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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Conflict on Educational Governance

: Focusing on the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Chae, Heetae

Major in Civil Society & NGO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cience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Governance’ that is spreading into

various areas of Korean society like a syndrome through a case of conflict on

educational governance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tasks in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First of all, for understanding the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where education governance is being realized, after searching a background of

implement of the Gyeonggi-do Provinc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which

was the matrix of its, a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based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was examined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data. And for

a case study of Educational Governance Conflict which is a theme of study, it

was examined preceding and case studies on Governance and Educational

Governance.

In this process, between ‘citizen’ and ‘public' which were being subjects of

governance due to special nature of education, it was mentioned a background

and problem that ‘school’(i.e., teacher, student and parent) took the role of

participating as a subject of education.

The operational concept of governance was defined as “a problem-solving

method in which various subjects of ‘citizen’ and ‘public’ with interest in

relation to a particular topic would gather together and cooperate horizont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ducational govern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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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s not only a conflict between

‘citizen’ and ‘public’, but also a conflict among centre and district that arise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a conflict among

the subjects occurred by ‘citizen’ and ‘citizen’, ‘public’ and ‘public’, was

confi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general conflict between ‘citizen’ and ‘public’ also occurred in

universal governance situation other than Educational Governance, mainly was

occurring due to difference of identity between ‘citizen’ and ‘public’.

Second, a conflict between the ‘citizen’ and ‘citizen’ wa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citizen’, which is a group and a horizontal combination of

various individuals, unlike the ‘public’ that consisted of vertical command

system. As a result, a conflict between ‘citizen’ and ‘citizen’ was mainly

causing by difference in value and belief, difference in method of practice, and

clash of an interest.

Third, a conflict between ‘public’ and ‘public’ was caused by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which separate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in the Education Governance of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a conflict between the autonomous

ward office and the office of Education Support was caused by asymmetric

authority and difference in the scope of jurisdiction.

Fourth, a conflict occurred amo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the policy centre of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and district participating in the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 other words a conflict between centre and

district, was also confirmed.

This was a conflict that arises between centre which is promoting top-down

policy with inertia and a bottom-up requirement of district unit governance

that wishes to reflect local specificity into policy. This study started to

diagnose Korean social governance through the case of conflict surrounding

educational governance of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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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 a very meaningful experiment in terms of scope, extensibility,

sustainability, and concreteness of governance.

It is meaningful try to balance by external description study of sociological

standpoint in education-related research climate which is overflowing with

Self-description from pedagogical viewpoint.

Key words: Seoul-based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Innovation School, Governance, Educational Governanc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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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 중 하나인 교육 거버넌스를 둘

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마치 신드롬처럼 한국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

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거버넌스의 활동 무대인 서울형혁신교

육지구 이해를 위해 그 모태인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 과정을 선행연구와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

고, 연구의 주제인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

스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버넌스의 주체인 ‘민’과 ‘관’ 사이

에 역할인 ‘학’이 주체로 참여하게 된 배경과 그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며, 거버넌스

의 조작적 개념을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

체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민과 관의 갈등과 더불어 민

과 민, 관과 관 사이에서 빚어지는 주체 간 갈등과, 정책추진의 방향에 따라 발생

하는 중앙과 지구 간 갈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민·관 갈등은 교육 거버넌스 외 여타의 보편적인 거버넌스 상황에서도 일

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주로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민과 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수직적 명령 체계로 이루어진 관

과 달리, 집단인 동시에 다양한 개인의 수평적 합인 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민 갈등은 주로 가치와 신념의 차이, 실천방식의 차이,

그리고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관·관 갈등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으며, 추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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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의 권한 비대칭과 관할 범위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었다.

넷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책 중앙인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형혁신교

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지구간에 발생하는 중앙-지구 간 갈등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하향식 정책추진이 관성화된 중앙과 지역의 특수성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

라는 지구단위 거버넌스의 상향식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범위 및 확장성, 지속성, 구체성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실

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 거버넌스를 진단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교육학 관점의 자기서술로

넘쳐나고 있는 교육관련 연구 속에서 사회학 관점의 외부서술 연구로 균형을 맞

추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마

을교육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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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1-1. 연구의 필요성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첫째,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청의 정책범위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셋째, 제한적이지만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 등, 이전과는

다른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원순 시장)과 조희

연 서울시교육감(이하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 운영1)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7일,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벽

을 넘어 협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글로벌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 선언을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글로벌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선언을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협의한 20개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교육청 거버

넌스 모델(서울시교육청, 2014a)”이라고 밝혔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방적인

예산 지원만을 요구2)했던 일반행정기관과 쌍방향으로 작동하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교육행정의 범위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 왔던 민간영역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
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광역자치단체는 조례상 전출금을, 기초자치
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교육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 예산지원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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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필수과제 중

하나인 교육 거버넌스는 교사를 비롯한 소위 교육전문가들에게 위임하고 전가해

왔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영역에 일반행정과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발’ 기능에 치우쳐 있던 한국사회의 교육이 사회 구성원 간의 합

의를 통한 ‘성장’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시대적 의의

가 있다.

※연구자 작성(2017년 12월 31일 기준).

하지만 그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서울형혁신

교육지구가 3년 만인 2017년 22개 자치구로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이루어졌던 연구도 교육전문가 중심의 ‘자

기서술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

3) 학교교육 및 정보화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
4) 복합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청’ 산하 재단법인.

5) 교육체계의 자기서술, 즉 교육의 성찰이론인 교육학에게 교육은 ‘모든’ 것이다. 교육은 오로
지 교육의 관점에서, 경제는 오로지 시장의 관점, 정치는 오로지 정치의 관점에서 다른 체
계들을 살핀다. 예컨대 정치 체계가 ‘민주시민의 소양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
거나, 경제 체계가 ‘기업의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을 양산했다.’고 비난할 때
교육의 반응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육체계는 각 체계가 나름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다
른 체계의 성과, 이 경우 교육적 성과를 수용하는 특성을 인정하기보다, 비교육적 기준으로
교육을 재단하는 시도들이라 비난한다(전상진·김무경, 2010: 242-243 요약).

6) <표 1> 참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었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연구 중 ‘외부

연도 연구 제목 연구자 주관

2015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강민정 교육비평

201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이윤미 외

서울특별시

교육연구

정보원3)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성열관 외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의 종합 발전 방안 연구 박상현 외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주요 운영 방침 연구 김세희 외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이혜숙 외 서울연구원4)

<표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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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고, 교육행정의 정책범위가 마을로

확대되고,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교육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학 관점의 자기서술

뿐만 아니라 사회학 관점의 외부서술이 균형감 있게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연구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 사례를 사회

학 관점에서 외부서술하고자 한다.

I-1-2. 연구의 목적

서울시는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목적을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

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조).”고 밝

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에도 협치 관련 부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서 개방형으로 협치조

정관을 채용하는 자치구도 늘고 있다.7)

서울시교육청 또한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면서 ‘민관 거버넌

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을 4대 필수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교육행정

에 본격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시작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5: 5).

민선 5, 6기를 거치며 확대된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중에서도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느 거버넌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첫째, 거버넌스의 규모 및 확장성이다. 서울형혁신교육

지구는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을 바탕으

로 2015년에 11개, 2016년에 20개, 2017년에는 22개 지구8)로 확장되어 왔으며, 서

서술’은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가
유일하다.

7) 2017년 기준으로 8개 자치구(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구)에서
협치조정관 또는 협치자문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였다.

8)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7개 자치구(강북,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은평구)를
혁신교육지구형에 4개 자치구(강동, 동작, 서대문, 종로구)를 우선지구형으로 2년간 지정하
였다. 혁신지구형과 우선지구형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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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의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의 지속성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2015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9)’을 필수과제로 지정하여 혁신교육지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거버넌스의 구체성이다. 서울형혁

신교육지구는 지난 2016년 12월 29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여 각 지구에서 추천한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22개 혁신교육지구의 만과 관은 모든 사업의 계획,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4년째 매우 구체적으로 거버넌스

에 참여해 왔다.

2015년(11개 지구) 2017년(20개 지구) 2017년(22개 지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구

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

문구, 은평구, 종로구

+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

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 서초구, 용산구

<표 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확대 과정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7: 5).

한국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옆을 살피기보다는 경쟁적으로 앞을 향해

달리는 데 익숙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옆을 살피는 것이 더 필요한

거버넌스에 적응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잘 뿌리내리

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거버넌스가 초기단계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성장해 온 속도만큼 급속

2017년 지정 자치구는 <표 2> 참조.
9) 2015년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2016년부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으로 거
버넌스의 참여 주체에 ‘학’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3장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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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구와는 다른 사회적 배

경 속에서 등장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거버넌스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안하고

자 한다. 본 연구가 초기단계에서 좌충우돌 중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

넌스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2. 연구의 방법

I-2-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2개 혁신교육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거버넌스는 지역에 따라, 그리고 그

운영기간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2개 혁신교육지구의 교

육 거버넌스의 특징을 단지 분류하고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2015년 혁

신지구형으로 지정되어 4년째 교육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7개 자치구

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5년 우선지구형으로 지정된 4개 자치구는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규모면10)에서 7개 혁신지구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2016년 이후 지정된 11개 자치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문제 해결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거버넌스에 참여해 온 민 관 주체

들은 4년째 서로 다른 한계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겪어 왔다. 이견과 이견

이 만나는 거버넌스에서 갈등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혁신교육지구에서는 갈등으로 인해 어렵게 시작한 교육 거버넌스가 깨질 수도 있

다는 불안과, 나아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취소되거나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할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1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연구하기에 앞서 연

구의 대상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연구의 주제인 ‘교육 거버넌스’를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배경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논의를, 그리고 3장에서는 기존의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

10) 2015년 지정된 혁신지구형의 운영 예산은 20억(서울시 7.5억 + 교육청 7.5억 + 자치구 5
억)인 반면, 우선지구형은 자치구 예산부담 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한 3억만으로 서울형혁
신교육지구를 운영하였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5: 4).

11) 이에 혹시라도 본 연구의 내용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서울형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특정 지구나, 거버넌스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도 있으므로 가급적 지구명은 익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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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4장 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교육 거버넌스의 갈

등 사례에 대해 고찰한 후,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 사례 연

구를 바탕으로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I-2-2. 연구의 방법

연구자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은평구청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바 있다.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9월부터는 구청 교육전담부서 소속의 교육정책보좌관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모를 준비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다시 은평구청으로 돌아와 현재는 구의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정책

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자치구의 교육정책보좌관으

로,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책 중앙인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로 근

무했던 경험은 연구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연구가 주관에

갇힐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이에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첫째, 정책연구 결과

나 문서화된 자료, 그리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했던 자치구의 사업계획서를

연구의 주요 근거로 삼을 것이다. 둘째,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각종 회의

자료는 공문을 통해 공식화한 경우나, 녹취록을 근거로 작성한 경우에만 참조할

것이다. 셋째,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 사례는 쉽게 계량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특히 민과 민의 갈등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는 것

이 더욱 어렵다. 일반적으로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가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앞에서도 밝혔듯, 연구자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여 민과 민의 갈등 사례는 7개 혁신교육

지구의 사업계획서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간한 사례집 등을 통

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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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혁신교육지구의 이해

II-1. 혁신교육지구 추진 배경

II-1-1. 사회문제로서의 교육문제

교육문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12) 중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

은 사람들이 범죄, 자살, 성 평등, 세대, 환경문제 등 수없이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

서도 특히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첫째, 당면한 삶과의 밀접한 연관

성, 둘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셋째,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교육에 바라온

특별한 기대 때문이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범죄의 피해는 필연보다는 우연의 결과인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기는 쉽지 않다.

자살 또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사회문제지만, 그 심각성은 피해의 범위보다는 스

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심리적 충격에 있다. 성 평등, 세대, 환경문

제 등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분히 심각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문제이다. 교육문제는 여타의 사회문제에 비해 가장 밀접하게

삶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남녀와 노소를 막론하는 가장 구조적

이면서 범위가 큰 사회문제이다.

둘째,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위에 언급한 자살문

제를 청소년으로 제한한다면 그 원인은 과도한 경쟁교육과 연관이 있다(이세형,

2015/5/25). 입시가 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갈수록 입시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사교육 문제가 등장하였다. 사교육은 ‘하우스푸어’에 이어 ‘에듀푸어’를 양산하고

있다(윤명미, 2016/6/15).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교육의 영역을 사교육이

대체하면서 가정의 소비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되면서 사교육을 소비하기 위해 높은 소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소비에 대한 기

대와 소득 간의 간극은 다양한 노동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2) 사회문제란 “다수 또는 일련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상충되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이 집단행동이나 다른 어떤 조치를 통해 해결가능하며, 해
결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박철현,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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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셋째, 교육문제가 우리사회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근대교육의 주목적이 성장이 아닌 선발이 되면서 교육에 대한 (선발)기대와 교육

이 만들어 낸 (선발)결과에 대한 간극이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선발을 포

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겠지만, 에듀푸어를 감수하고

사교육비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기대한 선발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

는다. “사회적 고통은 행동과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의 격차가

커질 때 발생한다. 행한 바가 실제 사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재화와 행운이 부당하게 분배되면 세상은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말하자면, 기대에 현실이 미치지 못하여 그 ‘간극’이 커질 때 문제가 생긴다. 간극

에서 비롯한 불공정, 불만족, 부정의, 불평등은 고통을 참아내기 힘들게 만든다(전

상진, 2014: 20).”

서구의 경우 교육의 선발 기능이 18세기 근대교육을 통해 비롯되었다면, 한국에

서는 관료사회를 표방한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15세기부터 시작

되었다. 한영우는 과거, 출세의 사다리에서 조선 500년에 걸쳐 배출된 문과 급

제자 14,615명의 신분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조선 초기와 중기의 경우 평민 등 신분이 낮은 급제자가 전체 급제자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태조∼정종(40%), 태종(50%), 세종(33%), 문종∼단종(34%), 세조(30%), 예종∼성

종(22%), 연산군(17%), 중종(20%), 명종(19%), 선조(16%) 등이었다. 하지만 인조이후에

는 숙종(20%), 경종(34%), 영조(37%), 정조(53%) 고종(58%)까지 올라갔다. 특히 이 가

운데에는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고 판서가 된 사람은 부지기수였다(최진환,

2013/1/21).

한영우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제도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힘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오직 공부만으로 출세하는 길을 열어주고 문벌 독점과 횡

포를 견제하는 구실을 했다”며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모습

을 확인할 수 있다(최원형, 2013/1/29).”고 밝혔다.

이렇듯 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유별난 기대는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

으로 귀결된다. 교육을 통하면 누구나 선발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해방 이후 대한민

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오랜 세월

을 거치며 마치 유전자처럼 각인된 한국사회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긍정성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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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이라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II-1-2. 본질적 기능에서 비롯된 교육문제

위에서 살펴본 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현상적 문제라면,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이 가지

고 있는 고유한 기능 탓이다.13) 교육은 인류의 오랜 역사와 문명을 관통하며 성장

과 선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 중 선발 기능은 근대교육의 산물이다. 적어도

혈통에 따라 계급이 결정되었던 중세 이전 계급사회에서는 교육이 계급상승을 위

해 작동하지는 않았다. 즉, 교육을 통해 지배계급을 선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대교육의 모든 문제가 교육의 선발 기능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

히려 선발 기능은 근대 초기, 인류가 중세의 암흑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재였다. 나아가 현대 인류가 누리고 있는 빛나는 문명의 성취는 교육의 선발 기

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근대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이 성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선발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인류의 숙제이듯, 성장과 선발의 균형은 장차 교육이 풀어

야 할 본질적인 과제이다.

부르주아 혁명에 성공한 시민계급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의 선발기능 강화

로 이어졌다. “이제 아이들은 여전히 특정한 사회적 환경 – 귀족, 상인 혹은 수공

업자의 자식으로서 – 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는 적

어도 “원칙적”적으로 출생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시민계급에게 만연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출생의 원칙 대신에 개인의 업적이라는

원칙이 관철된 귀족계급의 특권은 깨뜨려질 수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상승

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Giesecke, 2002: 28-29).” 오직 선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시민계급에게 루소(J.J. Rousseau)는 교육소설 ‘에밀’을 통해 “아동은 작

은 성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닌 독립된 존재이며, 이러한 이유

에서 아동의 현재 삶은 성인의 미래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Giesecke, 2002:

13) 교육의 본질에 대한 다수의 입장은 다분히 기능주의적이다. 이렇게 기능주의적 입장이 중
요한 것은 교육의 속성 자체가 대체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체제유지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은 성원들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교육은 사회의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한 선별의 역할을 한다(박철현, 2014: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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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고 주장하였다. 루소의 이러한 주장은 ‘아동기’의 발견으로 이어지며 선발기능

으로 기울어져 가는 교육의 성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문제는 오히려 아동기의 발견을 통해 등장했다. 소위 교육전문가가 아니면

“어떤 것이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는지(Giesecke, 2002: 30)” 결정할 수 없게 되었

다. 나아가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이 아닌 교육전문가

의 몫이 되었다. “이제 아동은 교육 관련 직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정당화 근거

가 되었으며(Giesecke, 2002: 30)” 교육전문가로 인해 교육은 사회의 필요성이 아

닌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자신을 재생산함으로써 함께 속하지 않는 환경으로부

터 자신을 구별(Luhmann, 2015: 18)”하는 하나의 독립된 사회체계가 되었다.

II-1-3.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앞에서 성장과 선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

다. 교육문제의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사회적 쓸모로부터 제도화된 교육이, 그리고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교육의 자격을 획득한 교육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사회의 성

장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조직적

인 시도는 1989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건설

운동이었다. 전교조 운동은 1987년 6·10항쟁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억눌려 있었던

다양한 민주화의 요구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부문별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된 결과

이다. 전교조는 10년간의 사회적 진통을 겪으며 마침내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의결하면서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에 의해 다시 법외노조가 되기까지 외적으로는 보

수 성향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이념 공격에 시달렸고, 내적으로는 한국사회가 노동

조합에 요구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역할과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

의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전교조는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다.

전교조 건설 운동은 한국의 교육운동 역사에 매우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그

주축이 교육전문가인 교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동시에 한계를 노정한다. 전교

조는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사의 노동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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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조합적인 요구인 교육전문성의 보장 및 확대를 위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

철이 니클라스 루만의 책 사회의 교육체계를 소개하며 밝힌 바처럼 “모든 체계

는 맹목적으로 자기(재)생산에만 몰두(이철, 2015/12/23)”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소위 교육의 3주

체라고 불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이다. 그 중 학생은 교육 주체라고는 하지만 사

실상 교육에 대한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철저한 객체이다. 이

는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교육의 3요소를 교육의 주체(교육자)와 객체(피교육자),

그리고 매개체(교육 내용)로 구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교사는 전교조 운동을 통해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해방 이후 누적된 교육의 제도적 문제와 문화적 폐해를 경

험한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전교조 운동을 지지했다. 전교조 운동은 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운동으로 이어진다. 교사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의 인정을 받는 교직원 노원조합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면, 학부모는 오로지 선발

에만 몰두해 있는 교육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의 지원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동육아와 대안교육 운동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집단적인 공교육 불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안교육 이전에 근대교육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 송순재는 “해방 후 근대

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중요성이 설파되고, 정치적인

분기점마다 교육개혁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하지만, 한편 그

성과라는 것은 늘 새로운 위기를 담보로 한 것이었으며,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다.

성공이라면 교육의 국가의 발전, 특히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문맹

을 퇴치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기하여 중등교육 이상, 특히 고등교육 인구를 증대

시켰고, 따라서 지적인 엘리트 집단 폭이 넓어졌고, 국민 대중은 지적으로 좀더 높

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등의 것인 반면, 위기라면 국가발전 이데올로기 아

래 개인을 전체주의적 틀에 복속시켰고, 지식교육만을 추구하여 인간과 삶 그리고

개성을 억제하고 평균화시켰으며, 맹목적 학력주의를 부추겨 얼빠진 교육지상주의

만을 확산시켰으며, 경쟁적 인간만을 양산하였으며, 결국 우리가 사회가 미래에 대

한 설득력 있는 전망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송순재, 2006: 158).”라고 주장했

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안교육운동의 유형을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권 공교육 틀을 비판적으로 넘어서려는데 초점을 맞춘 형태와 우리나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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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춘 형태”의 두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석했다(송순재, 2006: 152-163).

논의의 순서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자면, 대안교육 운동이 전교조 운

동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교조 운동에 대한 시

민들의 지지와 연대만큼, 역으로 대안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1-4. 혁신학교운동과 혁신교육지구의 등장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안·도입되었으며 이후 서울,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으로 확산되었다(김민조, 2014: 74).” 2015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시도 교육청 혁신학교 정책 비교 연구’에서는 혁신학교를 “학교 문화를 새

롭게 창출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체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학교(김성

천, 2012; 최창의·박현숙 외, 2015: 175에서 재인용).”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

는 학교로서, 흥미에 기초한 배움이 일어나고, 사회적 삶에서의 참여와 진정한 의

미 소통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성대, 2011; 최창의·박현숙

외, 2015: 175-176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학교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하는 학교로서, 전반적인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 학교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허봉

규, 2011; 최창의·박현숙 외, 2015: 176에서 재인용)”,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공

동체이며 4개의 키워드로 조합된 의미를 추구하는 교육의 장(성열관 외, 2011; 최

창의·박현숙 외, 2015: 176에서 재인용)” 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최창의·박현숙

외, 2015: 175-176).”

혁신학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김보형,

2012/5/7). 심지어 교육을 주제로 다룬 조정래의 소설 풀꽃도 꽃이다14)에서는 혁

신학교를 일반학교와 비교해 ‘천국’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다

소 극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풀꽃도 꽃이다는 교육 소설로서 평가가 엇갈리지
만(이훈희, 2016/9/5) 대체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후한 편이다. 하지만 교

14) 조정래(2016: 214-216/346 참조).
* e-book은 디바이스 환경이나 설정에 따라 전체 쪽 수가 바뀌므로 e-book을 참조한 경우,
인용한 쪽수 뒤에 전체 쪽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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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도성에 의존하는 혁신학교운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버거울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는 이름 그대로 학교를 대상으

로 하는 교육운동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과거 전교조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를 여전히 노정하고 있다.

혁신학교 개혁운동은 기존의 학교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개혁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철학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학교개혁 방식

이 교사를 대상화하면서 제도적 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혁신학교 개혁운동은 교

사를 학교혁신의 주체로 상정하고 그들 스스로 학교문화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

도적 장치를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 즉 상향적·하향적 학교개혁 방식이 결합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민조, 2014: 75).

판사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교사는 독립된 교

육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교실은 한 명의 우월한 교사가 다수의 열

등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이고, 원칙적으로 그 공간을 다른 권력이 침범할 수

없다. 그 원칙이 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원칙이 가지고 있는 힘

은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발적이고 창

의적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대 교

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지나친 오만이다.

혁신학교의 한계를 거론함에 있어 혁신의 대상으로서 교사를 언급하는 것은 소

위 교육 개혁의 과제를 국가 안보로까지 연결시킨 미국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보고서인 “A nation at risk”15)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모든 책임을 교사

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 공공재인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교육전문가인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혁신학교운동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포기가 대안학교운동으로 확산되는

15) 26년 전인 1983년, “미국에 위기가 왔다. 미국교육 개혁이 급선무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
으로 미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요지로 A Nation at Risk: The Threat from Japan 이
라는 보고를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in Education이 당시 미국 문교부 장관
이었던 T. H. Bell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보다
TIMSS나 PISA와 같은 국제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니 미국 교육의 질이 낮아졌
다고 미국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오수지,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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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위기감을 느낀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교혁신 운동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16)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한 대안학교운동과 학교

를 중심으로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육을 혁신하겠다는 혁신학교운동의 성과와 한

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혁신교육지구 정책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

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상곤 전경기도교육감(이하 김상곤)은 2010

년 혁신학교에 이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전에

추진했던 교육청의 사업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최초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이

일반행정기관인 일반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이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교육 정책을 추

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감과 지자체장

이 지정한 시·군 또는 시군의 일부 지역(구역).

<표 3> 혁신교육지구의 정의

※출처: 경기도교육청(2014: 2).

<표 3>은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정의이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경기 혁신교육지구는 2015년까

지 6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을 마치고, 2016년부터는 10개의

지자체로 확대해 시즌Ⅱ를 진행해 오고 있다.17)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나

지역 공공기관이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

체가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백병부, 2016: 3)”이다.18)

16) 대안학교 운동이 혁신학교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 학교 밖 교육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는지
는 차후에라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17) 시즌 Ⅰ에는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시가, 시즌 Ⅱ에는 안산, 부천, 화성, 군포
시가 경기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18) <그림 1>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추진 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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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한국사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교육행정기관인 경

기도교육청이 일반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

작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경

기도교육청의 광역단위 파트너인 경기도와 협력관계 없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

초자치단체들과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는 한나라당의 김문수 도지사가 연임으로 당선되었고,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

된 김상곤과는 이념적으로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2014년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광역단위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한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Ⅱ-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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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추진 체계

※출처: 경기도교육청(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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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과정

II-2-1. 2013년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가 2010년 김상곤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으로 출발

했다면, 2013년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의 혁신교육지

구는 자치구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2년 5월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구청

장협의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서울교육 희망 공동 선언”에서 출발

하였다. 이 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로구와 금천구에서는 교육청, 구청, 구의회,

학교구성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모여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학교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업

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역의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의 사정에 따른 세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성열관 외, 2013: 2).

김상곤이 2010년 경기도교육금으로 취임 후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지구 추

진에 집중하는 사이,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부분의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김상곤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혁신학

교와 혁신교육지구 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

다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의 광명시는 김상곤의 혁신학교와 혁

신교육지구 정책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2009년 말

32만 명을 밑돌던 광명시의 인구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로 인해 2011년 최초

로 35만 명을 넘어섰다.

혁신학교가 밀집한 소하동 일대를 보면 상관관계는 더 뚜렷하다. 2014년 광명시 혁신

학교는 전체 학교(46개교)의 24%인 11개교에 이른다. 그런데 소하동에 7개가 몰려 있다.

그뿐 아니다. 그간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가 ‘상급학교 진학 시 아이

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였는데, 이를 감안해 이 동네에는 초·중·고교로 이어지는 이른바

혁신학교 벨트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혁신교육지구 지정 직후 한 해 동안 소하동 인구

증가율은 24%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광명시 전체 인구증가율 3.26%를 크게 앞지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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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다(김은남, 2014/7/1). 

광명시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은 광명시

와 인접해 있는 서울의 금천구였다. 금천구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초등학교 학생을 둔 많은 금천구민들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찾아 금천구를 떠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천구 차성수 구청

장은 2014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교육지구의 추진 이유와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충격적이었던 것이 안양천 바로 건너에 광명신도시가 개발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경기

도 혁신학교가 됐다. 혁신학교를 만들어가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새 학교가 된

것이다. 공간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학부모들도 열의가 있다. 이런 학교가 만들어져 입

주되는 시점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9%가 줄었다. 대거 빠져나갔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201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서울시

평균 4∼5% 줄어든다. 금천구는 9% 가까이 줄어서 상당히 충격이 컸다. 자극도 받고 더

노력도 하게 됐다. 2013∼2014년 되면서 거꾸로 광명에서 관내 초등학교로 이사 오는 학

생들이 생겼다(이명식, 2014/12/5).

곽노현은 2012년 9월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치루어진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서울시교육감

으로 당선되었다. 구로와 금천의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를 모색하던 서울의 혁신교

육지구 정책은 확대는커녕 그 지속조차 불투명지게 되었다. 진보교육감을 중심으

로 추진해 왔던 서울의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곽노현의 교육감직 상실로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이제 그 역할은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가

게 되었다.

II-2-2. 2014년 교육우선지구

서울시는 정책의 이름을 교육우선지구로 바꾸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

로 공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로 발송한 공문에 교육우선지구 공모

취지를 “교육청과 자치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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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

차를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서울특별시 공문, 학교지원과

-1933, 2014).”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공문 내용을 보면 교육우선지구의 목표는 첫째, 혁신교육지구의 성공

사례 확산, 둘째,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칫 혁신교육지구의 목적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

킬 수도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관점은 향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및 확대 과

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의 미묘한 견해 차이로 사소한 갈등을 빚기도 한다.19)

공모 결과 서울의 11개 자치구20)가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되었고, 혁신교육지구는

이제 교육우선지구 사업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 서울시의 교육우선지구 사

업에 대해 서울교총은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혁

신교육지구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 더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교

육자치 훼손이며 월권행위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김병덕, 2014/3/21).”고 주장했

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은 한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협조하

지 말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지훈, 2014/4/1).

II-2-3. 2015～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014년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이 당선되면서 혁신교육지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1월 17일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공동선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과 서울시의 교육우선지구 사업을 통

합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자치구 간의 경쟁이 과열

되면서 우려를 빚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사무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이

명이, 2015/1/16).

19) 혁신교육지구의 목표가 자치구 간 교육격차 해소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서울형혁신교
육지구’를 살펴보면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다.

20) 2014년 교육우선지구에 선정된 자치구는 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
북·은평·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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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마포, 서초구를 제

외한 22개 자치구가 참여하였다(김지훈, 2015/1/16).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중 7개 자치구를 혁신지구형에, 4개 자치구를 우선지구형에, 그리고 공모에서 탈락

한 자치구 중 협약을 통해 6개 자치구를 예비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였다(<표 4>

참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나 참여할 정도

로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첫 번째, 자치구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떠나’ 교육 예산

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가 구청장의

공약21)이었거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치적 사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마지

막으로 세 번째는 조희연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했던 교육시민단체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청장 후보들에게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공모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5: 4).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 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

21) 혁신교육지구는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과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예비형

운영 예산 20억

(서울시 및 교육청 각각 7억5천,

자치구 예산 5억)

운영 예산 3억

(서울시 지원 3억)

※동작구, 서대문구는자치구예산

5억을 포함하여 8억 사용 예정

운영 예산 5억

(자치구 예산)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7개)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4개)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6개)

∙학급당학생수25명이하감축사업(중)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민관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운영

∙학생의자기주도적프로젝트 지원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목적

에맞는사업을자치구에서선정

하여 사업 실시)

<표 4>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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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개념은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정의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혁신교육지구의 개념을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이

라고 정의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는 일반행정기관인 경기도의 협력 없이 교육

행정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공교육 혁신’이라

는 정의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한 서

울형혁신교육지구의 정의를 ‘공교육 혁신’으로 한 것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협력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의 목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정책적 협의를 거쳤다면 ‘공교육 혁신’과 함께 ‘마을교육’ 또

는 ‘대안교육’ 영역 또한 혁신교육지구의 정의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이는 교육청

이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여전히 전교조 운동과 혁신학교 운

동의 한계인 제도권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연구자 작성.

이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정책적으로 주도한 교육청의 의도일 수도 있고, 혁

신교육에 대한 합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연구기

관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도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연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표현하지 않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의 정책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정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개념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경기혁신교

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

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지정한 시·군 또는 시군의 일

부 지역(구역)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

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이 협력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

치구

<표 5> 경기도와 서울시의 혁신교육지구 정의 및 개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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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고 인적·물적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마을 단위의 교육지원시스

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학교와 교육전문가들이 협력적 관

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는 단지 교육청이

나 지자체가 학교나 마을 청소년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들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

니라 마을 내 교육 관계자들이 공동의 협의-실행 과정을 통해 마을교육을 새롭게 창조하

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이

윤미 외, 2015: 22).

“교육청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학교와 교육전문가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윤미 외, 2015: 22)”이

라고 표현한 것처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통해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에서 지자

체로 넓어졌고, 교육의 범위는 학교교육에서 마을교육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

다.

2015년 공모를 통해 지정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사업 기간은 애초에 2년이었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었던 우선지구형과 예비혁신교육지구

는 1년간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지구형으로 지정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

청하였다(박종일, 2015/11/24).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5개 자치구를 혁신지구형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우선지구형과 기반구축형을 포함하여 총 20개 자치구를 혁신교육지

구로 지정하였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6b).

연번 교육지원청 자치구
2015년 지정 2016년 지정

비고혁신
지구형

우선
지구형

혁신
지구형

우선
지구형

기반
구축형

1
동부

동대문구 　 ◎

2 중랑구 　 　 　 미지정

3
서부

마포구 　 　 ○

4 서대문구 　 ● 　

<표 6>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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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6a: 8).

앞서 2014년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했던 교육우선지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서

울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교육우선지

구를 추진했던 목표의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였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여

유가 있는 자치구는 지정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5 은평구 ● 　 　

6

남부

구로구 ● 　 　

7 금천구 ● 　 　

8 영등포구 　 　 ◎

9
북부

노원구 ● 　 　

10 도봉구 ● 　 　

11

중부

용산구 　 　 　 미지정

12 종로구 　 ◎ 　

13 중구 　 　 ○

14
강동송파

강동구 ● 　

15 송파구 　 　 　 미지정

16
강서

강서구 　 　 ◎ 　

17 양천구 ●

18
강남

강남구 　 　 　 미지정

19 서초구 　 　 　 미지정

20
동작관악

관악구 ● 　 　

21 동작구 ● 　

22
성동광진

광진구 　 　 ○　

23 성동구 　 　 ○

24
성북

강북구 ● 　 　

25 성북구 ●

계 7 1 5 3 4 20

자치구별 운영 예산 20억 3.5억 15억 10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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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바랐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집행의

질적 측면에 보다 주목했다. 즉, 재정자립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혁신교육지구

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의지와 구성원 간의 합의 정도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선정

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워크숍에 참석한 서

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자들은 강의를 위해 참석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형혁신교

육지구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다.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지정 범위도 확대되었지만 정책의 지표가 되는

필수과제도 일부 변경이 되었다.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은 조희연 교육

감의 역점 사업인 ‘일반고 전성시대’와 중복되는 사업이라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

업’으로 대체되었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인한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교사들

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교육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다. ‘방과후’로 그 범위

를 제한했던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은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범위가 넓어졌으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 운영’은 거버넌스 주체에 학이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으로 수정되었다. 무엇보다 교육의 당당한 주체인 청

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이 추가된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변화였다.

2015년 필수과제 2016년 필수과제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중)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 수 감축 사업(중)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학교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표 7> 2015년,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 비교

※연구자 작성.

2016년 필수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5년에 비해 복잡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중)’은 새로 혁신지구형으로 추가된 5개 자치

구에는 해당이 안되었다(<표 8> 참조).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은 한

지구당 기간제 교사 인건비로 약 7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 2016년에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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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혁신지구형의 예산은 서울시 5억, 서울시교육청 5억, 자치구청 5억이다. 총 15

억의 예산 중 절반 가까운 예산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에 투여하는 것이 부담

스럽기도 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수준도 낮았기 때문이다.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6b: 5).

제1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광역 단위의 일방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인 서울

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법이 정한 교육 사무의 칸막이를 넘어 협력한 최초 사례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참여할 정도로 그 규모 면에

서도 의미가 적지 않은 교육 정책 실험이었다. 2015년 11개 지구로 시작해 1년 만

인 2016년에 20개 지구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의 확장이 가팔랐다.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개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기 혁신교육지구

는 정책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로 인해 정

작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민·관 주체들도 혼란스러워 했으며, 서울

형혁신교육지구의 정책적 성과를 외부에 설명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

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기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2기를 준비하기 위해

2015년 지정 2016년 지정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지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7개)

종로구

(1개)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5개)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3개)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4개)

필수

과제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감축사업(중)

◦진로직업교육지원사업
◦마을-학교연계지원사업
◦민관학거버넌스운영

◦마을-학교연계지원사업
◦민관학거버넌스운영

◦학교교육지원사업
◦청소년자치및동아리 지원사업
◦마을-학교 연계지원사업
◦민관학거버넌스운영

◦마을-학교연계지원사업
◦민관학거버넌스운영

운영

예산

서울시 7.5억
교육청 7.5억

자치구 5억

(총 20억)

서울시 3억

교육청 5천
(총 3.5억)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 이상

자치구 5억

(총 15억)

서울시 3억
교육청 2억

자치구 5억

(총 10억)

교육청 1억

자치구 2억 이상
(총 3억 이상)

지정

기간
2년(2015년~2016년) 1년(2016년)

<표 8> 201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개요



- 26 -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주요 운영 방침 연구’를 실시한다(김세희 외, 2016). <표

9>는 정책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기가 시작된다. 지

정 기간은 1기와 마찬가지로 2년(2017년∼2018년)이며, 1기와 달리 경쟁 공모 방

식에서 벗어나 혁신교육지구 예산 5억을 편성한 후 신청한 22개의 자치구를 모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22)하였다.

※연구자 작성.

2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1기와 달라진 정책 방향은 <표 9>

에서 정리한 운영 방침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지점은 22개 혁신교육지구가 중앙의 정책 운영에 참

22)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2016년 지정된 20개 자치구에 용산구와 서초구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1기 2기

비전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전략 목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배움과 돌봄의 마을공동체 형성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지정 방식 경쟁 공모
신청에 의한 지정

평가에 의한 예산 차등

유형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혁신지구형, 기반구축형

예산 유형에 따라 다름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 자치구 5억을 기준으

로 하되 자치구 준비정도에 따라 서울시와 교

육청 예산은 차등 지원

필수 과제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 수 감축 사업(중)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

◦학교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민관학거버넌스(지역교육공동체) 구축운영

◦마을-학교 연계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표 9>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1기와 2기의 주요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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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

하여 중앙에서 추진하는 매 사업마다 22개 혁신교육지구에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중앙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22개 지구에서 추천

한 위원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이 22개 혁신교육지구로부터 평가를 받기로 한

것은 하향식 정책 추진 관성에서 벗어나 제한적이지만 상향식 정책 제안이 가능

해 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림 2>는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지구간 소통 강화 방안이다.

 중앙-지구간 소통 강화 방안

▶ 목적 

  ◦ 중앙과 혁신교육지구간 소통 강화를 통한 협력 및 신뢰 제고

  ◦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의 제도화

▶ 내용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전반

▶ 방식

  ◦ 사업별 설문 조사 및 만족도 조사 : 각 사업 종료 시 실시

  ◦ 사업별 TF 구성시 지구의 민관학 참여 확대 : 연중 실시

  ◦ 중앙 실무협의회의 의견 수렴 기능 강화 : 연중 실시

  ◦ 열린 현장 제안의 장 제공 및 정보 공개 (홈페이지, SNS 등) : 연중 실시

  ◦ 2017년 운영에 대한 전체 평가회 : 12월 실시

▶ 활용 : 기본 운영계획에 반영

<그림 2>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지구간 소통 강화 방안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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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에 영향을 받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에서는 정치

적인 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광역단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는 여타의 지역에서는 이루어내지 못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만의 성과이

다.23) 나아가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는 총 31개의 시, 군 중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데 비해, 서울은 25개 중 22개 자치구가 참여해 서울시 전역으로 그 범위

가 확대되었다.24)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과 협력을 기치로 내 걸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1

기를 지나 2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한국사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첫 번째 한계는 교육청, 즉 교육전문가의 정책 주도성이다. 일반행

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은 학교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혁

신교육은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을 정

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끔 교육청의 교육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

면, 학교를 위해 마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태초에 학교가 아니라 마을이 있었다. 마을이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1기의 비전은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

었다.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이 공교육 혁신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2기 비전은 ‘참여

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로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이 혁신교육지구의 수단에서 목표로 수정되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7: 4). 애초에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주요 운영 방침 연구에서 제안한 비

전은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김세희 외, 2016: 79)”였

다. 정책 연구의 제안이 기본 운영 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2017 서울형혁신교

육지구의 비전은 ‘마을공동체’가 ‘마을교육공동체’로, 그것도 부족했는지 앞에 ‘학

교’가 추가되었다. 마을공동체 안에는 이미 교육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공

23)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http://bitly.kr/SL4g)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지방
자치단체장의 관계는 전면 갈등 모델, 부분 협력(또는 갈등) 모델, 그리고 전면 협력 모델
이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전면 협력 모델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4)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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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고 싶다면 ‘마을교육

공동체’ 정도면 충분하다. ‘학교-마을교육공동체’로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분리

한 명기한 것은 여전히 교육청이 마을을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반증이다.

두 번째, 필수과제와 필수사업에 대한 혼란이다. 과제가 정책의 방향이라면, 사

업은 그 정책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집행 행위이다. 2017년 서울형혁

신교육지구 기본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필수과제 안에 과제와 사업이 서로 뒤섞

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수과제 안에 필수사업으로 끼어 있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수업방법

개선 협력교사 지원”,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교육”은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

한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다.25) 서울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을 무리하게 서울

형혁신교육지구의 필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사

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모두 달라 업무 협의의 혼란을 겪었고, 22개 혁신교육

지구에서는 자치구와 교육지원청 간 마찰이 빚어졌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중앙

이 제시한 필수과제 방향에 따라 각 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 주체들이 협

의해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도록 해 왔는데, 합의를 거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

이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다. 중앙에서는 각 지구의

마찰이 심화되자 별도의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서울시교육청 공문, 참여협

력담당관-12663, 2016b).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복잡해진 교육 거버넌스의 주체

문제이다.26)

25) 조희연 교육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고 시기 중 중학생은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시기다.
이 때 예술로 자신을 표현해보고, 서로 협력하는 역량도 키우게 할 것”이라며 “영화, 뮤지
컬, 연극을 반 친구들과 함께 만들면 공감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이 시기 많이 발생
하는 학교폭력, 왕따 등이 줄어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미향,
2016/6/9).

26) 이 문제는 ‘Ⅲ-2-2.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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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제

       필수과제 지역특화사업

◦ 마을-학교 연계 사업 (*는 필수사업)

-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

* 수업방법개선 협력교사 지원

-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교육

◦ 청소년 자치 활동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 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 및 학교 수요와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마을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사업 추진

<그림 3>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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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스

6·2 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중앙 정부에 의해 결정된 교육정

책을 취사선택하여 집행하고 중앙의 의지와는 별도로 지역 수준에서 나름의 자율적인 교

육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감 자문기구를 상설화 내지 내실화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와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행정을 운영하게 되었다(황혜성, 2012: 1).

한국에서 교육 거버넌스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관선 교육감과는 달리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

출된 민선 교육감이 시민의 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것을 넘어 시민과 함께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 거버넌스가 시작된 것이다.

교육 거버넌스는 교육을 주요 의제로 다루는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에 대한 학

문적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버넌스 자체가 다양성의 확대와 불확실성이 가중된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역할만으로는 정책적 해결이 어려워진 시점에 등장한 개념

이기 때문이다.

학자 개념

Rosenau(1995) 가족으로부터 국제조직까지 모든 인간 활동수준에서 규칙체계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1995)
개인들과사적․공적조직들이그들의공동사를관리하기위한여러

가지 방식들의 합

Rhodes(1997)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규칙그리고국가로부터의자율성의특

징을 가지는 자기조직적인 조직간 네트워크

Keohane & Nye(2000)
조직의집단적활동을이끌고제약하는공식혹은비공식적과정과

제도들

Pierre & Peters(2000) 국가,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 결사체등다양한유형을포함하는것

<표 10> 거버넌스의 다양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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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미경(2002: 94).

거버넌스는 주로 행정, 정치, 경제 분야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연구하기 전에 기존의 거

버넌스 논의와 교육감 직선제와 함께 본격화된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III-1.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

III-1-1.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1988년 Peters & Campbell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용어의

등장 이후 다양한 학자에 의해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최보희, 2015: 9).” 거버넌스

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거버넌스는 1980년대 자본주의를 주도해 오던 국가 정책

의 실패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행정국가는 1980년대를 전후해 심각한 균열의

징후를 표출하게 된다. 즉 새로운 정치, 경제, 행정,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국

민국가 중심의 통치방식이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국

내·국제정치적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의 비

효율성과 낮은 생산성이 사회적 패러다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

는 거버넌스의 주요한 대두배경으로는 정부재정의 위기, 신우파의 약진, 세계화와 지방

화 및 정보화 추세의 심화, 정부실패의 확산,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경향, 전통적

책임성의 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Pierre & Peters, 2000: 61-64; 라미경, 2009: 92에서

재인용).

자본주의는 매우 유연한 경제체제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촉발된 자본주

Kooiman(2002)
공식적권위없이도다양한행위자들이자율적으로호혜적인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

Khaler & Lake(2003)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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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그동안 내적 모순과 외적 공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맑스는 일찍이 자본론을 통해 “자본가가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

해 도입하는 각종 기술혁신이 상품들에 대한 ‘유효수요’를 초과할 정도로 너무 많

은 상품을 생산하게 되어 ‘과잉생산’ 공황이 주기적으로 폭발(김수행, 2014:

21/175)”한다고 예견했다. 맑스의 예견은 적중했다. 1929년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

며 전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세계 경제대공황이 닥쳤다.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의 이러한 위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한다.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독일의 극단적인 해결 방식은 주지하다시피 2차 세

계대전에서 패전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본주의 수정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미국과 자본주의 부정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소련의 군사적 대립

은 1991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이 있기까지 50년 가까이 지속되었

다. 동서냉전이라는 자극적 대립으로 인해 비록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나 연구

자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으로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을 더하고자 한다.

1930년대 당시 스웨덴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국내총생산이 대폭 줄어들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1931∼1932년의 경우 GDP -6.2%, 실업률 25%), 대규모 농민봉기(Ådalen 사

건, 1931년)를 막는 과정에서 정부군의 발포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속되

는 상황이었다. 1933년 건설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스웨덴은 노사정

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년간의 협상을 계속하였고, 수차례의 협상 결렬 위기

를 넘기면서 마침내 노동시장위원회, 임금협상, 노동자 해고, 노동쟁의 등 4개 조항을 담

은 협상문에 양쪽 대표가 최종 서명했다(김정성, 2014/6/17).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을 거버넌스와 연결시키는 이유는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이

1980년대 국가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제시된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유사성 때

문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정책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에 정책을 맡

겼던 시장 실패의 결과였다. 시장도 실패하고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

었던 국가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자 시장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한 민과 제도를 바

탕으로 국가 정책을 집행해 왔던 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거

버넌스가 등장하게된 배경이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 시절 서로 다른 정체성으로

대립했던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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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스웨덴 노사대타협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염재호는 거버넌스 이전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배경에 대해 “제1차 세계 대전

과 러시아 혁명, 세계 대공황, 제2차 세계 대전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는 붕괴되었으며, 소위 시장 실패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염재호, 2007: 5)."고 설명한다. “그러

나 지나친 정부개입에 따른 부정적 결과와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결과들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은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

구하게 되었고(Edwards, 2005: 40; 염재호 외, 2007: 11에서 재인용), 특히 1970년

대 이후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정부실패가 확산되자 규제완화, 민영화, 인력감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주도의 공공

서비스 전달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

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염재호, 2007: 11)”이라

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와 국가 정책의 실패를 경험한 후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정체성으로 운영되었던 시장의 논리와 국가 정책이 만난 결

과인 것과 유사하게,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며 첨예하게 계급투쟁을 선

동하던 시대에 투쟁의 당사자였던 스웨덴의 노동자와 자본가는 세계대공황이라고

하는 더 큰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은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냉전체제에서 비껴나 북유럽이 복지국가

로 성장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연구자는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을 노동자와 자

본가가 협력한 최초의 거버넌스 사례로 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으로 국가정책의 실패 외에 스웨덴의 노사대타

협 사례에 주목하고, 나아가 최초의 거버넌스 사례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시작된 거버넌스가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착안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III-1-2. 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

앞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학문적 개념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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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참여가 가속화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고,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라미경은 국내연구에서 통칭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협

치, 공치, 국정관리, 국가경영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정확히 거버넌스가 의미하

는 바를 담지 못해 여전히 거버넌스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미경, 2009: 91)”고

말하고 있다. “거버넌스 국내 연구가 10년이 지나는 동안 새로운 표현을 찾기 위

해 모색 했다기보다는 거버넌스 용어 자체의 사회화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라미경, 2009: 91)”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버넌스는 Peters가 설명하는 올드 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분류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27), 김석준을 중심으로 몇몇 학

자는 한국의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의미에서 뉴거버넌스를 2000년 초기 사용했지

만 이후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라미경, 2009: 91)”고 설명한다.

또 유소령은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government)나 행정과 같이 전통적

인 개념이 갖는 관료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개혁적

인 의미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이명석, 2002: 321; 유소령, 2013: 25에

서 재인용)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수준의 문제나 필요성은

다양성(diversity), 복잡성(complexity), 역동성(dynamics)의 속성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정부 관료제가 해결했던 수준 이상의 해결법이 요구(Kooiman, 2003; 유소령,

2013: 25에서 재인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거버넌스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거버넌스의 범위에 대해 이명석은

“가장 좁은 의미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신 거버

넌스이고 그것에 정치적인 성격이 더해져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기재의 의미

로 확장되어 광의의 거버넌스가 되었고, 나아가 특정한 형태의 문제해결 방법이라

고 파악하기보다,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 전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된 거버넌스가 최광의 거버넌스”

라고 주장한다(이명석, 2002: 322).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는지는 다음에 소

개하는 오마이뉴스의 기사에도 잘 드러난다.

27) Peters에 의하면 올드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정부를 중시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로, 뉴
거버넌스란 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믿는 사회중심의 거버넌스로 규정하여 구별하고
있다(Peters, 2000: 39-46; 라미경, 2009: 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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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 근무하는 한 지인이 SNS에 다음과 같은 한탄을 올렸다. "거

버넌스(Governance)란 무엇이란 말인가! 적당한 우리말이 없어 안타깝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인 거버넌스는 흔히 '협치(協

治)'라고 번역된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자주 회자

되기 시작했던 20여 년 전에는 지배구조라는 식의 생뚱맞은 해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 현재는 어느 정도 바르게 개념이 잡혔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인의 한탄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느껴지는 허전함과 불만족은 여전하다.

한탄에 대한 응답들은 대체로 이런 것이다. "보통 협치라고 하는데 느낌이 덜하니,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민관협력이면 충분하다" "어느 지역에선가 다함께 어울린다는 의

미로 '다울'이라고 하던데, 어울림의 의미를 담는 신조어를 만들어 볼까?" "더불어 행정

어떨까?" 지인의 지인이란 한정된 범위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일반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

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 공통되는 개념은 '협', 우리말로는 '더불어 함'이다. 즉 협치라

는 말이 충분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협이 아니라 '치'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아서 일 것

이다. 예전에 지배구조라고 이해하던 것이 생뚱맞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강세진,

2016/1/29).

0과 1 사이에는 무한대의 소수점이 존재한다. 만약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정의한

다면, ‘협’과 ‘치’ 사이에 무한대의 유형과 사례가 존재할 것이다. 서로 돕는다는 의

미의 ‘협’에 중심을 두면 이미 기울어져 있는 민과 관의 권한 문제를 그대로 인정

하는 느낌이 있어서 개운하지가 않다. 다스림의 의미인 ‘치’에 방점을 찍으면 이미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 입장에서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최상위 거버넌스 당사자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거버

넌스를 대하는 태도는 그 용어에 잘 드러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주

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거버넌스가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 애

매한 거버넌스라면, 서울시의 거버넌스는 협치 쪽으로 성큼 넘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28)

28) 오해를 덜기 위해 부연하자면, 연구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거버넌스와 서울시의 협치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는 가치 판단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의 거버넌스가
협과 치 사이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진입조차 못 했는지는 Ⅳ장. ‘교육 거버넌
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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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교육 거버넌스에 대하여

III-2-1. 교육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위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교육감을 시

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거버넌스의 개념

과 범위처럼, 교육자치 또한 입장에 따라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법

과 제도로서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31조 4항에 근거한다. 교육자치

의 해석에 대한 혼란은 대한민국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서 비인격체인 교육에

자주성을 대입시킨 결과이다.

교육감 직선제라는 본격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이 단지 요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

었던 1990년대 국내 학술지에 소개된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자. 먼저

송병주는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행정 면에

서 보장하기 위한 제도(송병주, 1992: 16)”이므로 “첫째,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

적 중립성, 둘째, 교육행정의 특수성, 셋째, 교육행정의 전문적인 관리의 요청으로

인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송병주, 1992: 16-17 요

약)”고 주장한다. 반면 김태완은 “교육운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란 허구적

인 개념(김태완, 1991: 22)”이라고 비판하며 교육행정이 “지금과 같이 일반행정으

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명목상으로만 일반행정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체제를 과감

히 벗어 던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교육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김태완, 1991:

27).”고 주장한다.

교육자치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만나 보다 복잡한 양

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주체들의 동상이

몽 탓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마을이 학교를 지원해 공교육

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마을이 생각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마을을 향해 굳게 닫혀 있는 교문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자치 관련 세력의 지방분권형 개헌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가 왜 중요한지, 중요하다면 교육자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그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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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 교육

자치란 당연히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자치를 튼

튼하게 할 분권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자치는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이민원, 2017/2/19).

교육자치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른 이견은 교육감을 시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있

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교육 거버넌스 갈등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29)

III-2-2.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30)

학은 과잉된 교육에 대한 기대로 인해 교육을 완전무결한 원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반면 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관은 교육을 밋밋하고 단순한 평면으로 인

식한다. 교육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이 생각하는 교육의 모습

은 울퉁불퉁하고 그 정확한 형체가 없다. 장님이 자신이 만진 부분을 일반화시켜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상상하듯,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거버

넌스의 민과 관과 학은 각자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교육의 모습을 한국사

회의 ‘보편적’ 교육의 모습이라고 인식한다. 민, 관, 학이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하

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 관, 학 주체들은 객관적 진단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주체들을 쉽게 대상화시킨다. 2015

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었

다.31) 이는 단지 학의 주관적인 입장일 뿐이다. 완벽한 원이어야 하는 교육이 외

부의 요인에 의해 찌그러지고 고통받고 있으니 다시 완벽한 원으로 만들어보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적어도 교육을 그저 단순하고 밋

밋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이나, 교육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그림 4>는 민과 관과 학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도식화한 것이다.

29) 교육자치에 대한 관점이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Ⅳ장.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 연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0) 본 절의 내용은 연구자가 서울시교육청 재직 시절, 개인 블로그를 통해 출판했던 ‘교육 거
버넌스를 위한 제언’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와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채희
태, 2016).

31) 본문 p.26. <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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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육을 바라보는 민·관·학의 관점

※연구자 작성.

앞서 Ⅱ-2-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성과와 한계’ 중 세 번째 한계로 학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복잡해진 교육 거버넌스의 주체 문제를 언급했다. ‘민·관 거버넌스’,

‘민·관·학 거버넌스’, ‘민·학·관 거버넌스(성북구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 2017: 2)’,

심지어 학을 맨 앞에 내세워 ‘학·민·관 거버넌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보았

다. 애초에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기본 운영 계획에 필수과제 중 하나인 거

버넌스 구축의 주체는 학이 빠진 민과 관이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5: 6). 그

리고 2015년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던 민·관·학 거버넌스가 2016년 기본운영계

획에는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식화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

이 인지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주체는 민과 관이다. 거버넌스의 주제가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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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되어 일반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에 학이 주체로 결합했

다. 민·관 거버넌스에 학이 주체로 참여하려면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① 교육(지원)청은 관인가, 학인가?

② 교사는 민인가, 관인가?

③ 교육 거버넌스에서 학은 주체인가, 역할인가?

첫째, 교육(지원)청에는 크게 일반직이라고 불리는 교육행정직과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교사 출신 장학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일반행정 사무와 교

육행정 사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비인격체이지만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행정 사무를 지원하는 관이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국가

교육기관인 학교를 지원한다. 일반행정기관이 민간을 지원한다고 해서 민이 아니

듯, 교육(지원)청 또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해도 학이 될 수는 없다. 즉, 교육(지원)

청은 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관이다.

둘째, 그렇다면 교사는 민일까, 관일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교

육공무원에 대한 정의이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32)

질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답도 간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자신을 관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아마 오랜 기간 축적된 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교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한 인지

부조화일 것이다. 교사는 자신을 민도 관도 아닌 학으로 대해주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주제로 한 거버넌스에 학이 민과 관과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

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학이 교육 거버넌스에 주체로 참여하는 순간 거버

32)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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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는 복잡하게 꼬인다. 학 안에는 교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교

육의 3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라고 이야기한다. 이 중 학생과 학부모는 이미 민

이고, 교사 또한 이미 관이다. 민과 관이 이미 뒤섞여 있는 학이 자신은 민도 관도

아닌 학이라고 주장하며 민·관 교육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교육을 구성하는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지만, 교육 그 자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교육은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이다.

비인격체인 교육에 인격을 심어 주체로 여기는 이유는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교

육에 대한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비인격체인 교육에

자주성을 부여했다.33) 사회화의 도구였던 교육이 선발 기능으로 인해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개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용으

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겼다.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사회였

던 조선시대에 스승은 임금과 부모와 동격, 아니 그 이상이었다. 임금이나 부모가

할 수 없는 계층 상승을 스승을 통해서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바로 ‘군사부일체’다. 정성원은 ‘현대한국사회의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녀의 미래설

계와 관련해서 한 번은 생각했을 인생지도는 태교/원정출산 → 탈세 및 자녀상속/

위장전입 → 영어유치원/특목고/SKY입학 → 병역면제 → 자기계발 → 신위 등’이

라며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과잉 교육화된 사회’(정성원, 2013: 281)라고 비판했

다.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에 학이 참여하는 것은 역할의 중복이다. 이는 마치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방침 연구에서 제안했던 ‘마을공동체’를 ‘마을교

육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도 부족해 ‘학교-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학교’와 ‘교육’

을 반복적으로 삽입해 넣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복은 오만의 결과일 수도

있고, 불안의 표현일 수도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오만과, 사회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것에 대한 불안

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교육은 숭배

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경멸되는 교육은 특히 교육 일반의 제도화된 학교, 그것의 인격적 표현인 교사와 교육

33)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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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체로서의 부모,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지침인 교육학과 교육과학 모두를 아우른다.

비난, 무시, 평가절하 대신에 릭켄의 선례를 따라 경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두 가

지다. 먼저 독자들의 주목을 끌려는 수사학적인 의도로 이 낱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이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뜻보다 학교나 교육제도, 혹은

교사로 ‘의인화(Personalisierung)’하여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들을 조롱하고, 상처 입히려

는 ‘공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icken, 2007; 전상진, 2011: 331에서 재인용).

전상진의 주장에는 비인격체인 교육을 교사로 의인화하여 경멸한 결과의 최대

피해자는 다름 아닌 교사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①인격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②교육 문제를 사회 문제로 객관화시

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교육 거버넌스에 역할로서의 학이 빠지고, 교육의 3주체

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민과 관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서문에서도 밝혔듯, 지금까지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뿐만 아니라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에 대한 정책연구는 주로 교육청이 주도한 교육전문가 관점의 자기서술이 대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거버넌스를 민·관·학 거버넌스라고 명명하는데

한 치의 의심도, 그리고 주저함도 없었다.34)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천하 삼분지론

을 제안했듯이 민과 관, 그리고 학의 관점이 적절한 견제와 연대를 통해 교육을

객관화하고, 객관화된 교육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작동한다면 민·관·학 거버넌스

도 나쁘지는 않다. 민과 관, 민과 학, 그리고 관과 학의 미묘한 상관관계가 거버넌

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학’의 참여가 거버넌스의

주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명칭의 사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성원의 비판처럼 과잉된 교육이 한국사회 교육의 문제라면 그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주제로 한 거버넌스는 굳

이 ‘민·관·학 거버넌스’가 아니어도, ‘교육 거버넌스’면 충분하다. 연구자는 교육 거

버넌스의 주체 또한 민과 관이라고 주장하며, 그 갈등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민과

관’, ‘민과 민’, 그리고 ‘관과 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34) ‘의심하고 주저하기’는 전상진의 책, 세대 게임 1장의 제목에서 차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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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갈등 사례 연구를 위한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

지금까지 거버넌스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이

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주제’이다. 즉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

고 하는 문제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교육 거버넌스의 주제는 당연히 ‘교육’이다.

두 번째,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체’가 필요하

다. 교육 문제를 다루는데 교육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

여할 수는 없다.35) 그래서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과 관은 교육 문제에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과 관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이다.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수직적 지위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 즉,

참여하는 주체 간의 수평적 협력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추진함에 있어 견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작동방식이다. 간혹 자격을 가지고 있는 관은 자격을 기준으로 민

의 대표성을 재단하는 우를 범한다. 이에 반해 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영혼이 없는 관을 주도하려고 한다.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 연구자는 주제와 주체, 그

리고 작동방식을 3대 요소로 하여 “거버넌스란, ①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②이해

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③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

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5) 이 지점에서 학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Ⅲ-2-2. ‘교육 거버넌스의 구성 주체’에서 이미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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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

2018년, 4년째에 접어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

한 주체들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해 왔다. 다른 거버넌스와 달리 서울형혁신교육

지구의 교육 거버넌스는 혁신교육이라는 주제의 일관성, 4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

책의 지속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구체성 측면에서 매우 의

미있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견과 이견, 그리고 서로 다른 경험이 만나 특정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거버

넌스는 정체성이 다른 주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므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교육 거버넌스에도 다양한 갈등 사례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갈등 사례는 정체성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민과 관의 갈등이다. 그렇다고 민과 민, 관과 관 사이

에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과 관, 민과 민, 관과 관의 갈

등은 서로 다른 원인과 양상으로 펼쳐진다.

민의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관은 민이 직접 경험한 관보다 미디어를 통해 간

접 경험한 관이 대부분이다. IT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민은 일상 속에서 관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졌다. 하지만

미디어는 그 특성상 민과 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다. 이를테면 민이 교육청 장학사를 떠올린다면 현실 속에서 장학사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나 미디어를 통해 특정한 관점으로 가공된 장학사를 떠

올리게 된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는 70년대 장학사의 단면을 소환했고, 영

화 ‘도가니’에서는 미디어가 요구하는 장학사의 또 다른 단면을 등장시킨다. 민과

관이 서로 자주 만날 일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적어도 관은 ‘사실’과 무관한 민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반면 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역할 속에서 제한된 소수의 민을 만난

다. 관이 만난 그 일부의 민은 지역 기관의 대표이거나 또는, 관의 행정 처리에 불

만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관은 민이 관을 미디어

를 통해 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정도의 편견을 소수의 민을 통해 고착시켜 왔

을 것이다. 민 또한 존재의 실체와 무관하게 관의 주관적 인식 안에서 해석된다.

거버너스 이전의 민과 관은 서로에게 일방적인 행위만을 반복해 왔다. 관은 일

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왔고, 민은 일방적으로 관에게 민원을 요구해 왔다.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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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정체성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정체성의 차이가 오

랜 기간 동안 다른 경험, 다른 기준, 다른 상식을 만들어 왔다. 서로 일방적인 행

위만 해 왔던 민과 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다. 그

렇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는 먼저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한 후, 정체성의 차이로

부터 비롯된 서로 다른 경험, 기준, 상식의 간극을 해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제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

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인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교

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IV-1. 민과 관의 갈등

거버넌스에 있어 민과 관의 갈등은 가장 보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기초자치단체의 관은 자칫 민과의 갈

등이 표면화되어 외부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

하고 있는 민 또한 관만큼은 아니지만, 어렵게 시작한 관과의 협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며 갈등을 내재화시켜 왔다. 그러던 중 2013

년부터 시범지구로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해 왔던 구로혁신교육지구에서 민과 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다. 2016년 5월 2일 구로의 지역신문인 구로

타임즈에서는 “구청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

사를 통해 구로교육연대의 성명서 내용을 기사로 실었다.

구로구청이 지난 26일 혁신교육지구 사업 전담 공무원에 대한 면접결과 “합격자가 없

다”고 홈페이지에 발표하자, 지역의 교육시민진영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로 지역내 교육시민사회단체인 구로교육연대는 지난 28일 ‘구로구청은 민간과 협력

하여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공석이던 혁신교육지구 전담 공무원이 해당 사업종료를 불과 6개월 정

도 밖에 남겨놓지 않은 5월에도 여전히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20억 규모에 이르는 구

로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나 2017∼2018년 시즌 3공모와 사업이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로연대는 특히 이번에 면접을 본 2명중 1명은 혁신교육지구사업 원년인 2012년 하

반기부터 시즌 2인 2015년에 이어 지금까지 4년간 민간 자원봉사와 온마을교육센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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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네이터로 성실하게 구로혁신교육지구 업무를 지원 연구하고,  민, 관을 두루 경험해온

전문가임에도 탈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힌 뒤 “다른 자치구에서조차 구

로구청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스스로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구로교육연대는 특히 해당 응시자가 “구로교육민간협의체인 구로교육연대의 추천을

받아 구청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사람의

고용여부를 떠나 이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근간인 민관학 거버넌스를 해치는 신호로 해

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로교육연대는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 “구로구청의 독선과 아집으로 구로혁신교육지

구 사업이 좌초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어떠한 이유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응시자가

'무자격자'로 평가받아 탈락됐는지 5월 2일 월요일 오후4시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사업의 유실과 민관의 신뢰가 깨져 불통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로구청과

구청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김경숙, 2016/5/2).

<표 11>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구로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 및

해결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갈등이 표면화되기까지 구로혁신교육지구의 민과 관

사이에는 많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

자로 근무하면서 그 중 몇몇의 사정을 개인적으로 접하기도 했지만, 명확한 근거

를 제시하기 곤란한 것들이므로 연구의 소재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 갈등의 당사자들은 각자 내세울 수 있

는 갈등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구로 교육연대 성명서 속에 드러난 민의 명분은

‘내용’이고, <표 11>의 ‘합격자 없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관의 명

분은 ‘자격’이다. 구로타임즈 기사의 내용 중 “이번에 면접을 본 2명중 1명은 혁신

교육지구사업 원년인 2012년 하반기부터 시즌2인 2015년에 이어 지금까지 4년간

민간 자원봉사와 온마을교육센터 코디네이터로 성실하게 구로혁신교육지구 업무

를 지원 연구하고, 민관을 두루 경험해온 전문가임에도 탈락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부분은 탈락한 사람의 ‘자격’이 아닌 ‘내용’에 대한 주장이다. 구로

의 민은 자신들이 내세운 대표가 관이 제시한 자격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합격자

없음’으로 탈락하자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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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비고

3.� 9. 서울시 구로구 일반임기제 (혁신교육연구분야)�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4.� 11. 혁신교육연구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2명 합격

4.�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혁신교육연구분야)�최종합격자 공고 합격자 없음

5.� 2. 구로 교육연대 성명서 발표 갈등 공식화

7.� 26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하계 담당자 워크숍 진행 구로 민관 참여

8.� 8.
2016�구로혁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일반임기제(교육정책분야)공무원 채용공고

8.� 18. 교육정책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8.� 24.
구로구 교육정책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7급)�합격자 공고 변○○�합격

2016�구로혁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최종합격자 공고 권○○�합격

9.� 21. 구로혁신교육지구 중앙 컨설팅 진행

<표 11> 2016년 구로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 갈등 및 해결 과정 요약.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근거로 연구자 작성.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에서 개방형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때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은 당락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내용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관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면 담당 공무원은 두고두고 인사특혜 시비에 휘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로구청은 합격자 발표 전인 2016년 3월 28일, 서울시교

육청에 공문을 보내 응시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구로구청이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요건 확인을 의뢰한 이유는 채

용 공고시 제시한 자격 요건 중 ‘관련 분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했

기 때문이었다. 공무원은 정해진 법령을 근거로 행정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공무

원의 행정 행위에는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령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은 감사의 칼날을 벗어날 수 있지만, 법령 해석에 대한 책임

은 오롯이 그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법령 해석의 책임을 다른

공무원이나 부서에 전가하는 것이 일반 시민에게 익숙한 소위 ‘핑퐁’이다.

구로구청은 응시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해석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겼다. 애매

한 책임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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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은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해서 보내달

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충분히 서울시교육청에게 문의를 한 지극히 정상적인 절

차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면 또한 없지 않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애매한 해석

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이다.36)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역시 <표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로구청의 요청에 다

음과 같은 공문으로 책임을 피한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공문(참여협력담당관-3780, 2016a).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구로의 이러한 갈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20개 혁신교육지구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었고, 구로혁신교육지구의 민과 관은 워

크숍과 컨설팅 참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민과 관의 갈등으로 인해 20개

혁신교육지구가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4년째 이

어온 구로혁신교육지구의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시작된 민과 관의 갈등은 7월 26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

당자 워크숍을 앞두고 조정 국면을 맞이한다. 워크숍에 함께 참석한 구로의 민과

관은 워크숍에서 별도의 협의 자리를 마련한다. 구로구청은 8월 8일 2016 구로혁

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지원센터장 채용 공고를 냈고, 8월 24일 권○○들 최종합격

36)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3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사전에 임용자격 등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목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분야 자격요건 의뢰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구로구 교육지원과-4607(2016. 03. 28.)

3.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응시자의 ‘성공회대학교 멘토링 사업단 활동

의 실무경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의 인정 권한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표 12> 서울시교육청 회신 공문 (2016/3/30)



- 49 -

자로 발표하며 3개월 간의 갈등을 일단 봉합되었다.

9월 21일 있었던 구로혁신교육지구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보면 구로혁신교육지

구의 교육 거버넌스 갈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구로구청 공문(교육지원과-13342, 2016).

갈등의 과정 속에서 구로의 민과 관이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성장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갈등의 표면화된 것은 인사 문제였고, 인사문

제의 절충을 통해 일단락되었을 뿐, 그 안에 수없이 잠재되어 있는 성장의 경험들

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다른 민과 관 사이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주 요인은 ‘자격’

과 ‘내용’이다. 국가로부터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의 자격을 부여받은 관은 민에게

자격을 먼저 요구한다. 관에게 있어 내용은 행정 수반의 생각이나 의지일 뿐이다.

관은 행정 수반이 지시하는 내용을 따랐다가도 행정 수반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관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내용’을 버리

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격’에 집중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자격보다 내

용을 주장해 온 민은 관에게 그 자격에 부합하는 내용을 요구한다. 관의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자격만을 요구하면 민은 관의 그러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행정

- 더 단단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 창출

· 향후 더 단단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
을 요청함.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 담당 주무관과 지원청 장학사, 민간 등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깊어졌고,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거버넌스의 필요
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민관학 거버넌스의 기본에 충실하여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청의
역할이 지원에서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민의 지혜로운 역할이 필요함.

· 구로에서만 진행하는 온마을교육희의는 좋은 사례임.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
의 참여로 구로 혁신교육의 나갈 방향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
진행했으면 함. (직접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함.)

<표 13> 구로혁신교육지구 컨설팅 결과 보고서 중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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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에게 직접 자신의 내용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민이 주장했던 내용은 관이

불편해하는 민원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자격과 내용은 서로를 대체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해야 하는 요소

이다. 충분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자격은 사회로부터 그 전문성을 의심받는다. 그

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민과 관

이 거버넌스를 하는 이유는 자격에 집중하느라 내용을 상실한 관과 비록 자격은

없으나 넓고 깊게 내용을 고민해 온 민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다.

IV-2. 민과 민의 갈등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과 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사례 또한 다양하게 등장한다. 민과 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주요 이유는 ①가치

나 신념의 차이, ②실천 방식의 차이, ③이해관계의 충돌 등이다. 사실 민과 민 사

이의 갈등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가 쉽지 않다. 제한적

이지만, 2015년 혁신지구형으로 선정된 7개 지구의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과 관의 구성을 통해 민·민 갈등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겠다.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기본 계획에는 각 지구별로 “자치구, 교육지원

청, 지역주민(단체), 교원 등으로 구성(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5: 12)”된 운영협의

회를 두도록 했다. <표 14>는 2015년 지구별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이다. 지구명

옆에 *표시를 한 강북, 도봉, 노원, 은평은 운영협의회에 구청장과 교육장이 참여

하고 있다. 구로와 관악, 금천은 구청장과 교육장을 대신해 양 기관의 국장이 운영

협의회에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간 대표 3인이 운

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지만, 강북혁신교육지구의 경우는 자치구 구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구분 소속 구로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금천

관

자치구청 2 2 3 3 1 3 1

교육지원청 1 2 3 3 1 3 1

교원 6 6 3 4 2 2 2

<표 14> 2015년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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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성.

지구별 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민과 관의

구성 비율,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다양한 민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그

전에 민과 관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느냐도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연구자는 다

음의 세 가지 기준으로 민과 관을 분류했음을 밝힌다.

첫 번째, 구청장은 민이 선출한 대표이기는 하지만, 행정수반이므로 관으로, 민

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과 구의원은 민으로 분류했

다. 사실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관은 기관을 대표하는 1인이면 충분하다. 관의

특성상 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이 모두 참여한다고 해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생각

을 거스르는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구청장이 혁신교육

지구에 관심을 갖고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재를 통해 내용을 보고 받거나, 사전 보고를 통해 굵직한 방

향을 정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구청장의 운영협의회 참

여는 정책의 직진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반면 유연한 확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어쨌든,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1명의 관은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수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명이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두 번째, 시민단체

와 기관의 구분이다. 같은 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관의 위탁을 받거나, 공적인 지

원을 받는 곳은 기관으로, 공적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시민단

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관과 시민단체로 분류하기 애매한 민은 기타로 분류하

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사를 포함한 교원37)은 Ⅲ-2-2. ‘교육 거버넌스의 구

37) 교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민

의원 2 5 4 3 3 3 4

학부모 - 4 3 3 1 2 2

학생 - - - - 1 - -

시민 단체 3 2 5 1 1 2 -

지역 기관 1 1 - 5 3 - -

기타 2 - - - 2 - -

계 17 22 21 22 15 15 10

민:관 비율 8:9 12:10 12:9 12:10 11:4 7: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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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관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민과 관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민간 대표의 참여자가 관의 두 배를 넘

고 있는 은평을 제외하면 민과 관의 구성비는 대동소이하다. 민보다 관이 많은 지

구는 구로와 관악이고, 은평과 금천의 경우는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

명의 관이 기관을 대표하여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의 다양성을 살펴보겠다. 학부모가 참

여하지 않는 곳은 구로가 유일하며, 반면, 학생이 참여하는 곳은 은평이 유일하다.

금천의 경우 시민단체 대표가 운영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은평혁신교육지구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지역기관 등이 다양한 주체들

이 운영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 자치구에는 보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센

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 이들이 혁신교육지구 운

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않는다는 것은 민·관 갈등의 징후로도 읽을 수 있지만, 주로

는 민·민 갈등의 결과이다. 앞에서도 밝혔듯, 다양한 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나 신념의 차이, 실천 방식의 차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유로 민과 민이 서로

를 분리하고 배척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혁신교육지구에서 운영협의

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의 참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는 논쟁의

주제였다.

서론에서도 밝혔듯 민과 민의 갈등은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무했을 때 경험했던

한 사례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2016년 기반구축형으로 서울형혁신교

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모혁신교육지구 컨설팅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운영협의

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기관은

운영협의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들로

만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15일 그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도시 서울 카톡방’에서 있었던 논쟁을 근거로 제시한다(<그림 5> 참조).

“A : 혁신 지구의 대단한 전도사인냥 나에게 ○○구 문제 세력과 잘 어울리라고 귀에

다 속삭인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요.”

“B : 저보고 혁신교육지구 전도사인냥 문제세력과 잘 어울리라고 심지어 속삭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세력을 나누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운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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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문제세력이라고 낙인찍으면 그 세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문제

세력이 되는 것인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

○ 선생님 개인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아니니, ○○○ 선생님과 생각이 다

른 사람과도 함께 하시라고... 그것이 거버넌스라고...”

<그림 5> 거버넌스 관련 카톡 논쟁

※출처: 연구자 작성(2018/3/15, “교육도시 서울” 카톡방 화면 저장).

위 대화에서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①가치나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②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다. 민과 민은 서로 다른 가치나 신념을 가진 상대방을 문제세력

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문제세력은 순수하지 못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교육 거버

넌스인 운영협의회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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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나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해 있는 진보와 보수

의 갈등이다. 지역에 시민단체가 잘 발달해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

분의 공공기관은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종교, 학교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인이 위탁

을 받는다.38) 또한 전통적으로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민단체는 “정부 기관으

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다음 한국어사

전)”인 관변 단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왔다. 특정 지구의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소위 진보적 성향의 민은 이러한 지역의 아동·청

소년 기관이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민·민 갈등은 가치와 신념이 비슷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도 발생한다. 이른바

실천 방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다. 이는 마치 1980년대 학생운동권 내에서 격렬

하게 벌어졌던 사회구성체 논쟁과도 비슷하다. 학생운동권은 한국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보느냐, 아니면 ‘식민지 반자본주의’로 보느냐에 따라 CA와

NL, 다시 PD와 NL로 나뉘어 사상투쟁을 벌였다.39) 교육 거버넌스도 소위 사회구

성체 논쟁만큼은 아니지만 실천 방식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갈등이 존재

한다.40)

교육 거버넌스에서 실천방식의 차이에 따른 민·민 갈등의 첫 번째 유형은 충분

히 예측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공교육의 회복, 즉 학교 정상화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과 공교육은 회복이 불가능하니 마을과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입장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기로 접어든 2017년 7개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가장 먼저 운영협의회에 구청장과 교육장이 직

접 참여하는 지구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유일하게 관악혁신교육지구는 여전

히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38) 일례로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관 현황을 보면, 22개 청소년수련관 중 지역과 무관한
종교법인이 4개, 학교법인이 3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8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39) CA(Constitution Assembly), NL(Nation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PD(People's Democracy)

40) 민과 민의 실천 방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살펴본다는
것은 연구자의 능력으로는 무리다. 간단하게 그 유형만 언급하고 다른 연구자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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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성.

구로와 금천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민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금천의 경우 담당

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민은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

모집 했다고 밝혔다. 은평은 여전히 민의 참여 비율이 높고, 강북과 관악도 민의

참여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운영협의회에 학생 참여는 2015년에는 은평이 유

일했지만, 2017년에는 강북과 관악에서도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노원과 은평을 제

외하면 여전히 지역기관의 혁신교육지구 참여는 미미하다.

거버넌스에 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와, 얼마나 다양한 민이 참

여하고 있는지는 거버넌스의 성장 정도와 더불어 민·민 갈등 여부를 파악할 수 있

는 간접적인 지표가 된다. 거버넌스가 성장할수록 관은 거버넌스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합할 것이며, 민·민 갈등이 줄어들수록 거버넌스에 더 넓게, 더 다양한

민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로*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금천*

관

자치구청 4 2 3 4 2 2 2

교육지원청 3 2 3 4 2 2 2

교원 6 6 3 4 2 3 6

민

의원 2 5 5 3 3 4 1

학부모 -　 4 2 1 1 3

5

학생 -　 3 　- -　 1 2

시민 단체 2 2 5 2 2 1

지역 기관 1 - - 5 3 1

기타 1 2 - -　 6 1

계 19 26 21 23 22 19 16

민:관 비율 6:13 16:10 12:9 11:12 16:6 12:7 6:10

<표 15> 2017년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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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3. 관과 관의 갈등

IV-3-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

앞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체계에 대해 언

급했다.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은 모두 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관이라고는 하지만 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고유 사무로 인해 일반행정

기관인 서울시와 자치구청,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오랫동안 각자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 입장

에서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은 교육밖에 모르는 관이고,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의

입장에서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는 교육도 모르는 관이다.

연구자는 2015년 6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

속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 업무를 한 추진한 바 있다. 누차 밝혔듯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는 교육 정책이다.

하지만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다음 한국어사전)”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도 서울시나 교육청 둘 중 한 기관

에 속한 조례여야 한다는 제약과, 어느 한 기관에 속한 조례일 경우 다른 기관의

협력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16>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가 법제처에 질의한 공문 내용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목

적으로 추진하였다.

질의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와 두 번째, ‘불가하다면 ①같은 조례를 서울시(행자위원회)와 서

울시교육청(교육위원회)에서 2개의 쌍둥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②쌍둥이 조례

제정시, 조문에(제7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제정하려는데, 자문기구는 반드시 어느 한 기관에 귀속되어

야 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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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법제처장(자치법제지원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동 조례 제정(안) 법률 검토 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두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서울

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와 교육청

이 공동으로 자치구(청)을 지정하여 자치구와 소속 교육지원청를 통해 교육협

력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귀 기관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

례(안)에 대하여 붙임의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요청서 1부.

     2. 공동조례안 1부

     3. 쌍둥이(서울시 조례안, 서울시교육청조례안) 조례안 1부.  끝. 

<표 16>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동 조례 제정(안) 법률 검토 요청 공문 (2015/10/26)

※출처: 서울시교육청 공문(참여협력담당관-11831, 2015).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먼저, 조례는 하나의 법인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가 주체가 되어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고, 비록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일

반 사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조례

에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

각 일반 사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

며, 소관 사무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 재의요구 및 공포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

로, 하나의 조례에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

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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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와 같이 하나의 조례에 시ㆍ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함께 규정하게 되면, 혁신교육지구 지정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개별적ㆍ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무의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혁신교

육지구 지정 권한을 각각 행사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소관

사무의 범위 밖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지구가 중

복 지정된 경우라면 집행과정상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중 누구의 지정행위가 우선되는지

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절차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대해 관리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을 위한 조례안 제출, 재의요구 및 조례안 공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 그 소관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 사무와 교육ㆍ학예

에 관한 사무가 혼재된 조례안에 대해 시ㆍ도지사 소속의 조례ㆍ규칙심의회 또는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며, 조례안 공포 시에도 그 소관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공포권

자가 되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게 될 뿐 하나의 조례안을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이 공

동으로 공포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현행 법령상 하나의 조례에 시ㆍ도지사

와 교육감의 권한을 함께 규정함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나 적어

도 이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

입니다(법제처 공문, 자치법제지원과-1441, 2015).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이다.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주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

별시교육감으로 규정한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조례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직접적인 집행업무가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교육감의 협조사항을 책무로서 규정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혁신교육지구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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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혁신사업, 교육공동체 및 마을결합형 학교 지원사업, 아동ㆍ청소년의 온전한 성

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규정하는 등 그 규율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사무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미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일방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지

정ㆍ운영한다고 규정하는 두 개의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것은 동일한 권한을 “서울특별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양자가 각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소관 사무의 성격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려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의 취지에 위배되

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상으로도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 주체를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규정한 두 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공문, 자치법제지원과-1441, 2015).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분리에 따른 제도적 한계는 법체저의 답변 내용에 잘 드

러나 있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협력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조례 제정은 법제처의 불가 답변으로 인해 무산

되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는 1년의 절치부심 끝에 2016년 12월 서울

시교육청은 운영 조례를, 서울시는 지원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며 제한적이나마 서

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IV-3-2. 자치구청 - 교육지원청의 권한 비대칭 문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관계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의 분리되어 있는 제도적 한계에 자치권이 차이로 인한 권한 비대칭의 문제가 더

해졌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25개의 자치구를 포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

울시와 자치구청은 상호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고 해도 그 조례가 자치구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은 명백한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이다. 자치구청에 속한

동의 동장을 구청장이 임명하듯,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 속해 있는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임명한다. 구조적으로 자치권이 없는 교육지원청이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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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자치구청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참석하는 것은 권한에 있어서 비대칭적

이다. 즉, 교육지원청은 자치구청과 합의한 내용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어

긋날 경우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러한 한

계가 현장의 관·관 거버넌스를 방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제로

2016년 서울시교육청이 필수과제에 더해 제시한 필수사업41)으로 인해 서울형혁신

교육지구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의 하부기관인 교육

지원청 입장에서 필수사업은 본청의 지시사항이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사

업이었지만, 자치구에 속해 있는 민과 관은 지구의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

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과제와 필수사업은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다. 과제가 방향이라면 사업

은 과제보다 구체적인 실행지침이다. 2015년부터 필수과제와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진 공모의 내용에 2016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필수사업이 더해졌다. 광역자

치단체는 사업을 실행할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의 합이기 때문이다.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펴고자 할 때, 그 대상인 주민은 모

두 특정 자치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위에서 아무리 추진하고 싶은 사업

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행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 정책은 방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자치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동

력이 된다. 반면, 자치권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자발성이 아닌 상부기관의 지시가

정책이나 사업의 동력이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교육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

나,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복지과42) 장학사가 상부기관인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공

문으로 지시한 사업을 거부하기 힘든 권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자치구

청의 관과 교육지원청의 관은 수평적 협력43)이 불가능한 파트너로 교육 거버넌스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거버넌스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41) 본문 p.30 <그림 3>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과제와 지역특화사업” 참조.
42) 교육지원청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 부서, 교육청은 참여협력담당관의 지역사회협력
팀이 담당하고 있다.

43) 연구자가 정의한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을 상기하자. “①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②이
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③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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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 서울시,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권한의 비대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야 한다.

IV-3-3. 교육지원청의 관할 범위에 따른 갈등

<표 17>의 서울시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현황을 보면 자치구청은 25개인데 반

해, 교육지원청은 11개이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인 교육지원청에서 2∼3개의 자치

구를 관할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를 위해선 자치구청장

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재가 필요했다.44) 각 교육지원청은 당연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서울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자치구청과 협의해

공모를 준비했다.

44) 사업의 전단계(계획-실행-평가)를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7억 5천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내부결재본을 이송받아 계획서에 첨
부)(서울시교육청, 2014b: 11)

연번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자치구청

연번

(자치구청)

1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1

중랑구 2

2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 3

마포구 4

서대문구 5

3 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6

금천구 7

영등포구 8

4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 9

도봉구 10

5 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11

중구 12

용산구 13

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14

송파구 15

7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 16

<표 17>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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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작성.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담당할 ‘교육

협력복지과’를 신설하였다.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하는 혁신지구형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은평, 구로, 금천, 노원, 도봉, 관악, 강북 7

개 지구였다. 이중 남부교육지원청(구로, 금천)과 북부교육지원청(노원, 도봉)은 2

개의 자치구를 관할했지만, 나머지 서부교육지원청(은평), 동작관악교육지원청(관

악), 성북강북교육지원청(강북)은 각 1개의 자치구만 담당했다. 서울형혁신교육지

구가 2016년에 20개, 2017년에는 22개로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적게

는 2개, 많게는 3개의 자치구를 관할해야만 했다. 22개의 자치구는 자신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계획하고 싶었으나, 교육지원청 입장

에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자신이 관할하는 자치구의 사업이 통합되길 바라고 있

다. <표 18>, <표 19> 은평혁신교육지구 재원별 예산 요약서를 보면 2015년과 달

리 2016년 계획서에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의 예산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관이라고 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제

도적인 한계와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권한 비대칭, 그리고 사업대상의 범위가

다름으로 인해, 현재 자치구청과 교육지원청의 거버넌스는 일상적인 갈등에 노출

되어 있다.

양천구 17

8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18

서초구 19

9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20

관악구 21

1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22

광진구 23

1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24

강북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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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사업명 사 업 비(단위:천원)

합  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총   계 2,232,100 750,000 750,000 732,100

필
수

1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사업 416,034 - 416,034 -

1-1. 기간제교사 인건비 399,714 - 399,714 -

1-2. 교실리모델링비 15,000 - 15,000 -

1-3. 평가회비 및 사업추진경비 1,320 - 1,320 -

2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 사업 784,350 250,000 - 534,350

2-1. 학교마을연계 방과후 사업(일반, 특별) 502,250 - - 502,250

2-2. 학교마을연계 방과후 사업 운영 37,000 7,000 - 30,000

2-3. 은평마을교육자원센터 운영 236,000 236,000 - -

2-4. 업무추진비 9,100 7,000 - 2,100

3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100,000 50,000 50,000 -

3-1. 진로직업교육 및 체험 운영 50,000 - 50,000 -

3-2. 은평대전 학과탐색프로그램 15,000 15,000 - -

3-3. 진로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5,000 5,000 - -

3-4. 지역사회진로직업 코디네이터 운영 30,000 30,000 - -

4

민관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182,466 70,000 112,466 -

4-1. 은평혁신교육지구 협의회 운영 49,900 37,500 12,400 -

4-2. 민간네트워크 구축 85,300 22,500 62,800 -

4-3. 교원 학부모 사업설명회 44,400 10,000 34,400

4-4. 지전가 운영지원 2,866 2,866

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질관리 41,500 20,000 21,500 -

5-1. 컨설팅 운영 5,000 5,000 - -

5-2. 종합보고회 15,000 15,000 - -

5-3. 박람회 20,000 - 20,000 -

5-4. 워크숍 1,500 - 1,500 -

<표 18> 2015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요약서 (재원별 )

※출처: 은평구청(201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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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사업명 사 업 비(천원)
합 계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총    계 2,020,750 750,000 750,000 529,750

필
수
사
업

필수사업  합 계 1,451,950 505,000 417,200 529,750

1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 417,200 - 417,200 -

1-1 기간제교사 인건비 414,000 - 414,000 -
1-2 교사 연수 및 컨설팅 2,000 - 2,000 -
1-3  평가회비 1,200 - 1,200 -

2

진로직업교육 지원사업 100,000 100,000 - -
2-1 인건비 23,921 23,921 - -
2-2 현장직업체험(공모) 22,810 22,810 - -
2-3 은평대전(학과탐색프로젝트) 40,569 40,569 - -
2-4 진로종합정보 네트워크 10,300 10,300 - -
2-5 업무추진비 2,400 2,400 - -

3

마을-학교 연계사업 529,750 - - 529,750
3-1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447,400 - - 447,400
3-2 학교 지원 사업 28,200 - - 28,200
3-3 마을 지원 사업 24,400 - - 24,400
3-4 학교-마을 연계 29,750 - - 29,750

4
민관 거버넌스 구축 100,000 100,000 - -

4-1 운영협의회 실무협의체 홍보비 등 10,000 10,000 - -
4-2 지역주민 참여협의체 90,000 90,000 - -

4-1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300,000 300,000 - -

4-1-1 정책위원회,공청회,네트워크사업 등 54,100 54,100 - -
4-1-2 은평 혁신교육 지원단 인건비 215,800 215,800 - -
4-1-3 은평 혁신교육 지원단 운영비 30,100 30,100 - -

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질관리 5,000 5,000 - -
5-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컨설팅 및 워크숍 5,000 5,000 - -

<표 19> 2016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예산 요약서 (재원별 )

※출처: 은평구청(201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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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 중앙과 지구의 갈등

교육 거버넌스에서 ‘민·관’, ‘민·민’, ‘관·관’ 갈등이 수평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중

앙과 지구의 갈등은 수직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과 지구 사이에 수직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버넌스와, 중앙과 지구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다.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은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독립적이며 또한 수평적이

다. 앞에서 언급했듯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 조례의 범위가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25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광

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위 ‘공모’를 통해 추진해 왔던 하향식 정

책 관성으로 인해 광역과 기초의 ‘역할’을 수직적 ‘지위’로 치환하여 인식해 온 측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25개 자치구청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각

자치구의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다. 광역자

치단체인 서울시와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역할

이 다른 수평적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로 보아야 한다. “거버넌스란, 특정한 주제(혁

신교육)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IV-4-1. 지역 거버넌스에 혼란을 야기한 ‘필수사업’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필수사업에 따른 갈등

에 대해서는 Ⅱ-2-4.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Ⅳ-3-2. ‘자치구

청과 교육지원청 간 권한의 비대칭’ 관점으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2017년 중앙에

서 제시한 필수사업은 동시에 정책 중앙과 개별 혁신교육지구의 갈등을 야기했다.

2017년 필수과제에 포함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사업도 중앙 단위에서 내려온 사업으

로 지구는 받아들인다. 지구 현장에서 볼 때, 새로운 필수과제가 도입되거나 조정되는 과

정에서 협의가 부재하며 기존의 교육청 사업에 끼어 맞추거나 하향식으로 지시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행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으로 인식한다(이혜숙, 20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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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의 혁신,

그리고 행정의 혁신이었다. 하지만,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작된 2기 서울형혁신

교육지구에 오히려 비혁신적인 과거의 관행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조희연 교육감

이 제시한 필수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충분히 교육감으로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에 제안할 만한 좋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22개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

러 주체들이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바라고 있는 혁신은 ‘좋은 사업’도 ‘좋은 결과’

도 아닌 ‘좋은 과정’이었다.

이번에 필수과제로 들어온 중학교 예술 활동도 사실 좀 당황했어요. 필수과제로 들어

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합의를 봤나?’ 그런데 갑자기 필수과제로

들어와서 모든 중학교가 예술 활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게 왜 합의 과정 없이, 뜬금없이 중학교 예술과정에, 왜 필수과제로 들어왔는지, 이 부분

에 합의가 좀 없었거든요. (은평구 FGI; 이혜숙, 2017: 81).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필수사업을 통해 확산되는 지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워크숍을 추진한다. 애초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담당자로 있었던 연

구자가 제안한 워크숍의 방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수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현장인 자치구 민·관 담당자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책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현장의 입장을 수용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지, 컨설팅의 방향은 필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22개 혁신교육지구 담당자에게 필수사업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45)

다음은 2016년 10월 21일 진행되었던 2017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플래닝 워크

숍 결과이다.

45)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는 ‘참여협력담당관’이다. 반면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필수사업에 포함된 4개의 사업은 사업 담당부서가 모두 다르다. ‘독서토론 교육’
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민주시민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과 ‘공모사업학교선택제’
는 교육혁신과의 각기 다른 팀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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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7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플래닝 워크숍 결과

※출처: 서울시교육청(2017).

결과 보고서에는 담기지는 않았지만 플래닝 워크숍에 참석한 혁신교육지구 민·

관 담당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책 사업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일방적으로 끼워 넣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만연해 있는 하향식

정책 관성에 기인한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지난 5월 4일 교육부는 보

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온종일 돌봄 추진을 위해 10개 자치구를 선

도 자치구로 선정해 3년 간 총 80억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인경,

2018/5/3). 이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6개

자치구 중 10개를 중앙정부의 기준대로 ‘공모’를 통해 ‘선발’ 하겠다는 의미이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업을 늘 계량화된 수치로만 파악해 왔고, 기초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나 광역자

치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에 경쟁적으로 줄을 서는데 익숙해져 왔다. 서울형혁신교

육지구에서 필수과제로 제시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는 정책 중앙인 서울시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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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교육청이 지구 단위의 민과 관이 이룬 합의를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상향식

정책 추진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서 추진

하고 있는 교육 거버넌스의 경험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하향식 정책 추진의

관성을 변화시키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IV-4-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마을방과후사업

조희연 교육감은 2016년 11월 7일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별개로 9개 자치구청

과 마을방과후학교 협약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각 학교에서 정규과정 이후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가 내년부

터 서울 9곳 자치구에서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

치구가 마을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 방과후학교’를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의 9곳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과 구청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방과후학교는 학교에 많은

업무부담을 주고, 방과후 사교육기관들이 위탁 경쟁을 하는 과정이 과열돼 불필요한 문제

점을 야기한다. 방과후학교는 마을과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김미

향, 2016/11/7).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16년 서울의 20개 자치구와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추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학교 연계 방과후 사업’은 2015년 필수과제로 제시할

만큼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지향하는 비중 있는 정책 과제 중 하나였다. 사실 시

작부터 ‘방과후’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필수과제에 제시한 것에 대해 서울형혁신교

육지구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의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2016년에 필수과제에는

‘마을·학교 연계 방과후 사업’이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으로 수정되었다. 취임

2주년이 지나 오마이뉴스와 가진 조희연 교육감의 대담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방

과후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제가 보니까 학교에 너무 많은 혹이 달려 있어요. ‘초등돌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방과후학교’ 학원을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는 의미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붙었습니

다. 좋은 혹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반대로 학교가 중심 교육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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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는 지역 사회가 담당하는 식으로 이전해보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 가보니까 방과후학교를 지자체에서 담당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의 가능성으로 놓고, 몇 가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 (방과후학교를) 담당한

다든지 아니면 마을과 학교가 협력을 해서 하는 모델이 있고. 완전히 지자체로 이관하는

모델도 있고요.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25개 구청 중에 20개 구청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모델이고

예산도 수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걸 실험해보려 합니다. 전체로 확

산하면 좋은 혹이지만, 뗄 수 있지 않을까(장윤선, 2016/7/14)?

조희연 교육감은 방과후학교를 학교에 붙은 혹이라고 표현했다. 그 표현대로라

면 마을방과후는 학교에 붙어 있는 혹을 떼어 마을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7월 14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국제 방과후 포럼’에 참가한 홍콩,

미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의 방과후학교 사례를 종합

해 보면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문제는 주로 방과후

학교 ‘어떻게’ 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여전히 ‘누가’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에서는 마을과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혹처럼 불편한 방과후학교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방과후 포럼에 소개되어던 영국의 사

례인 City Academy의 교육 비전을 한번 살펴보자.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City Academy의 비전은 교육적 불이익의 복합적인 본질에 대

한 광범위한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것은 통신 회사가 창립하기 몇 년 전에 스

폰서로 신청했을 때 작성한 후원사의 ‘관심 표현’ 문서에서 기인한다. 이 헌신적인 City

Academy는 '서로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물리적 문제에 도전', '지역 주민의 경제적

행복을 향상시키고 기술, 지식 및 야망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지속 가능한 공동

체를 창출하고 학교와 고용 가능성을 넘어서 진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훨씬 더 광범위

한 전략 내에서 '궁극적으로 표준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City Academy가 항상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도되었음을 의미한다. “‘학교

문 건너편'에서 일하고 그 지역의 이웃에게 헌신하십시오. 학생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해

하고 참여하십시오.’ 학생들의 교육 및 더 넓은 삶의 기회를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학생

의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70 -

이 광범위한 비전에 대한 공약은 아카데미의 모든 직무 명세서의 일부이며, 아카데미의

전략 결정, 운영 구조 및 학생, 가족 및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교육부, 2017: 175).

영국의 City Academy 사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 지역의 이웃에게 헌신해야 하고, 학생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해하

고 참여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 및 더 넓은 삶의 기회를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 상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역할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마을방과후 협약을 맺은 9개 자치구는 이미 서울형혁신교육지

구 필수과제인 ‘마을-학교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의 경우 혁신교육지

구에서 추진해 온 ‘마을-학교 연계 사업’의 방향과 서울시교육청과 별도 협약한

‘마을방과후’의 방향을 놓고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은평은 2012년부터 마을의 교육콘텐츠로 학교와 협력하는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을 추진해 왔다. 2015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에 선정되었고, 2017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마을방과후 협약을 체결했다. <표 20>은 연구자가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담당자로 서울시교육청으로 떠난 뒤 2017년 은평구청으로 다시 돌

아와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설명회에서 발표했던 프리젠테이션 자료 중 하나다.

2015년 은평혁신교육지구의 방향이 학교가 마을로 다가가는 구로·금천의 사례와

마을의 자원이 학교로 다가가는 은평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 사례의 결합이었다면

(은평구청, 2015: 13), 2017년 은평의 교육정책 현황은 교육콘텐츠 연계사업과 혁

신교육지구, 그리고 마을방과후를 각기 다른 민간 주체가 이끌고 있었다.

한국의 방과후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은평의 교육정책도 2012년 시작했던 교육

콘텐츠 연계 사업에,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합해지고, 2017년 마을방과후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다는 ‘누가’가 더 주요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다.



- 71 -

2015년 은평혁신교육지구의 목표와 비전 2017년 은평의 교육정책 현황

<표 20> 2017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설명회 발표자료 중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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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민과 관의 3요소46)

일반적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하는 과정에서 민과 관은 서로에게 답답함과 답답

함을 넘어선 불만을 표출한다. 민은 관을 영혼이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관은

민의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위를 비판한다. 아직 우리는 거버넌스에 진입조차 못했

는지 모른다. 거버넌스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상대방

의 부정성 이면에 숨어 있는 긍정성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다. 민과 관이 상대방에

게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과 오해를 덜어내고, 거버넌스의 수평적 협력 대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버넌스를 방해하고 있는 민과 관의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관의 3요소를 살펴보자. 민은 거버넌스 파트너인 관

의 칸막이, 순환보직, 그리고 지나친 경직성을 비판한다. 과연 민의 지적대로 칸막

이, 순환보직, 경직성에 부정적인 면만 있을까?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관의 첫 번째 요소인 칸막이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과 권한의 선이다. 그 선을 넘는 것은 공무원에게 월권에 해당한

다. 근현대사를 거치는 사이 공무원의 월권은 시민사회의 견제의 대상이었고, 공무

원 또한 “맹목적으로 자기(재)생산에 몰두(이철, 2015/12/23)”한 결과 어느 정도 칸

막이 안에서 자신을 보신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칸막이는 행정

의 비효율성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칸막이는 결정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칸막이가 불편해서 칸막이를 없앤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칸막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칸막이 위

에 거버넌스 방식의 민·관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의 논의와 결정은

칸막이 위에서 하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칸막이 안에서 추진된다면 칸막이는

거버넌스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미루어 짐작하건데 순환보직은 과거 한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서 부패

했던 행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행정 밖에서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순환보직이 이제는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약

화시켜 거버넌스를 방해하고 있다. 순환보직제도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격무부서

46) 본 절의 내용은 연구자가 서울시교육청 재직 시절, 개인 블로그를 통해 출판했던 ‘교육 거
버넌스를 위한 제언’이라는 글의 일부를 가져와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채희
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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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출구이자 승진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현재 많은 행정기관에서 순환보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 문제를 개방형 인사를 채용해 극복하

고 있다. 2015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공모에 참여한 서울시의 자치구청 중 구로,

관악, 도봉, 동작, 양천 등에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정책보좌관을 외부에서 채

용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또 금천과 영등포에서는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공

무원을 교육전문관에 배치하여 보다 긴 기간 동안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은 지나친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불일치하

는 경우가 많다. 관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그 계획에 문제

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법을 집행해야 하는

관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관에게 있어 사업

계획은 그 사업의 기대효과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수

립된 계획이 잘못되었다면 그 계획을 수정하는 데는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더 많

은 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이전에 세운 계획을 부정할 명분도 필요하다. 관의 경직

성은 태생적 한계인 동시에 관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다. 만약 관이 편의

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

다. 관을 비판하는데 몰입한 나머지 잊고 있었다면 상기하자. 거버넌스는 국가 정

책의 실패로부터 비롯되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다.

다음으로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민의 3요소를 살펴보자. 논의의 각을 세우기 위

해 여기에서는 포괄적인 민이 아닌 주로 거버넌스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그 대상으로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는 주로 정치적으로 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장점은 관이 주목하지 않는

미래 가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비록 경제적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의 성취는 가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해

왔던 깨어있는 시민사회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관에 입장에서

보면 늘 자신을 비판하고 견제해 온 민 또한 달갑기만 한 상대는 아닐 것이다. 그

래서 관은 민의 가치 지향성, 진영논리, 유연성을 비판한다.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민의 첫 번째 요소는 가치 지향성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

각하는 가치를 지키며 성장해 온 민에게 ‘가치’는 공무원이 생각하는 ‘승진’만큼 중

요하다. 가치 지향의 결과는 권력의 쟁취가 아니라 가치의 확대이어야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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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간혹 민의 지나친 가치 지향성은 그 빠른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 지향성을 띠

기도 한다. 또한 민의 지나친 가치 지향성은 때때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

으려는 편향된 결과로도 이어진다. 거버넌스는 참여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 상대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거버넌스의 작동원리는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

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민의 가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간혹 민을 자기 진영에게만 관대하고

자기 밖의 진영에게는 철저한 ‘진영논리’의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 진영논리가

민에게만 있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간혹 민은 진영논리로 인해 ‘무엇’이나 ‘어

떻게’보다 ‘누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진영논리의 예로 연구자는

2017년 말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국제화특구’ 무산 사례를 들고자 한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국제화특구’는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했던 교

육 적폐라며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독소조항을 빼고 추진하겠

다.”고 밝혔지만(최대현, 2017/11/16), 결국 무산되었다. 교육시민단체의 ‘교육국제

화특구’ 반대 명분에 ‘누구’와 ‘무엇’은 있었지만, ‘어떻게’는 빠져 있었다.

세 번째, 민은 경직된 관과 달리 유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연함은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 경직된 과정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

지만, 경직성을 벗어난 유연한 과정의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의 유

연함은 때때로 예측하지 않은 창조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를 예

측해야 하는 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민의 유연함은 불안한 모험으로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민과 관의 거버넌스 방해 요소는 모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은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으로

보완 가능하다. 민이나 관이나 모두 거버넌스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모습

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모습 이

면에 있는 긍정적 쓸모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서로가 불편해 하고 있는

민과 관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당사자의 몫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원인에 대한 구조적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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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V-1. 연구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를 진단하는

것이다.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를 연구하기에 앞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거버

넌스 관련 논의를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격적인 갈등 사례 연구에

앞서 거버넌스의 조작적 개념을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

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교육이 주제인 거버넌스에 주체가 아닌 역할로서 ‘학’이 참여하고 있는 문제

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의 갈등은 민과 관뿐만 아니라 민과 민, 관과

관, 그리고 중앙과 지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민과 관 사이의 갈등은 주로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자격을 요구하는 관과 내용을 주장하는 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갈등의

핵심 요인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교육 거버넌스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활동가, 시민단

체, 교육 기관 직원, 시, 구의원까지 매우 다양한 민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

한 민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로 이런 다양함이 관

과 다른 민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과 민 사이의 갈등은 민과 관의 갈등보

다 복잡하며 극복하기도 쉽지 않다. 관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기관의 장의 의

지에 영향을 받지만, 민은 오로지 자신의 자발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다양한

민 사이의 갈등은 주로 ①가치나 신념의 차이, ②실천 방식의 차이, ③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관과 관의 갈등은 주로 제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권한 비대칭으로 인해, 그리고 일반행정기관과 교

육행정기관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은 정책이 추진되는 방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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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정책

을 주도하고 그 정책에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하향식으로 추진되었다면, 서울

형혁신교육지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구

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상향식을 지

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과 상향식 정책 추진 사이에 빚

어지고 있는 갈등이 바로 중앙과 지구 사이의 갈등이다.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의 충돌로 갈등이 벌어지는 중앙과 지구처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과 관도 각자의 정체성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이

관성이 되어 거버넌스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연구자는 거버넌스

를 방해하는 관의 3요소는 칸막이, 순환보직, 경직성이며, 민의 3요소는 가치 지향

성, 진영논리, 유연성으로 보았다. 이제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을 끝으로 서울

형혁신교육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를 마

무리하고자 한다.

V-2. 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교육 거버넌스는 한국사회 교육의 문제를 거버넌스 방식으로 풀기 위해 시작되

었다.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버넌스는 시장에 주도권을 맡겼던 시장의 실패

와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려고 했던 국가정책의 실패로 인해 시작되었다. 도덕적

통제가 불가능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온갖 제도로 발목이 잡혀있는 국가

기관의 장점이 만나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이다. 그 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거버넌스란 주도를 배제한 다양한

주체의 수평적 연대와 협력이며, 갈등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교

육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거버넌스에서 주도를 걷어내야 한다.

연구자는 교육 거버넌스 갈등 사례 연구를 위해 거버넌스와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지만, 주도와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하였다. 이는 보고 싶은 것

만 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한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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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더 묵직한 방점이 찍혀 있다.

과정 위에 놓여 있는 교육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거버넌스에 참여

하고 있는 주체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 거버넌스에서 ‘주도’라는 개념을 걷어내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 거버넌스에는 주제가 ‘교육’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주체

인 민과 관 외에 역할인 학이 주체로 결합했다. 교육 거버넌스는 학이 참여해야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오히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

리고 있는 학을 구해내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만약 학이 교육 거버넌스를 주도

한다면, 교육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민과 관도 학이 빠져 있는 수렁으로 빨려

들어갈지 모른다.

두 번째, 상수가 아닌 변수를 조작해야 한다.

민과 관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수’가 있다. 상수는 각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

이 있으며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의 상수가 ‘가치’라면, 관이 가지고 있는

상수는 ‘제도’일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가 있다. 민은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자존감’, 관은 제도의 ‘해석’이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

이다. 각각의 변수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상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시대적 과제인 가치를 망각한 자존감은 오히려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만약 관이 오로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해석한다면 시민들에게 공적 업무

를 위임받은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거버넌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수

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수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와 변수가 만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경험이 되어, 축적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각자의 상수도 비로소 애초에

그 상수가 시작되었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세 번째, 현재가 아닌 미래를 합의해야 한다.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땐, 질문을 바꿔보라는 말이 있다. 만약 질문을 바

꾸어도 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답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있을지 모른다. 미래의

답은 현실의 ‘합의’된 상상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비록 합의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이 처한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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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합의’의 필요조건인 ‘인정’과, ‘인정’의 충분조건인 ‘합의’

가 만나야 거버넌스의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

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거버넌스

는 구조화된 사회문제(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

체들이 모여(주체), 각 주체들이 서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협력하

여(작동 방식) 사회문제가 해결 된 미래를 상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란, 특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수

평적으로 협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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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11호, 2018.3.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02-3999-37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

구"(이하 "혁신교육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

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

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

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마을과 학교의 협력 지원 사업

  3.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 지역연계 교육복지 지원 사업

  5.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6.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7.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자

치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

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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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간에 업무

담당자를 상호 파견하는 교육협력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운영 인력을 배치·지원할 수 있으며, 인

력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평가, 연장 및 지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지정 2년차에 종합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

과분석을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종합평가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혁신교육

지구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

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 마다 혁신교육지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3. 혁신교육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

자 계획

  4. 연차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계획

  5. 혁신교육지구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제고와 관련된 사항

제7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 협의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교육청 단위의 협력 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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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확보방안 협의

  3.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시에서 각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는 실, 국장

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혁

신교육지구 지정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

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대표 위원 중

에서 선출된 사람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간사는 교육청과 시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지

원 및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

시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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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내용, 예산규모 등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에 대

한 공동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가 속하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여야 하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11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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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36호, 2018.3.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02-2133-3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

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

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

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

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

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

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

구의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제5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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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혁신교육지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

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혁신교

육지구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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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836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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