헌법에 의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되지
않았거나, 헌법에 의해 주정부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은 각각의 주
정부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U.S. Constitution). 교육과 관련하여 현
행 헌법에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헌법적으로 볼 때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의 통제 권한에 있지 않다.
교육자치의 강조는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 연방정부 교
육부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30여 년 전인 19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독립적인 부처로 설
치되었다. 1980년 이전에 교육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사무는 일개 국 정도의 수준으로 다
른 부처에 소속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1980년에 교육부를 설치할 당시 의회는 교육에 대
한 연방정부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교육과정,
행정, 인사, 학교체제와 관련하여 지시, 감독, 통제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다(www.ed.gov).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의 현황은 예산구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08~09학년도 미국
전체 50개 주의 초중등교육예산의 재원을 분석해보면, 9.6%만이 연방정부의 지원예산이
고, 주정부 예산이 46.7%이고,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4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의 예산비중은 주에 따라 4.1%(New Jersey)부터 16.4%(South Dakota)까지 다양하다
(Johnson, Zhou, & Nakamo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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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정부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50개의 주와 1개의 특구(D.C)를 가진 미국은 주의 상황에 따라 주교육위원회의 설치여
부 및 권한, 주교육위원의 임용 및 임기, 주교육감의 임용 및 임기, 정당의 개입과 지원
등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주교육위
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교육감(state superintendent)을 두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주민자
치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지역교육청(school district)의 교육위원회(school board)에게 맡
겨지며, 행정적인 사무를 위해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superintendent)을 고용한다.
주교육위원회는 미국에서 공교육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다. 주교육위원회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교육에 대한 큰 틀을 수립하고,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공교육에 대한
요구의 정의하고, 대중과 미국 젊은이의 이익을 위해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주교육위원회의 책임은 각각의 주별로 다르게 정의되나 다음은 공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http://www.nasbe.org).
주교육위원회는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주교육위원회는 주 전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서 주교육위원회는 주 교
육체제의 사명을 정의하고 교육체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만들고, 필요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교육청의 정책집행
을 지원하고, 주교육부를 감독하고, 주정부 교육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주교육위원회는 질 좋은 교육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주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교육
위원회는 교육자와 교육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계자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
다. 주교육위원회는 일반시민, 선출직 관료, 기업가, 시민단체 등의 관심을 정책과 연결시
키고, 그들의 관심을 교육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교육위원회는 주정부의 교육정책, 장기 목표, 장기 계획 등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거
나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자들 사이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공감을 형성하
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을 지라도 공감형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의견이
청취되고 정책결정과정에 고려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교육감과 주교육부는 주교육위원회의 위임 하에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주교육감의 주요 역할은 위에서 기술한 주교육위원회의 책임 영
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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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교육위원회 및 주교육감의 임용방식에 따른 모형
주에 따라 주교육위원회는 주지사에 의한 임명, 주민에 의한 선출, 임명직과 선출직의
혼합구성, 의회에 의한 지명, 혼합임명(주지사, 부주지사, 하원의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의 선출이나 임명과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 허용 여부도 주에 따라
다르다.
주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 또는 State Superintendent)은 주에 따라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거나,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거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주교육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정당의 가입허용 등에 대해서도 주별로 다르다.
미국주교육위원회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는 주교육위
원회 및 주교육감의 구성방식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누고 있다. 모형 I은 주
지사가 주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주교육위원회가 주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Alaska,
Arkansas, Connecticut, Florida, Hawaii, Illinois,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Missouri, Oregon, Rhode Island, West Virginia 등 13개 주가 이 모형에 해당된다. 모형 II
는 주교육위원은 주민이 선출하고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Alabama, Colorado, Kansas, Michigan, Nebraska, Utah 등 6개 주가 이 모형에 해당된다.
모형 III은 주지사가 주교육위원을 임명하고 주교육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다.
Arizona, California, Georgia, Idaho, Indiana, Montan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등 9개 주가 이 모형에 해당된다. 모형 IV는 주지사가 주교육위원과 주교육감
을 모두 임명하는 방식이다. Delaware, Iowa, Maine, New Hampshire, New Jersey,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Vermont, Virginia, Wyoming 등 11개 주가 이 모
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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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정부 교육행정체제 주요 모형 및 적용 주 현황(2013)
모형

특징

적용 주(state)

모형 I

교육위원회: 주지사의 교육위원 임명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임명

13개 주
Alaska, Arkansas
Connecticut, Florida, Hawaii
Illinois, Kentucky
Maryland, Massachusetts
Missouri, Oregon,
Rhode Island, West Virginia

모형 II

교육위원회: 주민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
교육감: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임명

6개 주
Alabama, Colorado, Kansas
Michigan, Nebraska
Utah

교육위원회: 주지사에 의한 교육위원 임명
교육감: 주민에 의한 교육감 선출

9개 주
Arizona, California
Georgia, Idaho
Indiana, Montan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klahoma

교육위원회: 주지사에 의한 교육위원 임명
교육감: 주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

11개 주
Delaware, Iowa
Maine, New Hampshire
New Jersey, Pennsylvania
South Dakota, Tennessee
Vermon, Virginia, Wyoming

모형 III

모형 IV

출처: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oards of Education(2013)
네 개의 모형 중 모형 IV가 주지사에게 주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주교육감의 임명권한을
주어 주지사의 권한이 가장 강한 모형이며, 모형 II는 주지사에게 주교육위원회의 구성이
나 주교육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주지사의 권한이 가장 약한 모형이라
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주교육위원회를 임명직과 선출직의 혼합으로 구성(기타 I)하는 모형, 의회에 의
해서 주교육위원을 임명하는 모형(기타 II), 주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주지사, 부주지사, 하
원의장에 의한 지명으로 구성하는 모형(기타 III), 주교육위원은 주민이 선출하고 주교육감
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모형(기타 IV), 주교육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모형(기타 V)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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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정부 교육행정체제 기타 모형(2013)
모형

특징

적용 주(state)

교육위원회: 임명직과 선출직에
의한 혼합구성

교육감: 교육위원회에 의한 임명:
- Louisiana, Ohio
교육감: 주민에 의한 선출:
- Washington
교육감. 주지사가 임명(교위에서 후보 3인 추천
- Nevada

기타 II

교육위원회: 의회에 의한 임명

교육감: 교육위원회에 의한 임명:
- New York
교육감: 주민에 의한 선출:
- South Carolina

기타 III

교육위원회: 주지사, 부주지사, 하원의장
에 의한 지명
Mississippi
교육감: 교육위원회에 의한 임명

기타 IV

교육위원회: 주민에 의한 선출
교육감: 주지사에 의한 임명

Texas, New Mexico, District of Columbia

교육위원회: 미구성

교육감: 주지사에 의한 임명:
- Minnesota
교육감: 주민에 의한 선출:
- Wisconsin

기타 I

기타 V

주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주교육감의 선임방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주교육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지사가 주교육위원을 임명하는 주가 33개 주로
가장 많고, 주민이 주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주는 9개 주이다. 다른 주들은 주지사, 부주지
사, 의회대표에 의한 혼합 지명, 임명직과 선출직의 혼합임명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주가 23개 주로 가장 많았고,
12개 주에는 주민들이 주교육감을 선출하는 있으며, 15개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

나. Illinois 주정부 사례
Illinois 주의 인구는 1,283만 명이고, 면적은 149,998km2로 우리나라의 약 1.5배이다
(www.wikipedia.org). 2013학년도 기준으로 205만여 명의 학생이 있으며, 총 3,862개의 초
중등학교가 있으며, 863개의 지역교육청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K-8학년)만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이 378개이고, 고등학교만(9~12학년)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이 100개이고, 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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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K-12학년) 모두를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이 390개 이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1년 예산은 2012년 현재 총 262억 달러로 이중 지역교육청 예산의
비중이 65.82%, 주정부 예산의 비중이 26.08%, 연방정부의 지원이 8.1%이다. 학생1인당
교육비는 초중학교 지역교육청 10,633달러이고, 고등학교 지역교육청 14,260달러, 초중고
등학교 교육청 11,197달러이고, 시카고 교육청은 10개월 기준으로 12,880달러이다. 학생1
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Illinois State Board of Education,
2012).

1) 주교육위원회 및 주교육감
Illinois 주 헌법은 주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헌법은 주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선출 또는 임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Illinois Constitution, Article X).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Illinois 주는 학교법(School Code)에 주교육위원회의 임용방법과 권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Illinois 주의 주교육위원은 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교육위원회는
8명의 위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주교육위원 중 6명은 지역 안배에 따라 임명하
고 3명은 Illinois 주 전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임명한다. 주지사는 주교육위원을 지역 안배
에 따라 쿡 카운티(Cook County)에서 2명을 임명하고 이중에서 1명은 시카고 시민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시카고 시 외곽의 쿡 카운티에서 임명한다. 또 다른 2명은 쿡 카운티
에 인접한 5개 카운티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2명은 주의 다른 지역에서 임명한다. 3명
은 지역 대표성을 벗어나는 인사로 임명하며, 이중 1명을 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부의장과 간사는 주교육위원 중에서 호선한다(Illinois School Code).
주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두 번까지 임명될 수 있다. 새로운 주교육위원은 매2년
마다 충원되도록 하여 교육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
치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회기의 주교육위원을 임명할 때마다 한 정당으로부
터 2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교육위원은 미국시민이면서 Illinois 주 거주자이어야 하며, 교육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주교육위원은 학교나 학교행정기관에 고용되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주정부의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에도 참여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고등교
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교육위원에게는 회의참석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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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실제 비용이 지급되며, 주교육위원은 회의 참석 일당으로 5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주교육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모임을 갖게 되어 있다. 연초에 매월 정기모임의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한다. 만일 정기모임을 변경하려면 10일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모든 정
기회의, 특별회의, 비상회의는 일반과 언론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 Act)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최종결정을 할 수 없으며, 최종결정을 위해서는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공개회의에서 보고
하고 최종결정한다. 3명 이상의 주교육위원들이 예정된 회의와는 별도로 모여 주교육위
원회의 사항을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회의 장소는 Illinois 전역에서 실시한다. 의결정족
수는 주교육위원 5인 이상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면대면 또는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주교육위원회는 주교육감을 공모하여 임명한다. 주
지시가 교육감을 추천할 수도 있다.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을 겸할 수 없다.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연계되는 계약을 한다. 주교육위
원회는 주교육감의 직무, 권한, 책임을 설정한다.
<표 4> Illinois 주 교육행정체제
주지사가 주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
8명의 주교육위원과 1명의 의장으로 구성
주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지역 및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주교육위원회 구성
한 정당에서 두 명까지만 임명가능
2년에 절반씩 주교육위원 재구성

교육감의 임용 및 권한
주지사의 권한

주교육위원회에 의한 임명
주교육위원회의 행정책임
주교육위원 임명권(상원의 동의 필요)
주교육위원회 의장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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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교육위원회 임용 및 주교육감 임용의 실제2)
주상원의 동의절차를 걸쳐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주교육위원들의 배경은 다양하다.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교육행정경력이나 교사경력을 요구하
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교육위원회 위원장인 Gery J. Chico의 주요 직업은
법무법인의 설립자이자 변호사이며, 과거 시카고 시 최고행정가(Chief of Staff), 시카고
교육청의 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Board of Trustees)을 두 차례 역임하였다. James
W. Baumann 주교육위원은 교육관련 비영리기구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사립학교 재단에
근무하였고,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다른 위원들은 주로 교사 경
력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주교육위원은 학교법에 따라 지역 안배와 주 전체의 대표성을 동시에 갖도록 되어 있
다. 즉 9명의 위원 중 6명은 각자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3명은 지
역을 벗어나 주 전체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역 안배는 지역 간 형평성
을 고려하는 조치이다. 여기에 Illinois 주는 정치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더하고 있는데 하나는 임기의 시작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주시사가 그의 임기동안 교
육위원의 절반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정당에서 두 명까지만 임
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임기의 시작을 두 집단으로 나눈 것은 정치적 균형과 동시에
교육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임명되며, 주로 교육관련 행정경험,
법률지식, 재정에 관한 지식을 강조한다. 전국적인 공모를 하고, 임기는 4년 계약이고 성
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 주교육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주교육감의 당
적 보유에 대한 제한 규정 또한 없다. 역대 주교육감들의 이력을 분석해 보면, 교육에 대
한 경험이 있으며, 주로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 즉 지역교육청의 교육감 등의 경험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사가 주교육위원을 임명하지만 주교육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명령의 권
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주지사와 교육정책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교육
에 대한 결정은 주교육위원회에게 주어져 있다. 주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는 물론

2) 이 부분은 2011년 10월 Illinois 주교육감인 Dr. Christopher A. Koch와의 면담과 관련 자료를 분
석하여 작성되었다. Dr. Koch는 1994년부터 Illinois 주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가로 근무하였으며,
2006년에 주교육감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주교육감협의회(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특수학교 교사 경력 및 미 교육부
근무경험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리더십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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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주지사는 비록 공식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주 의회는 주교육위원회가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주지사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를 바란다.

3) 교육자치제 운영의 실제
미국 50개 주 중에서 23개 주에서 주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으며, 12개 주
에서 주교육감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있으며, 15개 주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 운영, 그리고 관련된 예산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주민자치기관인 지역교육
청(지역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주교육위원회(주교육감)의 권한은 우리나라에 비해 크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로부터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주교육감 임용제도 뿐만 아니라 주교육위원의 선출 또
는 임명방식, 지역교육위원회의 선출방식, 주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위원회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Illinois 주교육감은 낮은 투표참여율과 정보의 부재를 지적한다. Illinois
주의 일반적인 선거에서 투표참여율은 50%가 되지 않으며, 지역 선거의 경우에는 더욱
낮다고 지적한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각종 선거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 투표율은 더 낮아진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시민들에게 주교육위원이나 주교육감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존재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는 거의 없게 된다.
Illinois 주는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교육위원을 임명한다. 현재 미국 주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Dr. Koch는 대략적으로 미국 전체 주의 1/3은 주민들이 주교육
위원을 선출하고, 1/3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1/3은 의회나 다른 방식으로 교육위원을 임명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방법 어느 것이든 최고의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그
가 보기에 어느 방법이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이중 최선의 방법은 따로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위
원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학교의 설립과 운
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역교육청 교육위원 선거는 20% 전후의 투표율을 기
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신문에 Illinois 주에서 2011년 4월 5일에 실시된 지역교육위원회 선거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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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한자리 수 미만인 것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민들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없다
와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였다(The Daily Northwestern,
2011. 4. 6).
요컨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의 문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거에 대한 무관심, 낮은 투표
율, 유권자의 정보 부재를 이유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거의 없다.
Illinois 주는 교육이 정당으로부터 유리된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정치적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교육과 정당 즉 정치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체제와
가장 다른 부분이다. Illinois 주는 임기의 시작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명의 주지사가 모
든 주교육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주교육위원 임명 시 한 정
당에서 2명까지만 임명하도록 하여 특정 정당이 주교육위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안배를 두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
미국에서 주지사 또는 주 의회와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은 주교육위원회에서 고용한 주
교육감이나 선출된 주교육감이 담당한다. Illinois 주는 주교육감의 당적 보유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지만, 정치적인 협조의 측면에서 교육감이 특정 정당으로 치우치게 행동
할 경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Illinois 주교육감이 지적한다.

Ⅲ. 지역교육청: 시장(

)의 교육개입 강화 경향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지역교육청이다. 법적으로 일반행
정의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별법인의 성격이고, 주 또는 지역에 따라 교육청의 관할범
위가 일반행정의 관할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역교육청은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전체에 약 10만개의 초중등학교가 있으
며 지역교육청은 약 14,000개에 이른다. 보통 지역교육청은 4-5개의 초등학교, 2-3개의
중학교, 1-2개의 고등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주정부의 교육행정체제와 유사하게 지역교육청에서도 의사결정기구는 교육위원회이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임
용과 배치, 교원의 직무상태 감독, 교재 및 교구 구입, 아동 및 학생의 학급편성, 진급,
졸업에 관한 사무처리,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00년대 이전까지는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역할은 주로 교육위원회를 사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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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격이 강했으나, 1900년대 이후부터 교육감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교육감의 결정
권이 강화되는 추세로 발전하였으며, 1940년대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권한이 두 축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감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적격자를 탐색하고 심사한다. 주로
인성, 추진력, 수업전문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육청 교육감의 일반적
인 이력을 살펴보면 23세 전후에 교사를 시작하고 25세에서 35세 사이에 교감과 교장을
하고 40대 중반부터 교육감을 하게 된다. 교육감의 56%가 하나의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그 곳에서 교육감이 되며, 88%의 교육감은 현재 근무하는 주에서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68%의 교육감이 현재의 지역교육청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Bjork, Glass, & Brunner, 2005).

1. 대도시 교육청의 시장 개입의 역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각 정부수준의 최고행정가라 할 수 있는 대
통령, 주지사, 시장들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반면 주정부 교육부에서 근무
하는 교육전문가, 지방교육청의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감, 그리고 교원집단이 교육과 관
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주로 행사해왔다. 교육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야 한다는 규범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Kirst, 2002; Usdan, 2006). 그러나 미국의
사례를 평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규정할 때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보스턴,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 등의 대도시에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행사
하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도 일반행정의 수장들이 교육행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20세기 초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공교육의 확대와 함께 교육행정의 전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시장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문제에 개입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시장의 교육행정 통제와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
도의 발전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20년대의 진보주의 개혁시대이다. 과
학적 관리론에 입각하여 교육행정도 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
교교육은 정치로부터 최대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시기이다. 둘째, 1960년대에는 교
육감과 교육위원회가 시장과 협력하여 교육문제와 연계된 인종갈등이나 소득불평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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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갈등을 관리해야만 하는 시기였다. 셋째, 1990년대 교육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시장의 교육개입의 필요성이 이전과 달리 중시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Wong
& Shen, 2003).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기업의 이사회 모형
을 교육 거버넌스의 기본 모형으로 삼았던 시기라 볼 수 있다.3) 산업화화 함께 도시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원화되는 미국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게 되었다. Banfield와 Wilson(1966)은 당시 노동자 계층과 다양한 국가에서 이민
온 집단들은 직장을 얻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 반면, 중산층 이상의 집단은 조세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정부 운영
을 통해 사회가 작동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 기관들도 일반 지
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기업계 인사와 교육개혁 전문가들이 서로 연
대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된 교육체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는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정치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
장이 새롭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학교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재산세를 토대로 한 교육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
발, 교원단체의 정치적 활동, 도시 행정에 주정부 의회의 영향력 약화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전문성만으로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도시
의 시장들은 위기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부터 대도시의 시장들은 공교육을 도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데
필요한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의 치안, 공원, 학교, 여가시
설 전반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희망했다. 과거에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피하던 태도를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에 대한 소극적 후원자의 위치에서 학업성취
도 향상이 학교교육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는 이를 자신이 해
결하고자 하는 시장이 늘어나게 되었다. 정치적 중립성의 영역이 정착했던 1920년대 학
교모형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은 도시의 학교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가 사용하
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 학교조직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오직 상부의 영향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학교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학교조직
내부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영역
내에서 자율성을 누리며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Tyack, 19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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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카고 교육청의 사례4)
전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반의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교
육위원회(ward-based school boards)의 비전문적인 교육통제가 교육감이라는 교육행정 전
문가에게 전환되는 방안들이 당시 진보적 교육개혁주의자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시장( 長)에 의한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된 교육행정체제의 확립 역시 새로 부각된 교육감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다(Kirst
& Edelstein, 2006).5)
외부로부터의 학교 지배구와 내부의 전문적 관료에 의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 기업 모
형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집권주의자는 “정치적” 의사결정 형식을 다른 방식으로 대
체하였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지향했는데 그 방식은 선출된 관리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보다는 하향식의 권위행사와 행정과 관련된 각종 규칙과 시스템에 의
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다. 그들은 기초자치구 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주고받는 식의 협
상을 통한 의사결정이나 교육위원회에 다양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많은 대도시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벌
이는 정치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화’와 같은 추상적 가치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 가치들 간의 경쟁구도를 배제시키고자 노력했다. 그 대신 그들은 통제권을 중앙으로
집중하고, 대규모 지역을 기능별로 나누어 “합리적이고 현대화된” 관료제가 예측불허
의 일반 대중의 요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Samuel Hays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의
사결정을 통합하고 체계화 한 것은 전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 보건, 복지, 일반
행정 업무 등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 범위가 편파적이라기보다는 보편화 되었으며, 특정
지역 문제보다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수준으로 확산되었다. 교육전문가들은 기업형 의
사결정 모형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이 모형이 다룰 수 있는 영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Tyack, 1974: 146-147).

4) 근대 교육행정체제가 확립되던 20세기 초반에 시카고의 교육자치제도에 시장의 개입하게 된 과
정과 최근 미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의 교육통제권 확립의 사례로 시카고
교육청에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루어진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시카고
교육청(Chicago Public Schools, CPS)의 2012-13학년도 학생 수는 404,151명, 학교는 681개교, 교
육직원이 41,498명, 그리고 1년 예산은 51억 달러 정도이다.
5) 김용일(2009, 2013)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와 독립과 관련된 쟁점에서 교육행정가는 교육
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일반행정가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의 원리 가운데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감 대 교육위원회 간의 교육통제와 관련하여 주민대표
성을 갖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전문성을 가진 교육감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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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와 같은 구조개혁을 통한 합리적 교육행정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
니었다. 구조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였다. 1917년 Illinois 주
의회는 시카고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21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고, 교육위원은 시장이 임
명하며,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교사들에게 종신재직권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보다 중
앙집권적이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학교운영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안은 보스 기질을 가
진 William Thompson 시카고 시장에 의해 교육전체가 부패되는 일종의 기제가 되고 말
았다. Thompson 시장은 자신이 임명한 교육위원회와 Peter Mortenson 교육감의 지원 하
에 학교부지,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그리고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1922년 공적 사업의 부패를 이유로 Thompson 시장은 그해 시장 선거에서 William Dever
에게 패하였다. Dever 시장은 ‘학교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William
McAndrew 교육감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4년 후, Thompson 전 시장은 McAndrew 교육감
이 영국 친화적이라는 점과 교육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선거
운동을 벌여 재선되었다. 그리고 McAndrew 교육감을 해고하고 자신을 후원하던 세력을
복원시켰으며 부패를 일삼았다(Counts, 1928).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인 기업
의 이사회 모형을 통해 Thompson 시장과 같은 인사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 행정이 중앙집권화 된 학교체제를 통제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교육감의
역량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었다. 1947년 Herold Hunt 교육감부터 그 뒤를 이은 Benjamin
Willis 교육감 시절은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상태에서 시카고의 공교육이 발전했
던 시기로 평가된다(Rury, 2005). 학생 수는 6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처음으로 40명에서 32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무상 여름학교 프
로그램, 교육상담의 확대,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었
으며, 교육예산도 상대적으로 건전하였다.
시장이 시카고 공교육에 개입하게 되는 두드러진 사례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위기의 국가(1983)’가 나온 이후 미국의 교육개혁과 관련된 주된 논의 중 하나가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거나 시장이나 주정부가 교육 거버넌스에 개입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Wong & Shen, 2003), Illinois 주는 후자에 속했다. 즉, 지역사회
와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학교운영에 강조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정책을 대표하는 법안이 바로 1988년 통과된 시카고 교육개혁법(Chicag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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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Act)이다. 이 법을 통해 Illinois 주 학교법 제 34조를 개정하여 시카고 교육청에
속한 학교에만 학교운영위원회(local school council)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 학교운영위
원회는 학교장을 평가, 선출할 수 있고, 학교교육계획서를 승인하며, 학교예산을 승인하
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분권화된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시카고 교
육개혁법에는 시카고 교육위원회도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시키면서 교육위원추천위원회
(School Board Nominating Commission)를 신설 운영토록 하였다. 이 추천위원회는 학교운
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 위원 23명과 시장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
위원 후보자 3배수를 추천하면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위원을 임명하게 되었
다. 1872년부터 시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임명의
절차에 추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제약받을 수 있음을 의미했
다(Joravsky, 1990).
그러나 1995년 공화당이 Illinois 주 상하원을 장악하였는데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 재계
인사, 그리고 시카고 Richard M. Daley 시장의 지원에 따라 시카고 교육개혁개정법
(Chicago School Reform Amendatory Act)이 통과되었다. 이법은 1988년의 지방분권을 강
조한 교육개혁법을 다시 중앙집권방식으로 전환하는 성격이 강했다. 교육위원추천위원회
를 폐지하고 시장이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의장, 그리고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고 교육감 명칭도 교육청의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로 변경하였다.
1995년 Daley 시카고 시장은 Paul Vallas 교육감을 임명하면서 시카고 교육청을 완전
장악하게 된 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관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레이건 행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William Bennett은 1987년 시카고 교육청이 “미국에서 가장 안 좋은
교육청”이라고 평가하는 바람에 1988년 시카고 교육개혁법에 성과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개선과 중도탈락률 감소라는 목표는 만족스런 수준이
아닌 상태였다.
Daley 시장이 교육통제권을 가진 이후에, Clinton 대통령은 시카고 교육청의 성공사례
를 국정연설에서 두 차례나 언급하는 바람에 다른 주의 대도시에서도 시장이 교육통제권
을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Daley 시장은 또한 미국시장협의(U. S.
Conference of Mayors) 의장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들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Daley 시장이 의장 활동을
하기 전에 이 협회에는 교육에 관련된 분과가 없었다가 그가 의장이 된 이후에 교육 분
야 최우수 사례를 발표토록 했으며 대도시 시장들과 교육감이 참여하는 회의도 개최함과
동시에 공교육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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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장의 입장에서 공교육에 관여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양했다. 우선 재정적 차원
에서 시카고 교육청의 공무원이 시카고 시 행정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육비 지출 규
모도 시 예산의 25-3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세가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조세상황과 예산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이었다. 정치적 면에서는 유권자들이
교육문제를 시의 지도자들이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경제면에서도 각 도시들이 경제적 이
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중
산층을 자신의 도시에 묶어두는가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 문제와 교육의 질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사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세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업
장들이 희망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질 좋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
무하게 될 양질의 인력에 있었기에 시장은 계속해서 교육체제 개입하기를 희망했다
(Wong & Shen, 2003).
Daley 시장이 교육통제권을 확보한 이후에 기울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은 교
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 교육청에서 성적이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우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6) 위해 새로운 교육행정 기관들
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고 시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둘째, 성적 중심의 책무성 체제에 맞추어 학교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노력은 성적이 낮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셋째, 시장의 개입은 기존의 분권화된 방식의 학교운영이 대도
시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분권화된 교육행정 체제로
는 교원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써 의도했던 교육개
혁 시도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또한 학교마다 가용할 수 있는 외부자
원, 즉 학부모의 기여도, 각종 재단에서부터의 기부금 등이 서로 달라 그 격차가 더 커지
는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었다(Wong & Shen, 2003).

6) National School Boards Foundation(NSBF)가 199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행정가들이 일
반시민이 시카고의 교육의 질 또는 교사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달리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교육위원이 시카고의 학교의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7%인 반면 일반 시민들은
49%로 낮았으며, 교사의 질에 대해서도 75%의 교육위원이 시카고의 교사들이 우수하다고 평가
한 반면, 시민들이 교사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그밖에 대학준비도,
학교폭력과 마약문제, 훈육문제, 이중언어교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는 교육행정가들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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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국 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1. 주정부 교육자치제도 비교 적용의 문제
미국의 주정부 차원의 교육자치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주교
육위원회의 주교육위원이나 주교육감의 권한이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육에 제한적 방식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근 ‘낙오자방지법(NCLB)’의 시행으로 주교육위원회가
주차원의 학력평가제도 도입, 표준교육과정, 고등학교 졸업기준의 강화 등의 정책을 집행
하면서 주정부가 지역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나 규제는 여전히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주교육위원회와 지역교육위원회의 권한 배
분을 염두하고 미국의 지방교육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를 살펴볼 때 주교육감의 임용제도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주교
육위원회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주에서 주교육감은 독립된 행정기관
의 장이라기보다는 주교육위원회의 행정책임자 즉, 사무총장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교육에 대한 주민대표성은 주교육감보다는 주교육위원들에게 요
구하기 때문이다. 주에 따라 주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은 주민에 의한 선출방식 뿐만 아니
라 주지사의 임명 또는 의회의 임명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도 확보될 수도 있다.
50개 주정부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선출에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임명에 의해, 교
육위원회는 주지사의 임명에 이루어지는 주가 많았다(<표2>, <표3> 참고). 2013년 현재 주
지사가 교육위원회를 임명하는 주가 33개,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가 15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지사가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동시에 임명하는 주도 11개가 있다. 한편 교육
감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주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도 12개 주
정부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주지사의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을 모두 임명하는 주정부의 수도 최근에 2개 주가 증가하여 11개가 된 반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주정부의 수는 1개가 줄어
6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 가운데 Wyoming주가 2011년에는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에서
2013년 주지사 임명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던 Vermont 주도
주지사에 의한 임명으로 전환되었다. Oregon 주는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였다가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개별적인 사례 탐색에서 이와 같이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가 최근에 발생한 주정부를 중심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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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도 추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주교육위원회연합회(NASBE)가 제시한 주정부 교육거버넌스 모형의 자료를 산술적
으로 분석하면 위와 같은 경향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 교육거버넌스 모형을 우
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수준에 놓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준에 놓게 되면 그 해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50개 주정부의 산술적인 경향을 통해 국내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을 탐색하기보다는 교육거버넌스 모형 가운데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형에 대한 탐색과 그 모형에 속하는 주정부의 특징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모형에 나타난 교육위원회를 우리나라 국회의 교육위원회로
보고,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위원회
선출과 주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 모형(<표 3>에 나타난 기타 모형)에 속한 New Mexico,
Texas, District of Columbia의 사례가 국내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주교육위원이나 주교육감의 임용방식을 주지사의 임명 또는 의회의 임명제로 변경하더
라도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Illinois 주에서 주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채용하여 임명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주교육감 후보를 공모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모과정 전체를 일반인에게 공
개하여 의견을 듣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 장기간 검증작업을 거
치며 또한 주교육감은 능력에 따라 계약을 하며 장기간 고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llinois 주의 사례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교육정책의 안정성, 계속성, 정
치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에 의한 주교육
위원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Illinois 주의 경우에 주교육위원의 임기 시작점을 두 집단
으로 나누어 주지사는 그의 임기동안 주교육위원의 절반만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명
시에 한 정당에서 2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성, 계속성, 정치적
균형을 확보하고 있다. Illinois 주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보다는 정치적 세력을 균형을 확
보하기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교육감과 정당과의 관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Illinois 주교육
감은 주교육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었을 경우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 교육감의 정당가입이나 정당의 교육감선거 지원을 금지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의 경우에 교육감과 특정 정당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
여 시도시사 또는 시도의회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후보의 정
당추천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공동등록제(러닝메이트)는 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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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당추천제 또는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제도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교육감의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
은 시도의회, 시도지사, 교육감을 특정 정당이 독점할 때이다.

2. 지역교육청의 교육자치제도 비교 적용의 문제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감이 가진 권한과 가장 유사한 미국 지방교육자치의 수준은 지역
교육청 수준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지역교
육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일반행정의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별법인의
성격이고,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교원의
임용과 배치, 교원의 직무상태 감독, 교재 및 교구 구입, 아동 및 학생의 학급편성, 진급,
졸업에 관한 사무처리, 예산안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독립
된 교육체계를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교육체제의 대표적인 운영원
리는 다음과 같다(Wong & Shen, 2003). 첫째, 지역교육청은 정당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광역에서 선출된 교육위원회가 통제해야 하며, 그 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교육청의 행정위계 및 관련 부서는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청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
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청의 징세권한은 시청으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가진다.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시장의 개입이 강화되어 일반행정과 통합되는 과
정에 국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의 규모와 적합
한 교육 거버넌스 모형과 상관이 높다는 점이다.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는 주민이 일반행정의 수장과 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직접 선출하며,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교육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장이 직접 교육감도 임명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당시(1998-1999) 미국의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시
장이 교육통제권을 갖는 경우 교육청의 규모가 평균 학생 수는 12만 명 이상이었으며 학
교 수도 200개교로 나타났다.7)

7) 지역교육청 수준의 교육행정에 주정부 수준의 일반행정 개입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볼티모어 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메릴랜드 주정부와 볼티모어 시가 함께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방
식으로 교육 거버넌스의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뉴저지 주의 저지 시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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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장이 교육에 개입하는 대도시의 교육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
다. 그래서 시장의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이유를 학업성취도 중시의 교육개혁 움
직임과 함께 인적자원을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찾는 경우가 잦았
다. 시장의 교육 개입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Johnson, 2009; Shipps, 2003; Usdan, 2006; Wong & Shen, 2003). 시장이 학업성취도를 높
여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경우, 최근 몇 년간 그 도시의 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의 평가가
매우 낮은 경우, 그 도시가 속한 주정부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에 시장이 교육문제 해결
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교육청의 관료화 문제를 기업체의 효율적 경영방식
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는 재계의 요구가 강한 경우, 기존의 교육문제 해결에 일정 영향
을 미쳤던 교원단체, 인종 및 지역사회 단체의 정당성이 약화된 경우 등이 공통의 이유
들이었다.
셋째, 교육행정에 대한 시장의 개입은 각 도시가 처한 상황, 특히 주정부의 정치적 상황
과 함께 시장의 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장이 지역교육청에 개입
하기 위한 조건은 주로 주정부의 입법부가 그와 같은 영향력 행사를 승인하는 법률 제정
에 있었다. 시카고 교육청에 이에 해당하는 사례였다. 공화당이 집권한 상원과 하원, 그리
고 주지사는 시카고 교육개혁개정법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문제로 지적된 시카고 교육청
의 교육통제권을 민주당 출신의 Daley 시장에게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도록 했다. 그
리고 보스턴, 시카고, 해리스버그 시와 같은 경우 시장의 임기에 제한이 없어서 한 시장이
오랫동안 시장 직을 맡을 수 있어서 ‘강한 시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
다(Edelstein, 2006).8) 반면, 시장의 임기가 제한된 경우인 뉴욕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보다
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Kirst & Edelstein, 2006).
넷째, 시장의 교육통제권 확보가 효율성의 원리 추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지
만, 시장의 개입을 정당화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목
표가 쉽게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카고 교육청의 경우 1995년 Daley 시장이 Vallas
교육감을 임명한 이후, Vallas 교육감은 부패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불균
형을 시정하며, 교원보수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관리차원의 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였다. 그러나 시장이 교육의 통제권을 확보한 이후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관련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2001년 시카고 교육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평가에 Arne Duncan 교육감을 새로 임명하기도 했다.

교의 일상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도 했다(Wong & Shen, 2003).
8) 시카고 시장인 Richard M. Daley는 1989년부터 시카고 시장에 당선되어 20년간을 시장을 맡았으
며, 그의 아버지인 Richard J. Daley도 1955년부터 1976년까지 시카고 시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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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시장이 교육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 교육문제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시장
의 선거에 직접 물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발
생하는 낮은 투표율이나 재계의 요구나 교원단체의 요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점 등
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결국
교육위원회를 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Ⅴ. 결론
종합하면, 미국의 50개 주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된 시사점 탐색에서 전제로 삼아야 할 점은 미국은 기본
적으로 우리의 기초단체 수준에서 교육을 포함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교사의 선발, 임용, 교육과정의 운영,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이 지역적으로 넓지 않
고 인구도 많지 않은 기초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기초단위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교육청의 교육감은 지역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임명되고 교육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미국의 교육자치에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지역단위의 교육
위원회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 교육감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지역단위 교육감의 임명은 교육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정부 차원의 교육행정체제를 국내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수
준의 교육행정체제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0
개 주정부는 다양한 교육 거버넌스 유형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에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고 그 유형에 속한 주 또는 최근에 그 유
형으로 변경한 주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교육청 수준 교육행정체제의 특징을 국내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비교 적용하는 경우
에는 지역교육청이 속한 주정부의 교육거버넌스 모형을 상황변인으로 고려한 다음, 지역
교육청과 일반행정 기관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교
육감의 권한 면에서 국내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교 가능하다
고 보아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교육청의 규모이다. 미국의 지역교육청 규모가 국내의
시․도교육청 규모보다 월등히 작다는 점은 비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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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면에서 지역교육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미국 대도시의 교육 거버넌스는 국내
시․도 교육청의 교육 거버넌스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도시의 시장
이 교육통제권을 확보하는 사례를 국내에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에 필요한 근거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과 분리를 주장할 때가 서로 달리 해석되는 교육행정
의 '정치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이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이미
정치-행정 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이 1940년대 이후 신고전행정학의 발
달로 어느 정도 극복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영역은 사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행정의 본질은 관리이며 정치와 다르다는 초기 행정학에 대한 생각은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민간기업체의 경영합리화의 토대가
된 과학적 관리론 역시 정치-행정 이원론과 결합하여 고전행정학의 토대가 되었다
(Denhardt, 2008). 기업체 이사회 모형을 원형으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거버넌스 유형
이 확립되었다면 당시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중
립성의 원리’로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입법기능이 강조되는 상황과 함
께 실적주의 정착으로 엽관주의에서 나타난 부패가 근절되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을 강조하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도 하는 행정으로 보게 되면서(White, 1948) 행정
의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의 논거에서는 정치-행정 일
원론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의 ‘정치적 성격’을 당연시 하고 있다.
둘째,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
분이 효율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시카고 교육청에 대한 시장 개입의 정당성도 학생들
의 학업성취도 향상이라는 교육적 성취와 함께 재정 관리의 효율성이 토대가 되었다. 시
장의 교육에 대한 개입의 증가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운용은 성공적이었던 반
면, 시장에 따라 시카고 교육시스템 전체가 부패되는 경험을 했거나(20세기 초의 경우)
교육적 성취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20세기 후반의 경우)는 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
정의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성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일반행정 자치단체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보면 주
로 ‘지역경제 살리기’ 방편의 교육개혁 실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수한 학생, 중
산층 이상의 학생들이 시카고 교육청 주변의 교육청으로 옮겨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노
력한 것과 같이, 국내의 각 지자체들도 ‘우수명문학교 유치’를 통해 우수한 학생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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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이탈과 유치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Robinson(2009)은 그와 같은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이 주로 수학과 과학, 그리고 언어적
능력에 한정되어 있고, 유럽과 미국의 산업혁명 시기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설계된 제도
속에서 그 직업에 꼭 필요한 능력이었다고 말한다. 이 능력은 대학의 학문추구의 문화를
통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다양한 특성들의 관련성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특정 능력의 소유자로 계층화되고 이를 위
한 획일화된 교육은 여기에 자연스럽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켜왔다고 비판한다. 그
의 지적은 ‘우수한 학생’ 선점을 위한 정책이 재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의 논리에서 강조되었던 효율성의 개념은 이제 신공공행정학
에서 강조하는(Hart, 1974; Kirkhart, 1971; LaPort, 1971) 공정성, 정의를 포함하는 형평성
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조직의 목표가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줄어줌과 동시에 공공조직 내외부의 사람들을 위한 삶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다(Laport, 1971: Denhardt, 2008:106에서 재인용)”는 주장을 교육부
문에 적용시켜 본다면, 일반 행정가 또는 교육행정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교육’에서
말하는 공공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되어야 한다.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모두 공공행정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
추구가 갖는 한계만큼 효율성의 추구가 특정 집단의 효율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소외된 다양한 집단의 효율성 추구는 형평성 추구의 원리
와 호응성(responsiveness) 추구의 원리, 즉 민주적 공공행정의 원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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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Review on U.S.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Illinois State Government and Chicago Public Schools
Yang, Sung-kwan (Konkuk University)
Kim, Wang-Ju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s in the U.S. state
government level as well as local government agencies. The study focused
on the level of comparative studies on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U.S.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of U.S. state
government should be comparable to the Korean national level of
educational system, while the local educational structure comparable to
Shi-Do school districts in Korea.
With respect of mayoral engagement in education, there exist interaction
among supports from the Republican-controlled legislature and governor,
integration of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educ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at the systemwide level, decline in public confidence over the current state
of urban school leadership, and mayors formal executive authority. Although
mayors have positive impacts on some important initial challenges relating to
ut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fter assuming control of school districts,
the long-term benefits of takeover are more elusive in improving student
achievement.
The trend of mayoral influence in education as a viable reform strategy
should be scrutinized into the following areas. Mayors control will result in
more efficient investment on a specific group of people eroding the benefits
of most disadvantaged. For the correction of imbalances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and political values, public administration in education or general
services require an alternative value, social equity.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strict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needs recognition
of th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Key Words] : Educational Governance System, Superintendent, Mayoral takeover,
institut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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