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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세 가지 대표적인 교원정책을 사
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
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검토를 통하여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교원정책(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장공모제, 교원성과급제)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원정책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
책의제설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련 당사자들 간의 입
장 차이와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메커니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둘째, 반대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과 이들의 주장이 수렴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참여 보장과 절차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조정력, 네트워크
요소가, 민주성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상호신뢰에 근거한 반응성이 제고될 필
요가 있다.
주제어〕 교원정책, 굿 거버넌스, 전문성, 조정력, 반응성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제1저자
** 중부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E-mail: jyum94@joongbu.ac.kr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
※

접수일(2013년 11월 20일), 심사일(2013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17일)
- 317 -

교육정치학연구 제 20집 제 4호

Ⅰ. 서론
지난 1987년에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 등에 거버넌스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
면서 한국도 세계적 거버넌스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아왔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
어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위계적 통치 방식은 새로운 방식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 독점적 체제는 지방분권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의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거버넌스의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
할 수는 없다.
한 예로 굿 거버넌스의 개념은 해외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고안된 것으
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기술관리주의적 행정개혁, 서구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개혁 등
특정 가치 및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서구 중심주의와 효율 혹은 시장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거버넌스의 개념이 원래 내포하고 있는 보다 폭넓은 가치들을 담고 있
지 못한다(임성학,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제반가치들을 담보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형 굿 거버넌스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의 과정과 결과 모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후에 진행되는 것이 보다 적실한 평
가를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을 대상으로 할 때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엄정한 분석이 가능하다(곽진영, 2010). 한
국 사회에서 교원정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특히,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포함하여 대립구도, 경쟁 등의 양상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교원정책의 효과는 교원과 같은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성과 특수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
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교원정책은 선언적, 수사적 개념 수준
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둔 나머지 무엇이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이고,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하며, 어떻게 객관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교원정책의 사례에 주목하였
고, 교원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취약성과 문제를 분석하여 교
원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어 온 교원정책을 사례로 하여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거버넌스가 결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굿 거버넌스 지표들
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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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굿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는 학자, 학문영역,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널리
논의되기 시작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초기에는 ‘정부’ 혹은 ‘통치행위나 통치의 과
정’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행정부의 효과적인 집행 능력에 주목하여,
‘정부의 권위 있는 지시와 통제’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후 거버넌스는 점차
정부와 차별화되면서 ‘통치의 새로운 과정’, ‘사회가 통치되는 새로운 방식’을 포함
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허인혜, 2011). 즉,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인 정책결정이 아니라 전문가, 기업, 시민 등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지칭한다(신현석·주영효, 2013; Kooiman, 1993).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는 단순히 국가통치의 대상이던 시민, 기업이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탈집중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운명을 관리하는데 참여할 때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Peters
& Pierre, 1998). 그런데 정부부처와 같은 대규모 조직은 관료적 제도의 한계로 인해 환
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고(Fountain, 2001), 네트워크 형식의 거버넌스가 민주성의 핵심
적 가치인 책임성, 정당성, 평등성 등을 담보하는지의 여부도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거버넌스적 방식이 모든 경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며, 거버넌스가 제대
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범람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
다(Bogason & Musso, 2006). 이처럼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갑론을박의 논의와 쟁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부의 위계적․통계적 질서와는 달리 정
부 및 시민사회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대화, 협상, 조정 등 소위 조종
(steering) 방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지칭되고 있다(김의영, 2011). 여기서
강조하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및 조종 방식은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제시하는 정부
주도형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와는 구별되며 행위자간 수평적 관계와 참여 그리고 정치권
권위 내의 민주주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위계적 정치체계로서의 비민
주적․비효율적인 인식의 변화와 보다 넓은 차원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관계 속의 권위배
분으로 이해할 필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의 형태가 위계적이고 독단적 유
형, 협력적이며 수평적인 유형, 다원적인 유형 등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연유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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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좋은, 바람직한’이란 의미의 ‘good'을 거버넌스 개념에 합성시킨 ’굿 거버넌
스‘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굿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합의된 개념이
학계에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따라 그 성격을
규명하고 가치와 지향점에 초점을 두는 연구활동 등이 진행되면서 개념 정의도 이루어지
고 있다. 굿 거버넌스 개념은 원래 해외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원조의 효과
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안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서현진, 2010).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개발원조 사안에 집중되어 정치적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또는 관리적 문제로 처리하다 보
니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 등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Nanda,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굿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 중에서 가치지향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가치와 가능성이 발현되는 것을 뜻
하며(조화순․김민정, 2010), 정부의 통제와 대중의 참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굿 거버넌스는 정책결정 과정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
도출, 정보와 자료의 공개, 참여의 확대 등이 중시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조정력,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는 인력의 확보와 참여정도 역시 강조된다.

2.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
굿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일 때 가능
하다고 본다(Liberatore 2004). 이에 관해 서현진(2010)은 국가(또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굿 거버넌스 체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합의, 협력, 파트너십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공
공선을 위해 민주적 참여가 가능한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굿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평가하
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굿 거버넌스의 중요한 구성요인으로는 자율성,
전문성, 형평성, 참여성, 책임성, 효율성, 응답성, 투명성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유현석,
2011),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인 관련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제시한 기준들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굿 거버넌스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가치지향성뿐만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가치도 발현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은 공통
적으로 몇 가지 평가 기준들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정책 영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
하기도 한다. 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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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뢰성 등 공식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참여성, 투명성, 독
립성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조화순․김민정, 2010). 결국, 굿 거버넌스는 정
책의 효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효율성) 참여와 의견수렴이 적절히 반영되는
(민주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향하는 관점이다. 이는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성과 복잡한 이해관계의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공조와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효율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학자
Petts(2001)

구성요소
대표성, 절차적 공정성, 숙의, 반대 세력 포함, 전문가에 대한 도전, 합의 보장, 결정에
대한 중요성 부여, 투명성과 개방성

Skelcher,
Mathur, & 대중 접근성, 내부 거버넌스, 멤버 관리, 책임성
Smith(2005)
① 과정평가: 포괄적 대표성, 참여와 헌신도, 명확한 규칙, 기회와 자원의 균등,
Frame &
책임성, 이행과 감독, 독립적 운영, ② 결과평가: 합의, 갈등의 축소, 다른 대안에 대한
Day(2004)
우선성, 정보, 공적 이익
①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측면: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 구성,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분포,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패턴 ② 지역거버넌스 사회자본: 상호성과 협력, 신뢰와
배응환(2002)
개방성, 제도화 관계 ③ 지역정책 결과: 거버넌스의 과정이 정책적으로 어떤 결과를
창출했는가에 초점
서현진(2010) ① 민주성: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② 효율성: 네트워킹, 조정력, 전문성
곽진영(2010) ① 민주성: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② 효율성: 정책효과성, 전문성, 네트워크, 조정력
임성학(2010) ① 민주성: 참여, 투명, 반응 연구분야 ② 효율성: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조화순․김민정
전문성, 조정력, 효율성, 일반시민의 참여성, 네트워크, 투명성, 반응성
(2010)

Ⅲ. 연구방법
한국의 교원정책은 과거 국가주도형의 정책결정 과정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교원정
책은 교원을 위한, 교원에 관한 정책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일선에 있는 교원들의 의견과 경험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현장의 체
감도가 제고되지 못한 정책의 입안들이 그 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는 교원정책의 거버넌
스가 상위하달식의 방식을 지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상위하달식의 방식이 모
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정과 절차상에서 얼마나 정책의 취지를 공감하게
하였고, 이해관계 집단들의 공감대를 사회적 합의로써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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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는가에 따라 같은 상위하달식이라 하다라도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해관련집단의 입장 차이와 정책 결정에의 참여 구조
와 과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교장공
모제를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 활용, 승진, 인사제도 개혁 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정책 결정의 거버넌스는 신뢰와 네트워크에
근거한 연계를 전제로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참여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공공이익 추구의
집단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딜레마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
음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굿 거버넌스의 기준과 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대표적 교원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교원성과급제, 교장공
모제 결정과정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지표들을 선택하고 각 지표별로 고
려해야 할 세부 항목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인 민주성의 원칙, 효
율성의 원칙을 범주화하였다.
이들을 분석 준거로 설정한 근거와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식과 수준에 터한
정책결정에의 참여 보장, 관련 정보의 획득 용이성, 모든 이해 당사자들 요구의 적극 반
영 등은 ‘참여적 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하고 유용하다(Skelcher, Mathur, & Smith,
2005). 행위자들은 주요 교원정책 결정과정이든 공식적 정책결정 과정이든지간에 그 특성
상 언제나 정책 결과에 영향은 받지만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
생한다. 따라서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의미하는 참여성은 채널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투명성은 정책결정 과정의 다양한 정보와 결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Petts, 2001)는 점에서 이 역시 분석 준거로 유
용하다. 반응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실제 거버넌스 과정과 정책 결정을
통해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버넌스적 정책결
정 방식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했는지의 여부를 가늠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조화순․김민정, 2010).
둘째, 정부 행위자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자원 공유, 다차원적 갈등 조정, 전문성을 가진
집단의 참여 등이 중요하다. 거버넌스 과정에는 하나의 중앙 집권적 중심체가 아닌 다수
의 중심체가 있으며, 각 네트워크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Rhodes, 1997). 정부
행위자들과 비정부행위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
하고 서로 자원을 공유하여야 한다(Peters & Pierre, 1998).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는 본 연구의 분석 준거로 유용하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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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다차원적 갈등은 조정을 통해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공식적․비공식적인 직접 소통이 존재하여 행위자들 간의 토론과 합의 지향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kelcher, Mathur, & Smith, 2005). 이는 한국의 주
요 교원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조정의 메커니즘이 있는가에 대한 굿 거버넌
스 평가지표로서도 매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준거
로 설정한 전문적 인력의 참여 정도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보다 나은 데이터와 정보, 분석 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표로
서의 유용성을 갖고 있다(Frame & Day, 2004). 이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면 가치관련
갈등을 줄이면서 최종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kelcher, Mathur, & Smith, 2005)는
관점에서 연유한다.
셋째, 민주적 가치와 효율성을 동시에 중시하고 이들 두 개의 원칙이 모두 달성되고 있
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
만은 아니다. 이는 교원정책이 상대적 중요성의 무게 중심을 어느 한 쪽의 측면에 더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때 굿 거버너스에
근접했다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민주성의 원칙에서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었는지, 공청회 등과 같은 참여 채널의 통로가 보장되어 의견 교환의 장이 얼마나
제공되었는지를 통해 참여성의 정도를 진단한다. 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
개하였는지, 공개회의 등을 주최하였는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진단해 본다. 아울러 의사소
통의 적정성과 의견의 수용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과 같은 반응성의 측면을 탐색한다.
거버넌스에서 상호간 의사 조정을 위한 소통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소통 채
널이 보장될 때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곽진영, 2010). 다음으로, 효율성 원칙
에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들이 실제로 네트워크
에 참여하는지, 네트워크의 성격과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본다.
또 교원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를 진단한다. 아울러 교원정책이 갖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 여부와 참여 정도를 진단한다.
정책 거버넌스의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관료제적 정책결정 과정에 비해 비용이 감축되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해결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조화순․김민정,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준거와 분석틀을 제시하
면 <표 2>,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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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준거
원칙

지표
참여성

민주성

투명성
반응성
네트워크

효율성

조정력
전문성

세부 항목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참여 채널의 통로 보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개
공개회의 등의 주최
의사소통의 적정성
의견수용의 적실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의 존재
참여 행위자 간 상호관계 형성
정책의제설정,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조정 메커니즘 존재
전문적 지식 생산․유통의 인력 확보 및 참여 정도

[그림 1] 분석의 틀

Ⅳ. 교원정책의 주요 사례 분석
1.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가. 민주성
참여정부는 사회문제의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원인과 대책을 교육의 질( )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도 학생의 교
육의 질을 담보하는 강력한 기제로서 새로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을 계획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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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정책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
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와 이들의 정책단계별 참여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신현
석·박균열, 2008). 2004년 2월2일 안병영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이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대회에서 교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원능력
개발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반대 입장을 가진 교육집단과
찬성 입장의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쟁점화가 촉발되었다(신현
석․박균열, 2008).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합리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공교육
부실의 원인을 교원들에게 전가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평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수요자의 요구 충족이라는 점에서 부적격 교원을 걸러내는 장치로
제도화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2005년 5월 2일 교원평가제의 시안이 발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무력으로 이를 저지하였고, 3개 교직단체가 이에 동조
하며 반발하였으며, 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교육과 시민사회, 기독
교윤리실천운동 등은 교직단체의 행위를 비난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촉구하였다.
2005년 5월 27일에는 교육부 장관이 일선교원 및 학부모에게 발송한 서한문에서 학부
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는 서한문에 반발하여 졸
속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였다(한겨레신문, 2005.5.27). 이후 교원
평가 관련 협의 주체들 간 계속된 협의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교직 3단체,
학부모 2단체 등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결정체제에 의한 결정을 유도하였
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결정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딜레마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한 대응이었다(한상윤·전제상, 2012). 특히, 정부를 제외한 특별위원
회 참여자들의 중론은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명분만 부각시키고 졸속적
인 후속처방을 한 점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2005년 11월 초에 시범운영계획을 발표
하고 그 해 11월 7일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2006년 9월 26일에는 67개
의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와 개선방안을 밝히기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고, 그
해 10월 20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
혔다(신현석·박균열, 2008). 아울러 시범학교를 500개로 확대하여 2007년 말까지 시행령
을 마련한 이후에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평가 결과와 인사는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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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06개 선도학교가 시․도교육청에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9월에는 16
개 시․도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종합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2009년에는 전
국 3,162개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현장 수용도 및 적합도를 제고한 평가모형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지정․운영을 확대하였다(2005년 48개교, 2006년 67개교, 2007년 506개교,
2008년 669개교, 2009년 3,121개교). 2010년 1월에는 시․도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전국 초․
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 시행하였다. 2011년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 개정으로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평가 참여의 익명성․보안성 강화를 위해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다. 아울러 2012년 7월에는 참여방법 간편화 및
업무 경감을 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기능개선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하여 평가실시 의무화 및 결과활용 연수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10.5).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은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교직단체들은 공정성 확보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교조를 시작으로 강
력히 반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25명의 교원이 연행되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불충분한 시범 운영 결과에 바탕으로 졸속 법제화를 강행하는 교육부의 평
가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는 실효성 있는 평가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연봉, 승진과 연계된 인사와의 연계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 구도
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나타났다(신현석․박균열,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다른 주
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의견을 제대
로 수용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이해 당사들의 참여는 일부 단체
에게 보장하였으나 참여 채널의 통로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갈등을 첨예화하였다.
실제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2010년 전국 단위학교에서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서도 학부모의 평가 참여율이 낮아서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
다. 또한 평가방법의 불편이나 학부모들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신 등이 작용한다는 분
석(김갑성·전제상·안병천, 2011) 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성과 투명성, 반응성(의
사소통의 적정성과 의견수용의 적실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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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성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5년간의 시범운영과 2010년의 전국 실시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실시 목적, 방법, 결과 활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쟁점의 부각도 이와 비등하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교육집단들의 문제로 확대, 집단 간의 보다 많은 갈등들이 표출되었
다.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
였고, 무엇보다 교육부가 정책의제설정 단계의 사회문제 제기 및 쟁점화 단계에서 충분
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많은 부분 상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현장의 교원들이나 학부모 및 학계, 언론 등의 연대 및
입장 차이,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박균열, 2012). 특히, 정부 정책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책무성을 강조하여 인사에 반영하려고 하
는 것인지를 두고 정부는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모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는 전문성 및 조정력의 취약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교
원능력개발평가제의 효율성을 낮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전문적 지식 생산․유통의 인력 확보 및 참여 정도에서 현장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사, 시
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정책의제설정,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조정 메커니즘의 상대적 부재로 인해 컨트롤 타워의 구심점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현석․박균열(2008)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정책단계별 각 이해 관계 집
단의 입장을 이동 경로로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보면, 정부인 교육부
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구심점을 갖고 정책 방향의 공통분
모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경쟁, 회피, 협동, 타협, 수용 등의
갈등관리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및 교직단체들과 입장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여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11)가 조사
한 국민의식조사(총 응답자는 2,704명; 교사 1,560명, 학부모 1,038명, 대학 교수 및 연구
원은 106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 정책 추진에 의한 현장 변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다고 인식되는 정책들 중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5점 척도 중 평균 2.99)가 최하위, 정
책만족도에서도 최하위(5점 척도 중 평균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 공청회, 시범학교 운영,
모델 개발 등의 노력을 한 점(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인지도 평균 4.41/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 제공)과 이에 대한 일정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효율적 측면에서 그나마 긍정
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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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과 자율성
전교조①②③④⑤

교총④⑤

교총①②③

회피

경쟁

협동

타협

수용

교육부①②③④⑤
시민단체①④

시민단체②③⑤

책무성과 수월성
[그림 2]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 변화 이동 경로

설명요소: ① 정책의제설정(사회문제 및 쟁점화), ② 정책의제설정(공공의제화),
: ③ 정책의제설정(공식 의제화), ④ 정책 형성, ⑤ 정책 채택
출처: 신현석․박균열(2008). p.55
2. 교장공모제
가. 민주성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던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개별학교의 교
장을 임용하는 데 있어 승진 등에 의해 교장 자격을 갖춘 자를 교육행정 당국이 특정 학
교에 배정하는 일반적인 임용방식이 아닌, 해당 학교에서 교장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그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선정 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
는 제도이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 승진제도로 인한 젊고 유능한 교장의 임용 차
단, 지역 여건과 개별학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교장 임용의 한계, 잦은 교장의 전보로
학교 운영 발전의 저해, 학교교육 성과에 대한 책무성 담보를 저해하는 배정 형식의 임
용방법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다.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 중심의 교장 승진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취지였
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어왔다. 교장
공모제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성의 증대는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 5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추진 국민운동
본부’는 2005년에 여야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교장임용제도 및 학교자치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석하였던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각각
공모제와 교장선출 보직제를 입법 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
부는 2006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장공모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다(김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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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민단체가 오히려 주도하고 정부와 교직단체가 대응 방식
의 일환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채널 통
로 보장의 비민주성, 절차상의 대표성 시비문제, 주도단체의 전문성 부재가 문제로 치부
될 수 있었다. 정부는 2006년 11월 3일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교장공모제의 시범학교 운
영을 통한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의 대립구도가 전개되었으며 갈등의 표출이 심화되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반대하는 단
체는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교총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08년을 기준으로 18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거대한 교직단체이고, 이들은 교장공모제에 대해 언론, 신문,
토론회,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균열, 2009). 이 외에도 전교조 등의 교직단체는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참여하였고,
입장차이로 인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 사이에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자
율학교 대상)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였고, 교장공

모제 시범운영 추진 및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적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7년 9월에 정부는 제1차 시범운영을 55개 학교에서,
2008년 3월에는 제2차 시범운영을 57개 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동년 3월 20일에는
「08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모집 등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임용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동년 7월에는 제1,2차 시범운영
학교 효과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년 9월에는 71개 학교에서 제3차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으며, 1,2차 시범운영과는 달리 자격기준별(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지역과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2009년 3월에는 10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4차 시범운영을 하였다. 동년 9월에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을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원으로 강화하고, 미자격소지자 공모교
장 인원수는 시․도별 내부형 교장공모 인원수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시
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년 9월에 10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으로 2010년 3월에 1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제6차 시범운
영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 1일에는 결원 교장의 50% 이상에서 초빙형 공모제를 실시하
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교원인사제도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교직단체, 학부모․시민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
여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교장승진임용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 ‘교
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추진계획’ 발표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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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의 구
체적인 쟁점들이 제기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국면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지연과 왜
곡, 수정, 축소 등의 변칙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양산하였다. 교장공모제 심사 절차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한 범위 문제, 교장공모 학교 선정과 관련하여 실시 여부의 결정 주체
문제, 교장공모제 3가지 유형 각각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 공모교
장의 지원 자격 요건 관련 논쟁 등은 교장공모제의 존폐 여부를 거론하는 일부 교직단체
들의 반발과 함께 갈등과 마찰을 초래하여 왔다.
2012년 1월에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교장들이 학교현장의
변화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은 공모교

장 임기, 자격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장공모학교 수는 2010년 954개교이
던 것이 2012년에 2,028개로 확대되었다(교과부, 2012.10.5).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소통
의 적정성과 의견수용의 적실성을 간과한 채, 변칙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보이기도 하였
다. 그 일례로 교육부는 교직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들며 특위 본회의에서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정책의 집행기구인 교육부의 영향력이 너무
큰 나머지 정책의제를 제기하고 결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되었고, 오히려
특정 교직단체의 권익에 휘둘리는 경향마저 보였다. 이로 인해 결국 교육혁신위원회 본
회의에서 합의안은 부결되었고, 교장공모제는 대폭 후퇴하여 2007년에 55개 학교에 도입
되는데 그쳤다(서울신문, 2006.6.13). 결국, 교장공모제는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간
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사전준비가 취약
하였고,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구성원간의 공감대를 필요로 하며, 교육이 ‘당파적 이
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 될 것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나. 효율성
교장공모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이후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원인사제도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을 거쳐 2005년 11월에「교장초
빙․공모제 시범운영 추진계획」이 마련되었다. 그 이듬해인 2006년 8월에 「교육정책개선
방안」에 따라 2006년 11월 3일 실행계획이 확정되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차에
걸쳐 시범 운영되어 왔고, 2011년에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
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책 취지의 합리성과 순차적인 계획과 절차에도 불구하고 교
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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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무엇인가? 우선, 이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점
을 그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시민단체와 교직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부, 교직단체, 시민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달리하며 정책결정 과정의
전반에 걸쳐 대화와 상생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참여행위자들의 관계 형성 면에
서도 대립과 옹호, 반대의 방식에 따라 연합하는 구도를 보였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주
체도 없는 실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정책결정 이전에 정책내용이 본질적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우리 교육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적절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갈등 관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였
다는 점이 문제였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도 일부 교직단체의 의견만 수용하다 보니 다
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조정할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교육
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지
속적인 교직단체의 반발에 따른 갈등 관리를 협상 전략으로 제시, 대응하여 왔다. 교장공
모제의 운영 방식과 지정 방식에 따라 협상 방법을 다양화 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일부
이해관계 당사자의 입장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야기시켰다.
이는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식견과 참여를 간과한데서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생산·유통의 인력 확보가 일부 단체에 국한된 나머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2011)가 국민의식 조사에서 밝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교장공모제(평균 3.47)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의 취지 부
합도 전체평균(3.53)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더욱이 정책추진에 의한 현장 변화
수준(전체평균 3.41/교장공모제 평균 3.39), 정책 지속 추진에 대한 요구(전체평균 3.68/교
장공모제 평균 3.56)가 전체평균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는 긴요하다고 판
단된다.

3. 교원성과급제
가. 민주성
1998년 말 처음으로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
은 맥락에서 교직사회의 풍토를 개선하고 교직사회 내부에 경쟁을 도입하여 교육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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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 동시에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교사들의 동기 유발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교육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2001년에 교원성과급제도가 도입 되었다(김혁동 외,
2009). 교원성과급제는 정책의 도입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의 전반에 걸쳐, 교직단체와
언론, 학부모 단체 등의 입장 차이와 대립 구도 등이 전개되어 왔다. 교원성과급제의 도
입 취지, 차등 지급의 비율, 결과 활용 방식 등과 같은 쟁점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방식 역시 달라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 8월 이후로 교직단체와 5회, 시·도교육청과 4회 등 성과급
시행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신상명·정수현, 2002). 이후 성과
급을 교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의 제안,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교직
단체의 반발로 유보되는 등의 우여 곡절을 겪었다. 이는 교육공무원 또한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바, 교원의 직무특성과 직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성과평가
가 곤란하다는 점 등이 주요 갈등 요인이었다. 특히, 전교조는 항의 방문, 반납투쟁, 조
퇴, 연가투쟁 등을 통해 강한 반발을 하였고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 9월 25일에
교원성과급을 수당형태로 전환해 차등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윽고 2002년 2월 19일에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7차 회의에서는 교원성과급제도를 폐
지하고 자율연수비로 지급하는 방침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언론과 학부모 단체, 학계
대표들은 적극 반대하였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교육과학기술
부, 2006).
2002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성과급 예산의 90%인 약 2,250억 원은 능력개발지
원비로 균등지원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50억 원만 차등 지급하는 균등분배제도안
을 만들어 교직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교원성과급제의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였다. 이 방식은 2005년까지 지속되었다. 2006년에는 지급방식을 년 1회에서 2회로 분할
지급하고, 차등지급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교조는
반납투쟁을 다시 전개하였다(한겨레, 2008. 3.17). 이에 대해 교직단체인 교총은 조건부 수
용을, 자유교원조합은 찬성을 하였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원성과급제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이해관계 집단들의 갈등이 더욱 표출되었다(박균
열, 2009).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방적인 시행을 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왜곡된 합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소통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판단된다. 즉, 정책 내용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의사
소통의 적정성과 의견 수용의 적실성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지 못하여 민주성의 핵심 평가
요소인 반응성 부분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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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
단의 합리화에 매몰되어 일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정책입안 취지를 공
개하거나 참여를 보장한 나머지 참여 채널의 통로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2007년에 들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의 차등 폭을 유지하되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을, 중앙인사위원회는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워 2007년 30%의 차등 지
급 및 2008년 40-50% 이상의 확대 요구를, 전교조에서는 차등비율 10% 이내 또는 전액
수당화를, 교총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은 차등 폭 20% 유지를 각각 주장하였다(한국교총,
2007). 결국 최종적으로 차등지급 비율을 20%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년 2회의 분할 지급
방식을 년 1회로 다시 조정하였다(이쌍철․홍창남, 2008). 그러나 2008년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이 30%로 확대되었으며, 전교조에서는 이에 반대하며 성과급을 반납한 뒤 똑같이 나
눠 갖는 ‘n분의1 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하였다(동아일보, 2008. 10. 6).
2009년도의 경우에는 교원성과급의 차등 지급율을 최저 30%이상(30%, 40%, 50%)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평가등급은 A, B, C등급으로 나
누고 각 등급별 배정인원은 30%, 40%, 30%로 강제하였다. 2010년도에는 최저 차등지급
30%를 20% 상향 조정된 50%로 하고 최고 100%까지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장
에게 자율권을 주었다. 2011년에는 시․도교육청이 개인별․학교단위별로 예산을 이원화하여
배부하도록 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학교별 지급비율과 개인
별 지급비율을 10%와 90%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여건을 고려해 군(군)단위로 학교
단위 집단을 구성하여 같은 군내 학교별로 성과급 예산의 10%를 A(30%), B(40%), C(30%)
로 차등 지급하고, 나머지 90%의 성과급 예산은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당해학교 교사들
에게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박창화, 2010). 이에 따라 한국
교총은 ‘제도개선 요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송하고 차등 폭 축소와 집단성과급제
유보 등의 요구를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차 제도
개선(2002년-2005년), 제2차 제도개선(2006년-2008년), 제3차 제도개선(2009년-2010년) 등
을 통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소
기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다양한 대안의 고려 없이 교원성과급 제도의 자기강화기
제로 성과급의 비율 조정만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기하려 했다는 비난 역시 면하기
는 어렵다(박창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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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성
Murnane & Cohen(1985)은 교원성과급이 교원들을 동기 부여하여 조직의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보수체계로서 종종 제안되었지만 과거 75년간에 걸친 공립학교 교
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도는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비용 투자에 비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의 운영과 성급한 정책의 입안과 추진 등이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
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교원성과급제의 정책 입안 과정은 전문성을 가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사회적 분위기 및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여 의제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성과급제도의 정책 의도인 공직사회의 경쟁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의 특수
성을 간과한 경향을 보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 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지 못했으
며, 이는 교직단체와 나아가, 교사 간의 위화감과 갈등 유발 문제로 직결되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 간의 전략적 연대를 형성하는 계
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정부 또한 교원성과급제 정책 집행단계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의 협상, 갈등, 대립, 수용 등의 여러 정치적 과정을 겪었다. 이처럼 포괄적
인 네트워킹의 부재와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장 전문가 인사의 참여와 자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던 측면은 고비용에 비해 저효율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성과급제가 교사들의 동기부여나 공교육의 질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였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평가체제 전
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박창화, 2010).
한편, 정책의제설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유보, 갈등, 대립의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할 메커니즘의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지
급방법에 있어서 개인별 차등 지급 이외에 부서별 또는 단위기관별 차등지급 등의 방법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못하였고, 2010년에서야 집단성과상여금
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력 부재를 드러냈다. 이는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의 성과
관련 설문조사(전제상 외, 2010)에서 보듯이, 교원성과상여금제 운영이 과거에 비해 개선
되었다는 비율은 39.1%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이해 당사자인 현장교원들의 체감도는 낮
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원성과급제는 정부 조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 전문성 확보, 갈등 관리 조정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교원
성과급제로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334 -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교원정책의 사례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원정책의 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취약성과 문제를 분석하여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를 위
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굿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거버
넌스의 평가요소와 세부지표로 설정해 굿 거버넌스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굿 거
버넌스의 관점에서 세 가지 교원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은 많은 한계와 취약성을 드러냈
다. 물론, 세 가지 교원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굿 거버넌스의 한계는 비단 연구대상이
되었던 이 세 가지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교원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세 가지 교원정책 거버넌스 사례 분석결과, 민주성과 효율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굿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시
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반대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과 이들의 주장이 수렴될 수 있
는 다차원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 보장과 절차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제로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경우,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의 참여 의지가 강하였던 반면 이들의 참여 채널의 통로는 제한되었
다. 또한 이들의 주장 역시 거의 수렴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반대
연합을 결성하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며 대립 구
도를 형성하여 왔다. 교장공모제는 정부가 6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취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나 반대 집단의 의견과 주장의 수렴 측면에
서 이 역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영향력이 강한 교직단체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민단체
의 신뢰와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정책성과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원성과급제의 경우,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의 요구에 대한 소통과 수용의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지지단체인 학부모 단체․시민 단체가 교원
성과급제의 10% 차등 지급은 실질적인 균등 지급과 같다며 반발하였고, 확대의 폭을 넓
히라는 요구를 한 반면, 반대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교직의 직업적 특수성과 단기
간의 성과 측정에 대한 불명확성, 교직사회의 비교육적인 갈등과 경쟁으로 인한 학교교
육력의 약화를 각각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 단체들과의 의견 조율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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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있는 의견 수용, 적절한 소통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던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적정한 수준의 의사소
통과 적실성 있는 의견의 수용은 민주성의 필수불가결의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한 의
견 개진 제공 등의 실질적인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는 향후 교원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이
들의 입장 차이와 갈등 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 거버넌
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원 정책 결정과정의 가치 지표 역시 향후 더욱 정교화하
고, 독특하며 다양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제설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련 당사자들 간
의 입장 차이와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조정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정부-시민단체, 정부-교직단체, 교직단체-시민단체, 정부-시민단체-교직단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 가지의 교원 정책이 정부의 조정
력 부재로 행위자들 간 관계가 심한 갈등으로 발전되어 정책 시행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던 점에서 연유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포괄하는 네트워크의
존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대상 집단의 이해와 동의를 구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
문조사연구(2011)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경우, 정책의 인지도는
MB교육정책의 주요 교육정책들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정책의 지속 추진 요구도, 정
책 만족도, 정책 추진에 의한 현장 변화 수준, 정책 추진의 취지 부합도 등에서 가장 낮
은 평가를 받았다(김정원 외, 2011). 이는 갈등과 입장 차이가 지속되며 언론이나 미디어
에 정책이 많이 소개된 반면 현장 및 이해관련 당사들과의 소통 필요, 조정 메커니즘의
필요, 만족도 제고와 제도 보완의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고도의 현장 전문가인 교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력과 학식을 두루 갖춘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책입안시 학자와 관료 중심의 전문성이 더 강조되었던 점에서 현장과의 괴리, 아이디어
의 부적절한 교류를 초래하였다.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가치관련 갈등을 증폭시켰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종 합의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전문성이 발
휘되기 위해서는 지식 생산과 유통의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교원정책의 경우, 학자나 관
료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안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책의 현장 착근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정책의 각 전문 분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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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존중과 협력자적인 관계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장공모제 역시 이해당사자들의 대립된 의견표출, 입장차이, 갈등의 증폭 등 많은 문
제들이 비판적으로 제기되었다. 정책결정 과정은 사회문제 이슈의 제기와 함께 사회쟁점
화 단계를 거치며 정책의제설정 및 형성, 채택, 집행의 일련의 순환적 과정이자 피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장공모제는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
등을 조정할 메커니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무분별한 정
책의지는 오히려 정책의 대상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
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긴요하다. 네트워크 구축은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참여자들이 교원정책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교장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이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논증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중시
되어야 할 것이다(박균열, 2009).
교원성과급제는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의 부재와 객관적 지표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정책대상자인 교원들에게 그 정당성과 설득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갈등을 야기하
였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참여자들이 공통의 문
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교차적

멤버십(intersecting

membership)이 중요하다(Hooghe & Marks, 2003). 이러한 점에서 다자적 네트워크가 존재
해야 하며 참여 행위자 간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원성과급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공감을 득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거버넌스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
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 지향적 요소들이 간과되고 있
다. 굿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개인
혹은 사회의 능력에 따라 굿 거버넌스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조화순,
2006).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선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의 실질적 정착은 교원정책의 거
버넌스 체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적극적 동의를 끌어내야만 가능하
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정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
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반응하고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체제가 보장된다
면 굿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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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ood Governance of Teacher Policy:
Developing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and
Evaluating the Major Teacher Policies
Park, Kyun-Yea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Uhm, Joon-Yong (Joongbu University)
Joo, Young-Hyeo (Dongguk University at Gyeo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clue for good governance on
teacher policies through analyzing the problem on the basis of process and
outcome about the teacher evaluation policy, principal public subscription
system, and performance-based pay system for teacher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suggests the index task-oriented for good governance
through exploring for a lack of governance on teacher policies cases that
has been discussed.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 mechanism
is required to manage and coordinate conflict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policy among stakeholders. In addition, the network is needed to embra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Second, it is needed to
ensure
build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who take a opposite stance, and to
multidimensional

verification

procedure

to

be

converged.

Such

participation guarantees and procedures act would be a mechanism to build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Therefore, teacher policies
should be improved by specialization, mediation, and network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sponsiveness

based

on

mutual

trust

regarding

democratic property.
[Key Words] : teacher policy, good governance, specialization, mediation,
respon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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