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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최근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교육 개혁 과정에서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핵심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검토해보고, 교육 분권
화를 공공가치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교육 분권화의
개념과 다차원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의 양상을 체계적으

로 인식하고, 실행주체 간 명확하고 적절한 권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다음으
로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탐색하였다. 효율성 및 형평성과 같은 공
공가치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전통적 가치로서 앞으로 교육 분권화가 진행되어가면서 각각의

가치가 적절하게 실현되고 있는가 면밀하게 분석·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헌 분석결과,
교육 분권화가 해당 공공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
서 국내 맥락에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공공가치 간 교환 관계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

를 고려하여 교육 분권화의 수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의 관점
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자율성도 중요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
육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의 가치는 그 자체로 교육 분권화에 당위성을 제공해주며, 우리나

라 교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양성과 결부되어 더욱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철학자 토크빌과
듀이의 사상에 근거하여 민주시민 양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교육 분권화가 적합한 교
육·행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교육 분권화의 재구성에서 교육감 및 지역 공동체와 함
께 결코 ‘학교’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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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을 선언하고, 교육혁신 국정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제시하면서 민주적 분권화 체제 형성을 위한 노력

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마련
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현행 교육 관계 법령의 불명
확한 권한 배분 규정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동

시에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과 관련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재분배하고자
하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그리고 단위학교로 배분하고

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
의 지방 분권화(이하 교육 분권화)는 ‘현상(phenomena)’ 혹은 ‘운동(movement)’이라 할
정도로 세계 각국에 도입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McGinn

& Welsh, 1999).

동시에

국가마다 서로 각기 다른 도입 의도를 가지고 경로 의존적으로 전개됨 따라 매우 다양
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된

민주주의적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철학의 재구성, 교육의 재구성, 사

회적 이상과 실현방법의 재구성은 모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John

2009: 24:21)”.

Dewey,

즉, 현실에서 분권화를 위한 교육체제의 재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그 기반

이 되는 이론과 철학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소 추상적
일지라도 이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와 궁극적인 이상향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필요가 있
다. 이론과 철학의 구축은 향후 분석과 평가를 위한 틀을 제공해주며, 현장에서 체계적
인 개발을 촉진하여 현실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Wacker, 1998).

역으로 이론과 철학의 부재는 현실 제도의 범위와 가능성을 제약한다.

그동안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가운
데 교육 분권화만을 주제로 이론적 분석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노
기호,

2013),

여전히 교육 분권화의 이론 및 철학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교육 분권화 논의가 대부분 교육감 선출과 같은 정치적 분권화에 집중되어 광역
수준의 분권화에 머물러 있으며(Kim,

2006),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에 관한 논

의는 합법성 또는 합헌성에 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고전,

2010;

표시열,

2010).

물론 중앙과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자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그 타당성을 획득하고 현실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분
명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교육 분권화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

이하고 있으므로, 그 이론과 철학을 구축하여 향후 제도의 영역 및 가능성 확장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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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와 관련한 국내외 이론서 및 연구논문과 최근 교육부의
교육 지방분권 추진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첫째, 교육 분권화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그 개념과 원리, 다차원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Ⅱ장).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의 변화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확장
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

했던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고찰해보고자 한다(Ⅲ장). 높은 수
준의 교육 분권화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국가들을 분석한 연구와 제반 이론 연구들은 오
히려

분권화의

Schneider, 2003

실제

적용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Poteete,

2004;

외). 따라서 교육 분권화의 시류를 무조건 수용하여 단언적 판단을 내

리기 보다는 공공가치에 비추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
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행정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치는 추상적·주관적 개
념이 아니라 실천적 개념으로, 향후 교육 분권화의 공과(功過)를 논할 때 중요한 평가

준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공공가치 중 분권화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서 일정 이상 연구물이 축적된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의 가치를 귀납적으로 도출하
고,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중 ‘민주성’의 가치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

하여 다루고자 한다(Ⅳ장). 교육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의 가치가 우리나라 민주시민
교육에 주는 함의를 철학자 토크빌과 듀이의 사상을 근거로 음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권화가 민주시민의 산실(産室)로서 이상적인 교육체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1.

.

교육 분권화의 개념 및 특성

교육 분권화의 개념과 원리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개념은 학자마다 서로 다른 용어와 표현으로 정의되어왔다.

Ink & Dean(1970)은

분권화를 의사결정 권한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효과

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주체에게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본래 중
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른 주체에게 나누어준다는 다소 소극적인 개념 정의라 할
수 있다. 이후 보다 적극적인 개념들이 제시되는데

McGinn & Welsh(1999)은

분권화란

통치자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으로, 어떤 지역이나 위치의 교육 기관에 있던 권한이 다
른 위치로 옮겨가는 것으로 정의했다.

Rondinelli(1999)와 Schneider(2003)는

공공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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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준독립 정부 기관 또는 민간으로 이동하는 것

이라 하였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으로 분권화를 상급 기관이 자원의 활용을 결정하는
데에 위계적으로 하위에 있는 기관이 그에 대한 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Bray,

1984).

종합하면, 교육 분권화는 ‘더 높은 수준의 정부 또는 교육 기관에서

더 낮은 수준의 정부 또는 교육 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이 이동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Ozmen,

2014).

분권화의 기본원리는 정책 실행과 결정의 책임을 대중에게 가장 가까운 수준의 실행
주체에게로 이동하는 것(close

to the people)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소속 공무원들이 지

역의 문제에 더 접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에서 각 정부 기관의 책임자는 그들의 법적·행정적 권
한을 현장의 공무원에게 위임하며, 현장의 공무원과 관리자들은 공공 수요에 적절히 반
응하고 중앙의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권한을 배분한다는 것이 반드시 중앙정부가 통제를 잃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Ink

& Dean, 1970).

많은 국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기능적 권한을 위

임할수록 중앙에서는 더 많은 관리 기제를 구축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재정 관리, 정책 평가, 그리고 법적·윤리적 타당성 감사 등의 기능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권화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분권화된 환경에서 정보 시스템의 관리는
체제가 순조롭고 책임감 있게 유지되는 데에 핵심적이며, 결과적으로 책무성 기제의 평

가 및 점검을 수반하게 된다. 이를 두고 중앙정부가 분권화라는 미사여구 속에서 실제
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한다(Weiler,

2.

1990).

교육 분권화의 다차원적 특성

교육 분권화는 행정적 분권화, 재정적 분권화, 그리고 정치적 분권화의 세 가지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이 반드시 다른 영역보다 선행하거나 더 발전된 형태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가로축의 선분 위에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분권화는 교육 서비스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중앙정부로
부터 하위 수준의 정부 또는 반(semi) 자율적인 공공 기관 또는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Rondinelli,

1999).

즉 지방정부가 더 높은 수준의 행정적 자율성을 가질

수록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에 더 높은 자율성과 책무를 가진다.
재정적 분권화는 말 그대로 지방정부가 재정적 자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Falleti, 2004).

다만, 재정적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사용자 부담의 방식으로 자기금융 조

달 능력을 갖추고, 중앙정부에 의해 징수되던 일반적인 세금이 지방정부로 이동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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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가 재산 또는 사업에 대한 세금이나 간

접비 등을 통해서 세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자원의 차용
또는 이동이 허가되어야 한다.

그림

[

1]

교육 분권화의 다차원적 특성

정치적 분권화는 비-중앙정부가 정치적 대표자로서 얼마나 기능하고 있는가로서 대표

성(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Schneider,

2003). 정치적 분권화는 시민참여와 주권을 확
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과정으로, [그림 1]과 같이 권한이 정부 기관 밖으로 이동하여
가장 많은 주체를 포괄하므로 ‘주민자치’와 연계된다. 이는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교육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
나 투표의 권리 확대로 정치적 분권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된 정치인과 지방
정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입법 권한
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Falleti,

2004; Brancati, 2006).

행정과 입법

의 부분적인 독립성으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보다 여전히 낮은 권한을 가지며,
법적 위계에 의해 통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위 분권화의 세 가지 영역에서 지방정부에 권한이 이동된 정도를 사무분산, 위임, 이

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Fiske,

2003).

관련 문헌 중

1996; Ozmen, 2014; Rondinelli et al., 1984; Schneider,
Schneider(2003)와 Ozmen(2014)은 이와 같은 강도 구분이 행정적

142

교육행정학연구

분권화에 국한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의 재정적·정치적 분권에서도 권한 배분
의 수준과 의사결정자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도의 구분이 반드
시 행정적 분권화 영역에 국한하여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무분산은 여전히 중
앙정부가 통제하는 가운데 일부 업무를 하부 단위로 이전하는 것으로 관료제의 한 형태
로 볼 수 있다(Fiske,

1996).

이는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지방정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보다는 중앙정부의 업무부담 경감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위임은 의사결정 권한을 하부 단위에 빌려준 것으로 상부 기관에서 규정
한 특약 내에서 이루어지며 언제든 권한이 회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Fiske,

1996).
이양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시장과 의회를 선출하고, 직접 세금을 징수하며, 투
자 결정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공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Ozmen,
2014). 이때에는 권한이 완전히 하부 단위 고유의 것으로 이전된 형태로, 하부 단위의
독자적 지위가 인정되므로 중앙에 의해 단순히 회수될 수 없다(Fiske, 1996).
분권화의 실행주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이동한 권한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한
다. 예컨대 권한이 전혀 이동하지 않고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 [그림

1]

에서 원점에 해당할 것이다. 일단 분권화되어 권한이 이동한다면 그 주체는 각국의 교

육행정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 단위학교 현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분류가

McGinn & Welsh(1999)의 분류로, 주·광역(state·provincial) 단위 기관, 시·읍·군
(municipal) 단위 기관, 그리고 단위학교로 구분하였다. 반면, Fiske(1996)는 분권화의 실
행 주체를 광역, 지역, 구역, 학교 현장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같이 레지옹
(région), 데파트망(départment), 꼬뮌(commune), 단위학교로 구분되는 보다 여러 계층
구조를 갖는 교육행정 체계에 더욱 적합한 분류라 할 수 있다.
이상 교육 분권화의 다차원적 특성 이해를 통해 교육 분권화가 그 영역별 강도와 주
체에 따라

3차원의

Fiske(1996)는

공간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그 어느 국가도 같은 분권화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한 바 있다.

물론 기준에 따라 한국은 군부 정권의 해제와 민주화를 겪으며 정치적 분권화가 가장
발달한 형태로 브라질, 스페인, 콜롬비아 등의 국가와 함께 분류될 수 있다.
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한의 분권(décentralisation

minimale)

Mons(2006)

모델로 전통적으로 중앙집

권적인 조직을 가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등의 국가와 함께 함께 분류되기도 한다

(Blagorazumnaia & Shabo, 2017

재인용). 그러나 교육 분권화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결코 그 어느 국가와도 같은 형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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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에의 적용과 이해

현실의 교육자치 양상은 당해 국가 및 사회의 자치 역사를 반영한 입법 정치를 따른
다(고전,

2008; 황현정, 2019에서 재인용).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의 법에 의해 중앙-지방의 관계(교육분권 및
지방자치)와 일반행정과의 관계(교육자치)가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얽혀있으므로, 앞서의
단선적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제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술한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를 이해하되, 현실의 법제도를 반
영하고자 교육자치와 관련한 내용을 일부 포괄하여 서술한다.
먼저 교육의 행정적 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
기본법」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중앙과 지방이 권한의 공유체제를 취하고 있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구분이 모호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
질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조석훈,

2010;

고전,

2011).

더욱이 지방의 교육방침이 중앙의 교육 시책 및 인식에 부합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이양된 권한이 국가의 직·간접적 관여를 통해 다시 회수되는 사
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김창우, 김규태,

2014).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12조 제2항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교육자주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행정적 분권화 실행주체는 주로 광역 단위 교육감이며, 온전히
교육·학예에 관한 대표권과 자주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양의 수준이라 말하기 어
렵다.1)

다음으로 교육의 재정적 분권화는 중앙-지방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행정-교육

행정의 수평적 관계가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6년도 결산기준 지방교육재정
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이전수입의 비중은 82~88%로 지방교육재정의
이전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나민주, 2018). 지난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을 통해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일반회계에 의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이다. 세

1) 본 연구에서 교육 분권화 각 영역의 강도와 주체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불
과한 것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교육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적용 연구 등이 요구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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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분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감액을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재

정 운용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결
국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과 세출 분권 모두 자율성과 독립성에 제약이 존재하며, 특히 교
육비특별회계운영기관의 과세 자주권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재정적 분권화는 광
역 단위에서 매우 제한적인 위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분권화는 가장 발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함에 따라 지

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의 선출 주체는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다. 선출
된 교육감은 동법 제20조(관장사무)와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에 따라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정된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등에 의거 지역 내 학교의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앞서 행정적·재정적 분권화와 교육감의 권한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으므로 단언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육의 정치적 분권화 실행주체는 일선 현장
및 주민에게까지 확대된 형태이며 교육감의 독자적 입법 권한도 인정되므로 이양 수준
의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는 각 영역별 실행주체와 강도가 다소 불균형하며,

주체 간 권한의 배분 규정이 불명확하여 갈등의 여지가 산재해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교육자치정책협

의회’가 출범하여 권한 재조정 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다음

<표 1>과

같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선정하고 재조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약
양되었다(하봉운,

2020).

1~2차

93%의

걸쳐 총

123개의

우선정비과제를

과제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

다음으로 교육자치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자치정책

협의회 실무협의회 산하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 및 전문가들은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포럼’을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을 도출하였다.

추진 주체에 따라 법률안 간 세부 조항의 내용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

으로 교육부에 편중되어 있는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적극 이양하고 규제적
지침을 폐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방향을 같이한다. 두 법률안 모두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할 때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열거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
을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열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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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국가사무만 교육부장관 소관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표

<

1>

문재인 정부시기 교육자치분권을 위한 주요 추진체계

구 분

교육자치정책
협의회

(2017. 8. ~)

교육분야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법률 정비

(2018. 4. ~)

구 성

주요 추진 내용

• 의장 2인: 교육부장관, 교
육감협의체 대표자
• 16인 내외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실장 2
인 및 교육감, 위촉 위원
으로 각계 전문가, 현장
교원, 관계기관 장 등

•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을 위한 우선
과제 정비: 교육부 업무 중 불필요하게 현
장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업무 정
비 추진
• 교육자치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중앙과 지
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 및 다양한 관련 법
령(교육권한 지방이양 일괄법, 지방자치관
련 법령 등) 정비 합의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특별법」(가
칭「지방교육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 교육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 전문가 등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마련
및 관련 법률의 일괄 정비: 총칙에 해당하
는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과 사무배분의 원
칙 등 명시, 이에 따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등 7건
의 법률 내 총 70개 조문 개정을 통한 교육
부-교육감 권한 재조정
• 일괄법에 따른 개별 법령 정비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특별교부
금 비율의 추가 조정, 세출예산 편성 및
감액시 시·도지사 협의 조항 삭제 등
2)「지방교육재정법」신설 추진
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교육
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등 개정,
교육지방분권 추진위원회 설치 등 조항
신설

한편,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제4조 교육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에서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은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및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명시하였다. ‘학교자치’가 교육의 지
방분권 기본 이념으로 명시됨에 대해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초·중
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학교 민주주의’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 교
육의 지방분권이 모든 실행주체 간 적정한 권한의 배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
운영방식의 민주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두 법률안 모두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자치’ 내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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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기는 어려우며, 법령 정비의 대부분이 교육부와 교육감 사이의 행·재정적 권한 조
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앞서 다차원적 영역, 실행주체 그리고 강도로 구성된 교육 분권

화의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변화는 행·재정 및 정치적 분권의 실행주체가
교육감에만 이양의 강도로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는 양상이므로, 중간 층위의
비대화가 우려된다. 교육 분권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교육감의 권한 확대가 아닌 학교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권한 및 사무조정 역시
주요한 논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를 표방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한 재배분에만 주력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일반행정과의 관계에 혼선을 유발하는 각종 법률들도 교육자치분권의 실효성을 제약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분권 정책과 추진 중인 법률안의 기본 이념 등을 살
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민주성)’의 가치를 교육 분권화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주요 근거이자 동시에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교육 분권화의 도입 및 평가 준거로 민주성보다는 효율성,
형평성 등의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 분권화를 적극 도입·적용한 바 있다. 비록
도입 목적은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 등의 중요한 전통적

가치들은 교육행정이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가치들로, 국내에서도 교육 분권화가 이러
한 가치들의 사회적 실현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어지는 장에서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

본 장에서는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를 특히 효율성, 형평성과 관련하여 비판

적으로 재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제Ⅱ장에서 정리한 교육 분권화의 제반 이론은 대체

로 일반행정의 이론에 터하여 실행주체 간 행·재정적 권한의 배분에 집중하고 있으나,
교육에서는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편성·운영 권한의 재분배 또한 매우 중요한 개혁 대상
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자치 로드맵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권한의
재분배’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과정 분권화라는 현안을 예시로 하여, 중앙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간

권한의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가치 간의 교환(trade-off) 또는 상호보완적 관계
를 해석하고, 향후 논의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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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권화 도입원리로서 효율성

분권화 구조의 거버넌스 도입은 그것이 교육체제를 관리하는 데에 더욱 효율적일 것
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효율성은 ‘행정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 분권화의 도입원리로서 행정적 효율성은 중앙과

지방 간 거리에 따른 근접성 제약을 극복하여 정책 전달력을 높이고, 순 행정비용을 절
감하는 것과 관련된다. 만약 중앙정부가 단일한 공공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의 한계 비용이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보다 더 적다면 국가는 당연히 중앙집
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주민 개개인에게까지 정책을 전달하
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너무나 큰 거리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때 분권화
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생산·전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각
종 비용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보다 정책을 더 빠르게 전달하고 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최적의 규모를 갖

추어 생산하고, 이것을 접근성이 좋은 여러 작은 정부에 제공하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민간 위탁이 정부 내(in-house) 생산보다 효율적이라 보기도 한다.

다만, 이론적으로 분권화의 행정적 효율성은 정치적 분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지

방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완전 중앙집권형 정부형태를 가정한 상태에서 그 효용
을 피력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분권화가 반드시 행정적 효율성을 담보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Daniel

Treisman, 2007: 53-73). 따라서 정치적 분권화 수준과 함께 생산 기
술, 지역 수요, 의사소통 비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부 층위(tier)와 크기
(size)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절대적 크기가 크지 않으며, 서로 다른 인종, 언어, 문화가 결합된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여러 층위나 크기의 정부로 구성될 필요성이 적
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도, 거리의 제약 및 지역적 이질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방식이 반드시 행정적 효율성을 크게 저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분권화의 도입원리로서 경제적 효율성은 주로
을 근거로 하여 논의되고 있다.

Oates에

Oates’s Theorem (1999)

따르면 한 정부 내에서 생산되는 공공서비스는

한 가지 수준으로만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공급·소비되므로 다른 선호를 가진 주민은
불가피하게 공공재의 과잉 혹은 과소 공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때 만약 서
로 다른 수준과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면 주민은
자신의 선호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각 지역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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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선호를 가진 주민들로 분류되고, 각 지역 내 주민의 선호가 비교적 동질적으로 구

성되므로 지방정부는 이에 적합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에 용이한 상태가 된다. 따라
서 분권화된 다중심적(polycentric) 정부 형태는 수혜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자원 배분
이 가능한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는 생산적
에 규모의

efficiency)과 공공서비스 투자 대비 효용을 극대화하
효율성(productivity efficiency)을 충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단기간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효율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장

기간에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
대된다. 사실상 규모의 경제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맞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Weiler,

1990).

Oates’ Theorem(1999)의 가정을 과연 ‘교육’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분권
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의 영역에서는 효율성 외에도 어떤 가
치가 밀접하게 관여하는가? 첫째, Oates는 중앙과 지방의 공급비용이 동일하여 규모의
경제가 없음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수요측면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만 초
점을 둔 것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적 효율성은 분명 존재
하며, 특히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은 국가 수준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육과정의 생산적
효율성이 더욱 뚜렷하다. 분권화된 환경은 공급비용의 증가로 인해 생산 효율성이 제약
을 받으므로 배분적 효율성을 상쇄하여 오히려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즉, 지역
그러나 일반 공공서비스를 전제로 한

별 서로 다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이 배분적 효율성을 제
고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는 상당한 전문인력, 재원 및 관련 자원이 소요된다. 이때
기존 국가수준 교육과정보다 지역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 더 크다면 오히려 생
산적 효율성은 저해될 수 있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주민과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다수의 선택 가능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을 가정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
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교육과정 분권화는 지역 및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적 요구
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적
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 및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육적 요구’의 존재 여부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역 간 차이를 지역적 특수성

(specificity)보다는

지역 간 격차(disparity)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실제로 서로 다른 교육적
선호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하기 어렵다. 만약 서로 다른 교육적 선호가

존재하더라도, 지역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조건은 충족되기 어려워보인
다. 지난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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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교육내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박순경, 2008; 나민주 외, 2017).
셋째, Oates는 외부효과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교육은 그 어느 공공서비스보다

강한 외부성을 가지며 동시에 긍정적 외부성을 갖기를 기대하는 분야이다. 교육내용의
핵심은 지식으로, 지식은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부성을 발휘하여 공적 지식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될 때 교육의 공공성 의
미가 정당화되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성병창,

2007).

따라서 지역 간 경계가 탄

력적인 도시에서 빈곤층 집중이 완화되고 학교의 차별적 분리 현상도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만큼은 오히려 광역권으로 통합되고 서로 교육 효과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김석태,

2019: 407).

예를 들어, 최근 진로교육에서 지역

내 진로체험 인프라가 중요한 정책 성패의 요소로 강조되며, 지역의 불리한 조건을 극
복하기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 분권화의 재구성 과정에
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도 중요하지만 시·도교육청 간 교육과정 연계 운영 및 공유 체제
의 마련을 통해 긍정적 외부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이론적으로 분권화된 환경에서 주민들은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

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며, 지역 간 완전 이동성(mobil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교육당국의 종사자

들은 교육 수요자의 선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또한 교

육청별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성과나 품질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선호에 따라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는 가정 또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라 할 수 있다.
이상 여러 가정의 비현실성과 현실의 제약에 의해 교육과정 분권화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메커니즘의 작동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과정 분권화의 자율성 추
구는 효율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치의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맥
락적 지식(local

knowledge)을 가진 전문가 및 행정가의 자율적 권한 발휘‘라는 중요한
가정을 간과한 논의이다. 분권화된 환경에서 만약 교사가 충분한 학교 및 지역의 맥락
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적 권한이 주어진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면서도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 교육 분권화의 효율성
관점에서 교수학습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질 경우 학생
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향상된다는

Luschei & Jeong(2020)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

다. 이 경우에는 개발·보급과정에서 일부 발생하는 비효율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의 전체

후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즉 ’교육‘ 분권화 환경에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과 같은 가치들이 교호 작용하며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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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중

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과정 분권화가 궁극적으로는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교육 분권화와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교육의 행·재정 분권
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계 분석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히 혼재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Barankay & Lockwood (2007)와 Falch & Fischer(2012)의

연

구에서는 분권화된 교육환경이 학업성취도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는

OECD 선진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결과로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
다. 반면, Bardhan(2002)과 Robinson (2007)은 비(非)선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들 국가의 분권화는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보다는 지역의 빈곤 완화 목적이 더욱 강하
며, 민주주의 및 정치적 책무성 체계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율성 제고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Galiani & Schargrodsky(2002)는

교육 분권화와 효율성의 관

계에서 지역의 재정적 역량이 주요한 조절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와 유
사하게

Hanushek et al.(2013)은

교육 분권으로서 학교 자율성의 영향력이 국가의 경제

개발 수준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국내 맥락에서 교육 분권화와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Cho(2017)의

Jeong, Lee, &

연구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여러 차원이 상

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한 차원의 발달이 다른 차원을 제고하거나 역으로 제약
할 수 있다는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 분권화와 학업성취도, 학교 자원 등의 관계를 분석
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재정적 분권화는 교육 성과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치지만, 정치적 분권화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예산 활용에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분권화의 수준이 교
육 자원과 성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

합하면, 교육 분권화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확언하기는 어려우며 지역 내 재정적 역량
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이 중요한 성패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 분권화와 형평성

전통적으로 분권화 논의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중되어왔다. 또한, 교육 분권화

자체가 형평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인 교육의
혁신 과정에서 형평성을 적어도 효율성과 동등한 주요 가치로서 고려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벗어난 지방정부의 통제는 지역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진작하고 지역주민에게 선택권을 나누어 주므로 적어도 의사결정의 권한에 있어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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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 형평성의 제고를 암시하고 있다(Poteete,

그러나 이를

Oates’ Theorem과

같이 주축이 되는 단일 이론으로 정리하기는

다만 교육 분권화가 형평성 제

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몇몇 학자의 공통된 관점 또는 주장이 존재한다.

Sergio Boisier(1992)는

분권화가 ‘정치적 힘’과 ‘생산적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자원의

결합을 통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분권화는 비기득권층에게 투표권과

같은 더 많은 정치적 힘을 부여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
또한, 기업, 연구소, 정부 기관 등이 하나의 덩어리로 밀집된 지역 내 축적된 고유한 자
본을 활용하고 서로 빠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
일 수 있다. 한편

Von Braun & Grote(2002)는 ‘지역

공동체의 정치경제’와 ‘지방정부의

경제관리 변화’를 통해 분권화가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정치경제적으로
분권화된 환경에서는 중위 투표자의 범위가 사회적 약자에게로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이
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의 힘을 부여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경제관리면에서, 지역
의 재정적 역량이 중요하므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투자와 구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Robinson(2007)은

분권화가 정치적 리더십, 빈곤층의 정치적 동

원, 행정관료의 기술경영 역량 등을 제고함으로써 형평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는 일반행정의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국

가가 분권화의 추진과정에서 형평성 저하의 문제로 다시 중앙집권화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관계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며 지방 재정
을 기반으로 지역적 책임에 의해 학교를 운영해 온 미국 역시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John

Dayton, 2013). 특히 재정적 분권화의 맥락에서 형평성 가치에 대한
쟁점은 더욱 부각된다. 기본적으로 분권화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므로 지역적 격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이다. 단위학교의 재
정이 지방재정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한 지역은 부족한 교육자원과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세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으므로 빈곤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교육 분권화가 형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거나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가 분권화로 인해 심각한 지역 내 재정

Burki et al.(1999)는 남미의 일부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권화

와 관련하여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분권화가 학업성취도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또는 ‘교사 및 교

육과정 질 관리’ 등과 같은 통제가 불가피함을 역설하였다.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국가를
분석한

Poteete(2004)

또한 분권화에 의한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이 재정적으로 이를 실현할 역량이 불충분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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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적 약자층 배제가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 강화되어 정치적 분권의 환경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소외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는 교육 분권화에서 형평성이 달성되기 위
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민 교육과 정치·경제적 질이 요구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Robinson(2007)의

국내에서 교육 분권화에 따른 형평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물은 아직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과 읍면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교
육 격차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교육감 주도의 지방교육 시대가 열리며

지역 간 교육 시책에도 점차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지역 기반의 교육 서비스 제

공이 형평성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교육감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황현정, 2019)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교육과

정의 획일성은 분명 문제이며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은 제고되어야 하지만, 선출
직 교육감에 의해 지역별 교육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효율성 논의와 종합해보면, 교육과정 분권화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개정)하는 차원’의 분권화와 단위학교 및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의 분권화를 구분한

교사를 통해 학생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제된 논의가 요구된다. 교육과정 분권

화를 양자 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 공공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이다. 비효율과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여타의 공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후자가 가장 우선적인 추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교육과
정 적용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의 불필요한 관
여를 없애고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본 장에서 다룬 교육과정 분권화는 교육 분권화의 한 단면으로, 이외에도 교육

분권화 각 영역의 재구성이 공공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
론 교육 분권화 각 영역의 발달이 공공가치에 시너지 또는 상호보완의 효과를 가져올 수
도 있으나, 달과 터프트의 딜레마(Dahl,
더 높은 강도의 분권화가 다른 영역의

R. A. & Tufte, E. R., 1973)와 같이 한
높은 분권화와 상충하거나, 그 효과성을

영역에서
제로섬의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영역의 분권화 강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공공가치 실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분권화 과정에서 지역 교육과정 자율성 제
고는 효율성 및 형평성과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
용 권한 확대는 형평성의 가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교육감의 권한 강화 및

시민 참여주의와 같은 민주성 확대 노력은 행정의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의 지방 분권화와 공공가치,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재고찰

Ⅳ
1.

.

153

교육 분권화와 민주주의 교육

교육 분권화와 민주성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 재고찰에서 ‘민주성’의 가치는 앞서 효율성 및 형평성

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민주성의 가치는 교육 분권화에 내재된
속성 그 자체로서 교육 분권화에 당위성을 제공하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서도 민주성의 가치는 교육 분권화 추진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물론 분권화 개혁이
권위주의적이거나 민주적인 환경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권화가 민주화

(democratiz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Falleti,

2004).

다만 대중에게 가장 가까운 수

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수가 많아지고 주민
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므로 교육 분권화에 민주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우리 교육은 궁극적인 목적을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교육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이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실현하는 가운데 민주시민 교육에 적
합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교육기본법」제2조(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
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란 미래사회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18). 또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 하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사람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등을 인식하
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배한동, 2016: 22-30).
그렇다면 민주시민은 어떤 교육환경에서 잘 길러질 수 있는가? 목적론적 차원에서 교
육이 민주시민의 양성을 추구할 때, 수단적 차원에서 민주시민 양성에 적합한 교육·행
정 환경으로 교육 분권화를 상정해볼 수 있다. 분권화를 주창한 다양한 철학자 가운데
본 논문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토크빌(Tocqueville)의 사상을 주요한 근거로 하여 분권
화와 민주성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분권화를 ‘민주주의의 학교’로서 민주시민 양성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한 토크빌의 사상이 위 ‘민주시민 양성에 적
합한 교육·행정 환경으로써 교육 분권화’ 명제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1835)는 프
랑스에 적합한 최선의 정치체제를 밝히기 위해 그가 미국을 여행하며 고찰한 내용을 담
고 있다. 그가 미국에서 발견한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는 기초 단위 지방정부의 자치적
운영을 의미하는 ‘타운십(township)’이었다. 타운은 미국의 주(state), 카운티(county)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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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자연 발생적 기초 행정단위이다.2) 미국의 제도에서 타운과 연방정부의 관계는 개

인과 타운의 관계와 같다. 타운은 연방정부에 대해서 개인처럼 행동하며 개인의 주권과
같이 타운도 주권을 가지므로, 타운이 가진 자주성은 주권재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
식된다(Tocqueville,

2011: 66).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권리와 자율을 가진 타운은

어떻게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가?

토크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이해하며 ‘적절히 이해된 자기 이

익의 원리(doctrine

of self-interest properly understood)’를

견지하였다. 따라서 사람들

이 타운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시민의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기심 또는 이익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다(Gannett,

2005).

즉 타운은 분명 자유에 의해 작동되지만, 시민들이 참여한 의사결정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 또는 공공의 행복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신의 사유지 위로 지나가는 지방도로 건설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
한다.

비록 사적 이익과 결부되어 시작된 것이나,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지역 현안에 관

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점차 참여와 연대의 힘을 깨닫게 된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번영하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점차 겸손하고 좋은
매너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며, 자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과 인권을 고려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참여의 경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체득되며, 결국 가까운 생활세계

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기초적인 민주주의
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타운에서의 참여가 자유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
는 교육적 효과를 내는 것이다(서병훈,

2015).

그러므로 토크빌에게 분권화와 교육의 연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지방 타

운 정부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초등학교(primary
유하였다(Tocqueville,

1835: 78).

school)’에

비

“타운과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와 같다. 타운은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아 주며,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고 익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인민은 타
운이 없어도 자유로운 정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자유의 정신은 가질 수 없다.”

2) 엄밀한 의미로 ‘타운’은 우리의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개념이 아닌 분권화된 지방 내 존재
하는 자율적인 ‘협의체(associations)’임. 타운은 대의제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공공 의
사결정을 조정·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가장 기초적인 행정단위로서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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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이라는 초등학교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서로 연대하고
끌어당길(magnet)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주의에 맞서 대응하는 민주시
민을 양성할 수 있게 한다(Gannett,

2005).

토크빌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일에

관한 최선의 판단자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 원칙이다(Tocqueville,

2011: 126).”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운

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아마 유일한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정부
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Tocqueville,

2011: 166).”

라고 표현함으로써 민주시민을 형성

하는 데에 가까운 생활세계에서 실질적인 참여 경험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대의 민주주의가 필연적 제도로 자리잡으며, 개인은 대중이라는 거대 권

력집단에 그저 편승하거나 함몰될 수 있다. 그러나 분권화된 지역사회에서 다시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며, 사회는 주인으로서 개인을 바로 세우고 지나친 개
인주의의 확장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활발한 지방자치를 통해 개인은 국가의 번영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a

truly public-minded citizenry)으로

성장

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스스로 하나의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자립

(self-reliance)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Brian

Danoff, 2010: 25).

이러한 관점은 우리 교

육의 목적인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어떤 정치적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문제뿐
만 아니라 어떤 환경을 조성하여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권화된 환경의 지방정부 및 지역 공동
체를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Albert

Breton, 2000).

이러한 맥락에서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도 시민성 제고를 위한 정치참여와 분권화를 장려하고 있
다(Albert Breton, 2000).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일반인의 정치참여는 그들의 시민으로서
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과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교육 분권화가 반드시 민주적인 교
육 체제로의 진전을 담보할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Architecture of Government」에서

Daniel Treisman(2007)은

「The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

치적 분권화가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현실에서 시민들은 공
공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후보자를 지지
하므로, 지지율을 의식하는 후보자의 공약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leadership

selection game).

당선이 된 후, 정책의 실행과정에서도 선출직 지도자는 재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때로 일부 이해관계자의 로
비가 작용하기도 한다(policy

game).

그리고 일반 시민은 이렇게 도입된 정책에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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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비경제적 자원을 재배분하며 또 다시 개인의 효용을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활용하고자 한다(economic

game).

다층적 구조를 갖는 분권

화 체제에서는 층위 간 경쟁까지 더해서 이러한 전략적 게임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국 분권화된 정치 체계에서 역으로 더 심한 정책 실패와 부패가 나타날 수 있다. 실

제 서유럽, 남미 등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정부의 부패와 제한된 자율성으로
인해 분권화가 시민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oldfrank,

2007; Meguid, 2003).

그렇다면 교육 분권화가 민주시민의 산실로서 실

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체제를 형성해야 하는가?

2.

민주시민의 산실로서 이상적 교육 분권화 체제 탐색

본 연구는 그 철학적 기반의 검토를 통해 분권화에 내재된 민주성의 가치를 재확인하
였으나, 현실에서 교육 분권화가 반드시 민주시민의 양성 및 민주적 교육체제를 담보하
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권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서 토크빌의 사상에 대한 고찰
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은 정치적 지식의 학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참여가 강조
되어야 하며, 이때 분권화된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를 교육환경으로써 활용할 수 있음
을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주로 성인의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분권과 참여를 강조

했던 토크빌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학교에서 청소년 시민의식 교육에까지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며(Patrick,

2002; Sonja Schoeman, 2006; Wagner, 2007 외) 공간과 연령의 제약을
뛰어넘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즉,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
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교육의 주체가 학교,
지방정부, 국가의 단위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장
소가 학교 안팎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구분이 없으며,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 또는 성인
이라는 연령집단의 구분도 없다(Aygül Oktay, 2013).
이처럼 개인과 사회, 학교의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 체제로 인식하는
관점의 이론적 기반을 존 듀이(John Dewey)로부터 차용할 수 있다. 물론 듀이가 지방분
권이나 교육 분권화를 주창한 학자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고도로 발전된 산업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현되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적 관심사를 표명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고심하였다(김명환,

2018: 75).

결론적으로 듀이는 민주적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개발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라는 그의 신
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였다(Bernstein,

1995: 62-69).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본은 이웃의 지

역사회로, 협력적 관계의 민주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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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Waks,

L. J., 2011). 즉, 듀이에게도 민주주의의 발전은 학교
안팎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학교는 사회생활을 배아(胚芽)의 형태로 축소해야 한다.”(Dewey, 2016: 208)라는 표
현은 그가 상정한 이상적 교육체제에서 학교의 역할과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학교가 학생에게 어떤 특수한 직업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학
생의 일상생활과 연관되도록 주위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즉, 학교 교육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연속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김정금,

1992).

따라서 사회가 진보된 민주주의를 추구

하고자 할 때 그것은 학교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교가 민주주의를
교육하고자 할 때 그것은 학생의 환경-학교, 지역 공동체, 교육행정기관-에 그대로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교육체제에서 학교는 사회 이전의 단계가 아니며, 학생은

시민 이전의 상태가 아니다. 학교 자체가 사회이며 학생 자체가 시민이 되는 것으로 학
생-학교-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결국, “학교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
는 곳이다.”(Dewey,

2016: 15)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 분권화를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적 교육체제를 구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외연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형태에 변화를 가하는 과정
에서 마치 공동화(空洞化) 현상처럼 학교가 제외된다면 온전한 형태가 될 수 없다. 마찬
가지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함에도 이를 지원하는 외
부 교육행정 거버넌스가 여전히 비민주적이라면 그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민주시
민 양성에 적합한 환경의 제공을 위해서는 토크빌의 사상에서 일반행정 체제의 가장 기
초 행정단위인 타운이 구심점이 되었듯이, 교육에서는 교육행정 체제의 가장 기초 단위
이자 학생의 생활세계와 가장 가까운 학교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

2]의

이상적 체제와 같이 분권적·민주적 교육체제는 사회적 배아인 학교

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전체에 일관된 형태로 반영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학교 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도 부여

함으로써 의사소통 속에서 타인과의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
교 외연에서 이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는 경험적 생활양식 그 자체로서 자연스럽게 사회 구
성원에게 전수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한 개인이 사회로 배출되며 그

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속된 지역 공동체,
지방, 더 나아가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성숙한 사회 전
반의 민주주의는 선순환하여 다시 단위학교에 반영될 것이다.

158

교육행정학연구

그림

[

2]

민주시민의 산실로서 교육 분권화 체제

이러한 이상적 교육 분권화 체제는 듀이가 상정한 유기적 교육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그가 이상적인 행정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한 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그 역시 교육에의 접근과 마찬가지로 과정 중심의 참여적 민주주의, 상향식 정책 결정

을 선호하였으며, 더욱 합법적인(legitimate) 민주적 권위의 정부를 진작하고자 노력하였
다(Stever,

1993).

실제로 듀이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민주주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 유

용한 프레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조명되며, 공공기관이 구성원에게 권한을 배분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규범적으로 의존(normative
델로도 확장되고 있다(Visnovsky

& Zolcer, 2016).

dependence)하는

참여적 정부 모

민주적인 인간은 민주적인 환경에서 길러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학교운영

위원회 활성화, 학생·학부모·교사회 등의 교육자치기구 제도화 노력, 서울시교육청의 학

교자율운영체 출범 등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교육자치기구와 학교자율운
영체는 토크빌이 말한 자치협의체로서 타운십의 개념에 매우 부합하는 형태로, 학교 민

주주의 발전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교육 개혁의 과정에서 교육부와 교육

감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자치 사무와 권한을 확장하여, 교육의 독립성
과 자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앞서

Treisman(2007)

Daniel

등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환경 내 정책의 수립·실행과정에 여

러 이해관계자의 전략적 게임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직 지도자의 권한이 지

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 분권화의 재구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학교이다. 하나의 사회가 개화되어감에 따라 교육주체들이 할 일은 현존하는 업
적들을 그대로 옮기거나 보존하는 것에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마
련하는 것까지 지속되어야 하며, 그런만큼 학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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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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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 따라서 향후 교육 분

권화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과 권한 재구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논점이 될 것이다.

Ⅴ

.

결 론

먼저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교육 분권화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그 개념과 원리, 다차

원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교육자치분권의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 양상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분권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

서는 교육행정의 실천적 가치로서 공공가치 특히, ‘효율성 및 형평성’과 교육 분권화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재탐색해보았다. 이론적 가정의 비현실성과 연구 맥락의 다양성으로
인해 교육 분권화와 공공가치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공가치 간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
된다. 또한, 국외 연구는 주로 교육 분권화와 효율성, 형평성의 관계 고찰에 집중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자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분권화 그 자체에 내재된 속성으로서 ‘민주성’의 가치는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하는 시류 속에서 분권화 추진에 강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핵
심 가치로, 교육 분권화와 민주성 및 민주주의 교육을 별도의 제Ⅳ장으로 구성하고 그

철학적 기반으로서 토크빌과 듀이의 사상을 고찰하였다. 교육 분권화가 우리나라 민주
시민 교육에 매우 적합한 교육·행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으나, 교육 분권화가 민주

주의 그 자체에 조응하는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분권화의 재구성
과정이 민주시민의 산실로서 실효성 있는 교육행정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형태
를 구상해보았다. 실질적인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은 교육체제가 하나의 유기

체가 되어 ‘민주주의의 학교’로 기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교육 분권화
재구성 과정에서 교육감 및 지역 공동체와 함께 그 중심에 위치한 ‘학교’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탐구과정은 우리나라 교육 분권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
로 그것이 정언명령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해
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서구의 경우, 중앙집권적 정치질서와 지

방분권적 정치질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계추와 같은 흔들림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부터 시작하여

21세기

현대 국가까지 정치 권력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교대로 작

용하며 항상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이동해왔다(김석태,

2019: 26-27).

따라서 지금의 교

육 분권화 논의 또한 분권과 집권의 거대한 시계추의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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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전을 모색하는 과정일 것이다.
토크빌 역시 지방자치를 언제나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몽된 전문가의 지도와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Brian

2010: 28-34).

Danoff,

대표적인 지방자치의 철학자 알투지우스가 지방정부의 독자적 권리와 능

력은 인정하되,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관념의 보충성을

적용하여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분권화 논의는 중앙-지방-단위학교의 위계적 관계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
가 아니라, 각 주체들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답을 구하는 것
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교육 분권화의 이론과 선행연구, 철학적 배경 등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가 검토한 문헌들은 교육 분권화 관련 연구물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로 독자적인 교육행정 이론보다는 일반행정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용·분석
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국외 맥락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 교육행정 및 교

육활동의 분권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우리나라 고유
맥락의 교육자치분권의 양상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이론 체계 정립과 교육 분권화의 성
과 분석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3) 첨언하면, 국내에서 교육 분권화가 제반
이론 및 철학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요인들 중 하나가 교육행
정-일반행정의 관계에 대한 법률의 비일관성 및 제약 사항들이다. 교육자치분권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익명의 심사위원님께서 최근 초정권적·초당파적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논의를 교
육 분권화의 실행주체와 관련하여 서술해볼 것을 제안해주셨음.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성격,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가 제시한 여러 실행주체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혼란을 가
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는 포함하지 않았음.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기존 교육 분권화 실행주체들의 권한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
적인 토론·연구를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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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education decentralization has become a core discourse in the recent
educational innovation progres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ories and
philosophies that underlie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critically re-discover it
based on public values. First of all, by theoretically arranging the concept and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decentralization, this paper
tries to understand its aspect in Korea objectively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various domains and agents. Next, we crit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public values. Public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equity, are essential practical tasks in education
and need to be carefully analyzed and confirmed to ensure that education
administration attains these values. Lastly,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s a
core value inherent in education decentralization justifies decentralization itself.
Therefore we cover democracy in decentralization as a separate chapter in that
it has a special meaning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citizens, the
purpose of education in Korea. Based on the philosophers Tocqueville and John
Dewy's idea, education decentralization can provide a very suitabl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democratic citizens' development. However,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ver disregards the significance of a 'school'
as the cradle of democratic citizens while recompos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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