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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발전 과정,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고찰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5가지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모델은 지
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시의 투명성 확보
를 위한 모델이다. 두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 구성원들 및 지역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이행
절차의 바른 컨설팅을 위한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이다. 이 모델은 교육거버넌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강화 모델이다. 네 번째 모델은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설적으로
마련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다섯 번째 모델은 조정기관 활용 모델이다. 지역내 협력적 교육거
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다. 각 모델의 정의,
내용, 특징 등이 논의되었고 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사회, 교육공동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혁신교육지구, 모델]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
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 이 연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적 교
육거버넌스 정책 추진 방안 연구 (2018-181)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2020년 한국자치
행정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2020.10.16 전북대학교)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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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
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공교육의 주
요 목적은‘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며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상황에는 경쟁적 학습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경쟁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학습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경쟁은 결국 교육기본법
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의 추구(헌법 제10조)와 교육의 평등 상태(헌법 제31조 참고)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2012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조사
결과, 한국 학생들은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다’,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질문에 대하여 64개 조사대상 국가
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였다(성병창․이상철, 2016: 14-15). 이는 우리나라 학교 현실에서 무
엇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각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학
교혁신을 꾀하고 있다. 2009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는 부산광역시가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하였고 울산광역시도 2017년부터 울산형 혁신학교인 ‘서
로나눔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은 공공성,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조성 등으로 규정한다(성병창․이
상철, 2016: 15-16). 특히 공공성과 민주성은 이미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교육의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교육기회와 가능성의 차별 없는 공유를 통한 모두의 성장
추구와 민주적인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한 교육 방향과 발전을 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가치이다. 이러한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 가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교육의 비대화,
공교육의 추락, 인성교육의 부족, 서열화된 대학구조,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의 지체(김용련, 2015: 260)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혁신학
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 현실의 어두운 면
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개
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적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공동체 정신을 실
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개념이다(박혜경, 2016: 117).
그 결과 각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로서의 혁신학교 추진에 그치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의 교육 주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교육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을 도교육청 내에 구성하였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인 지시와 집행을
요구하였던 이전의 정책 추진 행태를 벗어나 교육주체와 지자체 간에 상호협력적인 방법을 채
택함으로써 교육공동체로서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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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다행복교육지구’ 등은 결국 학교 변화와 공교육의 회복이라는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진정한 학교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성병창, 2017: 1). 이는 경쟁 지향적인 교육 현실
을 벗어나 협력과 배려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의 정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
육이념에 규정되어 있는 가치이다. 단지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았을 뿐이다. 이는 혁신학교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등 학교가 공동체의 공간으로서 교육주체들
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혁신은 단위학교만으로
성취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구성원까지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체계
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살피고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의 개념
최근 공동체라는 용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학교는 물론 종교단체, 문화단체
등 사회 각 조직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를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자유의지에 의해
서 결합되고, 가치와 규범의 공유를 통해 결속되는 개인들의 집합을 말한다’(김용련, 2015: 264).
즉 규범이나 가치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목적의 일체감을 이루는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어 community로 번역되는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의 특징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상옥, 2015: 198). 첫째, 지리적 경계로 구성되고, 둘째, 그 지역을 차지하
고 있는 땅에 완전히 정착하고 있는 인구, 셋째,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동질 요소와 상호 유대 관계가
있는 인구적 요소 그리고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이라는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사회적 자본이 있다(박상옥, 2015: 199-200).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구
성원들 간의 신뢰와 상호 부조의 규범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하는 일체의 신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적 자신을 포괄하여 지칭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를 학교와 접목하면 교육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공동체는 교육 현장을 매개로
결합하여 교육 주체가 형성되는 총체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조건 지어지는 교육 현상의 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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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기도 한다(김용련, 2015: 265). 일반적으로 교육공동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학교 교
육과 연관되어 있는 대상이나 기관,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등 기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과 학교, 학교와
교육단체 등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또한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의 주체
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서 교육공동체를 개념 정의할 수도 있다(박혜경, 2016: 118). 교육공동
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단순히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로 이해하는지, 아니
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공동체로 이해하는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개념에서 보면 현재 활발하게 발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
도일(2017: 416)은 마을교육공동체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
또는 한 가정의 학습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육효과보다 공동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더욱 크고 행복감을 마을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마을에 관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교육’, ‘함께 키우고 배움터 되고 주인이 되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다(정병흠, 2016: 164).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수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
수받던 학습 방법을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공동
체이다.
교육을 이해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즉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생들의 왕따 현상이나 학업의 중압감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 등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교육을
찾는 과정이 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 중심 세상은
소외 현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위협 아래 그 해답으로서 교육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왕
한신, 2005: 168).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교육공동체는 학습자의 소외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
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정병흠,
2016: 165-167). 지역사회 문화 역량의 중요성은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신 가치를 지켜 낼
수 있는 힘이 되며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식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서 확인된다. 이전까지 중앙정부 중심
의 행정과 교육은 일방향적이었다.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에서도 각 시․도교육청도 중앙정
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물결 아래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의 실현과 시민사회의 활약이 함께 요구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은
일방적 체제를 탈피하고 쌍방향적이고 참여적 체제로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
역사회 중심 의식은 지역주의와는 구별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지역 차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으며 연고주의와 결합하여 지역 편중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유재일, 2001: 107).
지역중심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외, 경쟁에 따른 교육의 황폐화 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김용련, 2015: 260). 교육 현장에서 큰 문제로 대두된 공교
육 회복은 단지 단위학교를 바르게 세워 회복하는 것으로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없고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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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협력할 때 그 가능성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와는 구별
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적 교육은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헌
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의 보장에 부합한다.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다. ‘모든 국민’이라고 하였으니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이 없다(헌법 제11조 평등권 참
고). 또한 지역에 따른 차별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적 교육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
반으로 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주민이 함께 연합하여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
움이 될 것이고 현실적인 지역 갈등의 문제도 각 지역의 특징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를 이루
게 함으로써 지역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
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각 지역의 교
육공동체 형성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각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이다.

2.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발전 과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5․31 교육개혁정책과 특
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경쟁 구조가 파생시킨 사회
적 병폐가 계기가 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조된 경쟁 체제는 결국 교
육에 대한 왜곡 현상과 무엇보다 대학입시 결과에만 매달리게 만들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버리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평등성과 기회 보장, 그
리고 교육 가치에 대한 상실은 공교육 현장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OECD에서 실시
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의 결과는 정상급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각 과목
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이다. 무엇보다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사교육은 해마다 그 규모
가 커지고 있고 영향력은 공교육 현장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왕따와 경쟁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무기력증, 폭력과 심지어 자살까지 부추
기며 이는 단지 학교 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학교, 시민단체 및 학부모는 각각 나름
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정점에 있는 대학입학정책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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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공교육 현장의 현실을 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이제 공교육의 회복과 학교생활의 즐거
움, 그리고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민․관․학이 별도로 활동하기보다는 협력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어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민․관․학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처음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협력
하는 공동체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그 시작은 단위학교의 혁신을 추구한 ‘혁신학교’로 볼 수 있
다. 우리나라에서 혁신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2009년 경기도이다. 혁신학교의 출발은 공
교육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각양의 다양한 해결방안과 정책들을 시도하였지만 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철학적 가치들이 등한시되는 경향들이 있었고, 교사들 자신의 성과에 목적을 둔
일시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교육 개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교
육의 현장에서부터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하고, 학교를 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되찾
기 위해 시작된 것이 혁신학교라고 볼 수 있다(박호성, 2016: 32). 혁신학교는 교사와 학생, 학부
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학교혁신을 꾀하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법, 특히 학
교문화에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학교는 서울과 각 시․도로 확산되었다. 지역마다 명칭은 서
울형혁신학교(서울), 혁신학교(경기도, 전북), 빛고을혁신학교(광주), 무지개학교(전남), 행복더하
기학교(강원), 다행복학교(부산), 서로나눔학교(울산) 등으로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회
복이라는 교육목표는 동일하다. 처음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 2009년 13개교에서 2015년 356개교
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로 시작된 교육혁신은 단위학교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학부모, 시민단체와 지역교육
청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한다. 2012년 경기도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정립하고 유관기관
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이러한 혁신교육지구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9개 교육청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성병창, 2017: 2).
공교육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혁신학교에서 출발하여 혁신교육지구라는 지역사회 협력체로
발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를 단위학교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지
역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적․행정적 협
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해 그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확대됨으로써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공동체의 긍정적 효과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는 지역 구성원들이 교육에 대한 가치와 현실을 공유
할 수 있고 재정적․행정적인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성의 강조라고 볼 수 있다(박호성, 2016: 37). 이러한 지역 기
반 교육공동체는 결국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형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지역
에서 실시하는 축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을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거나 학교와 연계된
학습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각 시․도는 이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로의 발전은 지역 교육 현실에 대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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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지역의 주인의식 함양, 그리
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효과를 나타낸다(박호성, 2016: 38).

3.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와 혁신교육지구
혁신교육지구가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특히 대학입시는 그 절정에 이른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
서 교육은 과정보다 결과 중심이 되었다. 즉 학업성취도에 따른 대학입시의 결과는 한 학생과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각 지역의 역량 문제로까지 진화된다.
교육이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 교육이 개인과 가정에 직
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과 둘째, 교육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셋째, 우리나라
개인과 학부모들이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결과의 기대 때문이다(채희태, 2018: 7).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자리 잡은 병폐의 산물이기도 하다. 갈등주의가 주장
하는 사회 불평등의 통로가 학교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주체들은 항상 학교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추진하고자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행정가 등 그 어느 누구도 학교가 사회의 병폐 수단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들은 변화를 목표로 노력한다. 교육혁
신지구는 그 노력의 산물이다. 특히 교육혁신지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전의 상부기관 중심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변화의 결과를 충족하지 못했고 그 정책 추진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라는데 동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행정중심적인 가시적 변화에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성병창, 2017: 1).
문제는 이러한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점이다. 교육주체 전체라는 것에는 이의
가 없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일방적 행정 지시식 정책 추진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에 동의가 되었기에 이제는 관 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민․관․학 모두의
협력체로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통의 인식이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 학교의 변
화가 단순히 단위학교 안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민관협력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공서비스 등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영옥, 2009: 42).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쟁 체제의 교육 현장에서는 협력과 배려 중심의 새로운 학교 문
화, 행복한 학교, 배움과 돌봄 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현장으로의
탈바꿈이 힘들다. 따라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제는 단위학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라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성병창, 2017: 2).
예를 들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소통
하고 협력하는 교육협력모델을 지향하는 점에서 기존 교육사업과는 다르다. 이는 학교와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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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연계 지원하며, 결국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이혜숙, 2018: 3). 즉 기존의 상급기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나 단위학교만의 혁신
적 모델 추구가 아닌 해당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마을 주민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협력적 교
육거버넌스의 모델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 혁신은 단위학교의 노력이나 특정 교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의 학교는 학습적인 측면만 아니라 마을의 중심, 주민의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학교가 가진 가치의 발전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능하
다. 즉 학교와 마을이 함께 정보와 교육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마을 주민, 교사, 학
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공공기관은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정당하게 성숙․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
다. 한 지역사회 내의 민․관․학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학교혁
신의 목표 달성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실제적 모델은 바로 교육혁신지구이다. 교육혁신지구는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 등의 학생, 학부모, 교사, 마을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모델이다.
혁신교육지구 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강민정, 2015:
215). 이는 학교의 개념과 교육 주체들의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학교를 단순한 학
습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교육기본법이 교육이념(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
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능하다. 공교육 정상화는 단순히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습장소로서의 학교를 의미하기보다는 교육 가치가 바르게 회복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회복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교육 정상화 의식은 교육 주체 중 한 구성원에게
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함으
로써 공교육의 가치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마을의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교육에서 얻게 되는 행복은 단지 학습의 결과에서만 아니고 가치의 회복
과 공동체 회복이 될 때 확실해진다.
지역사회의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거버넌스는 지역사회 교육역량들의
상호 신뢰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강민정, 2015: 216).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정책 추
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행복한 학교, 행복하게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
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민․관․학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
요하다. 지방자치라는 행정적 측면과 교육자치라는 교육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공교육의 고유
한 교육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민․관․학 주체들이 협력하는 교육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혁신지구는 한편으로
지역사회 내 잠재되어 있던 교육 역량을 일깨우는 기회도 된다. 특히 도시의 경우 청소년과 관
련하여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진로진학지원센터, 지역 아동기관, 도서관, 전시관 등
많은 교육 협력 기관들이 있다. 시민단체나 기업 등의 민간단체가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
습자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결해줌으로써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역량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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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혁신지구는 지역 내 흩어져 있는 교육 역량들을 교육
체제 안으로 연계하여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
는 역할을 한다(강민정, 2015: 217).
교육혁신지구를 통한 교육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 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협
력하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하지만 문제는 민․관․학의 관계
설정이다. 혁신교육지구 정책 수행을 위한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는 우리 교육 운동의 역사에
서뿐만 아니라 다른 진보적 운동 분야에서도 많이 해보지 않은 경험이다(강민정, 2015:
222-223). 우선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민간단체를 아우를 수 있고 재정적․행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민간단체 등이 서
로 협력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교육혁신지구는 지역 내 학교와 마을이 교육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
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혜숙, 2018: 6).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학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정책에 참여하고 정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민․관․학 주체들이 수평적 자리매김을 하고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 시도가 추진․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
고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학교 혁신을 통해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고 민주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성병창․이상
철, 2016: 15). 혁신교육지구는 단위학교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 내 학교와 마을이 교육공동체
를 이루어 학교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서의 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꾀하고자 한다(성병창, 2017: 5).
그러므로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교육혁신지구는 민․관․학 주
체들의 소통과 상호 협력이라는 역할이 없다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관이 가지고 있는 책임
과 권한의 선을 지키는 것과 지나치게 경직된 정책 추진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민이 가진 가
치의 고집이 지나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채희태, 2018: 73-74)과 학이 생각하
는 교육활동 중심이라는 강조가 소통하고 상호 배려․존중되어야 교육거버넌스의 구축은 물론
그에 따른 교육혁신지구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Ⅲ.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합리적 모델 개발

1.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모델: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행 투명성 확보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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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이며 <그림 1>과 같다.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은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한 모델이다.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시행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과 시민
단체, 학부모,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지자체)과 학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특히 지
역주민과 시민단체, 학부모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물론 교육행
정 및 재정적으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관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사회의 협력 공동체가 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및 학교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지역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그리
고 지역 단위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모델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제시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기준
을 마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편 각 학교는 교육 여건과 환경 등에 대해 정
확한 상황 보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원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구성원들은
지역 내 학교에 지역에서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학교는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시행의 투
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 시민단체 등 자율성 강화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컨설팅 모델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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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그 이행 절차의 바른 컨설팅을 위한 모델이며 <그림 2>와
같다.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은 어떤 한 기관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시․
도교육청(지자체)과 지역 내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내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물론 큰
틀은 각 시․도교육청(지자체)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협력을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한 지역 내 학교의 실태도 바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시․도교육청(지자체)이 마련한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구
성원들과 지역 내 학교는 그 평가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우선 교육청(지자
체)이 제시한 평가지수를 확인한 후에 해당 지역에 맞도록 평가지수 목록을 확인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지수를 함께 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맞는
평가지수가 개발되었다면 이제 그 평가지수가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지수
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전문가와 교육공무원, 그리고 지역 구성원이 협력하여 세부 사항에 대한
적용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특정 기관의 일방적 권고에 따
라 진행되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모델이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

특히 교육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학교는 먼저 해당 지역의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의 현황을
지역 구성원들과 시․도교육청(지자체)에 상시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효과나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 등의
세부 내용을 함께 살피고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지자
체)과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역 내 학교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준을 개
발․운영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되
지 않도록 하여 사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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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 효과 검증 강화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효과 모델은 교육거버넌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 강화 모델이며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

지역사회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은 단순히 학교의 학습을 넘어 그 지역에 교육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학부모들은 해당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그 의견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즉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 시
민단체 그리고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는 재정 절감이나 외부적 환경 개선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교육거버넌스 구축 이후의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 모두의 발전에 적합
한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접근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조사․분석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내 학교는 평가요소에 대한 검증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
체는 그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반영하여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때 해당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효과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지역 언론 및 지
방의회 등의 지역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
축 효과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공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127

4.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대비한 상설 기구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상설적으로 마련한 협
의체를 위한 모델이며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

먼저 해당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지역의 형편과 사정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문화․사회 분야 전문가가 지역 상황을 고려한 협력 거버넌스의 기준을 지
역 상황에 따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는 어떤 특정 기관의 일방
적인 기준에 따라 실행되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정서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시행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는 각 전문가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학교 교사 및 교수, 교육행정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지역 학교의 교사, 교수 및 교육행정가는 그 지역에 맞는 교육거버넌스 기준을 마
련하여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큰 틀은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는 교육가들이 그 권고안이 적
합한지를 살펴 지역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교수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행정담당자가 상설적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기준안을 세우기
위한 협의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교사와 교수 등이 협의체를 이루어 지역에 맞는 기
준안을 제시하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를 다시 경제․문화․사회 분야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그 기준을 검증한다. 지역사회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준안 마련은 한시적
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
로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상설 협의체가 구
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기준과 운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조정기관 활용 모델: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대비한
각 주체 간 조정 기구
조정기관 활용 모델은 지역 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 주체 간 조
정을 위한 협의체를 위한 모델이며 <그림 5>와 같다.

128「한국자치행정학보」제34권 제4호(2020 겨울)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각
주체간의 협력과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교원)를
아우르는 조정기관이 요구된다. 즉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교원)의 협력과 조정, 통합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자 및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5> 조정기관 활용 모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조정기관은 또 하나의 집행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지자체
가 가진 행정 및 재정 자원과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상황을 파악
하며, 학교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필요한 행정 지도 및 재정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및
통합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코디네이터로서의 조정기관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지
자체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그리고 학교(교원)라는 각 주체 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행정 및 재정의 분배와 투입,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력자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코디네이터가 없다면 협력적 교육거버넌스가 구축된 이후에 운영 관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론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구성원, 그리고 학교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긴
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각 주체들 간의 상황을 조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행정
지도 및 재정 투입을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각 주체들의 상황
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협력하도록 조정, 통합, 협력하게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기구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코디네이터 기구 혹은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요청됨으로 기존의 지역사회 내 시스템과 기구들을 활용하여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 교육적 활동을 감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들은 코디네이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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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살피고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교
육공동체의 개념과 해당 개념의 발전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최근 교육현장의 변화 속에서 진행
되고 있는 해당 개념의 의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교육적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을 담보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지역사회의 연대와 화합의 요소들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각 시․도교
육청(지자체)과 지역사회 구성원(주민, 시민단체, 학부모 등) 그리고 지역 내 학교가 함께 협력
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발전하는 교육 협력체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전제한 지역사회 협
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연대와 화합
을 지향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합리적 모델(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 지역
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절차 컨설팅 모델,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
델,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각 주체 간 조정 기구 구성 모델)
을 제안하여 보았다. 각 모델의 정의, 내용,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모델
정의

내용

특징

◦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지역사회 협력 ◦지역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구축 강화 적 교육거버넌 제시 다양한 교육모델 지역사회
위한 각 구성원들의 참여체제 확립과
모델 스 구축 시의 ◦지역의 선이해
투명성 확보 ◦교육청․지자체의 지원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함
◦학교 참여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지역사회 협력 ◦각 구성원들의 구축 기준 지역사회
위해 행정기관, 지역주민(단체), 지역내
구축 절차 적 교육거버넌 마련
각각 구축 기준을 마련하고 효
컨설팅 스 구축 시각 ◦협력평가지수 개발․운영 학교가
협력을 위한 평가지수를 개발․운
모델 구성원들의 자 ◦학교실태정보 상시 제공 과적
영하여 구축 절차 컨설팅 및 발생할 문
율성 강화
제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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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지역사회 협력 ◦지역 상황 확인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구축 효과 적 교육거버넌 ◦협력 효과 검증을 위한 여론 효과성을
언론(의회도 포함)을 활용. 이를 통해
모델 스 구축의 효 반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지역 구성원 모두
과 검증
◦지역언론․의회 활용
의 발전에 적합한지를 확인 가능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이
효과적인 지역 ◦지역 내 전문가 참여 협의회 한시적이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기
전문가 사회 협력적 교 구성
에 지역 내 문화․경제․교육․지역 전
협의회 육거버넌스 구 ◦지역 내 검증
문가와 행정기관, 지역 내 교육현장가
구성 모델 축을 위한 상설 ◦교육현장중심 의견수렴․구 들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상시적으
기구
축 기준 마련
로 구축 기준과 효과성 및 적합성의 지
속적 검증 가능
지역사회 내 교 ◦지역 내 각 주체 간 참여 협
육거버넌스 구 의회 구성
지역사회 내 각 주체 간의 협력과
축을
위해
각
조정기관 주체 간 협의를 ◦지역 내 각 주체 간의 상황 조정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활용 모델 통한 조정기관 파악 및 조정
학교(교원)를 아우르는 조정기관(코디네
필요한 행정․재 이터 역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
혹은 코디네이 ◦교육현장에
정 자원 투입 근거 마련
터
먼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서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 구성
원들의 참여체제 확립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함에 집중한다.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
축 절차 컨설팅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시 각 구성원들의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며, 행정기관, 지역주민(단체), 지역내 학교가 각각 구축 기준을 마련을 추진한다. 지역
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 효과 모델은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효과 검증
에 초점을 두고,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언론(의회도 포함)을 활용할 것을 특징
으로 제안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구성 모델은 상설기구화를 추진하여, 지역 내 문화․경제․교
육․지역 전문가와 행정기관, 지역내 교육현장가들로 협의체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
으로 지역사회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각 주체 간 조정 기구 구성 모델은 주체 간의 협의를 이루
는 조정기관 혹은 코디네이터에 집중한다. 코디네이터로서의 조정기관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를 구축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그리고 학교(교원)라는 각 주체 간의 상황을 파악하
고 이를 통해 행정 및 재정의 분배와 투입,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
함을 의미한다.
전술한 사항들의 정착과 구현은 각 시․도교육청(지자체)과 지역사회 구성원(주민,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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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그리고 지역 내 학교가 함께 협력할 때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안정적인 인력과 예
산이 투입될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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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Model for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Lee, Hyun-Chul·Ju, Dong-Beom·Kim, Kwang-Suk·Lee, Won-Seok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model for constructing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For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reviewed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community-based educational community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and innovational
educational district through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ous literature. The main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The study developed five models by literature review. First model is
the model for reinforcing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governance. Second model is the
model for consulting the procedure of the construction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that is for consulting correctly the procedure of performance reinforcing the
autonomy of each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 local members,
and local school. Third model is the model of the effect of community coo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construction that is for reinforcing the procedure for test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governance. Forth model is the model of the construction of expert council that
is for the council prepared permanently for constructing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in community. Fifth model is the model of using coordinating agency that is for the council
of coordinating between each subject within community for constructing educational
governance. The definition, specif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we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olicy were suggested.
[Key Words: Community, Educatiional Community, Cooperative Educ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Educational Distric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