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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진단하
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본 정
책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 추구, 특례 적용의 법적 여건 조성, 전문적 
책무성 촉진 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정책은 구조적 차원에서 교육거버넌스 정책구조로의 전환, 차별적 학력평가의 
기준 설정, 형평성 쟁점 극복, 단위 자율학교 자생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구성원 차원에서 본 정책은 교육행
정의 지역화, 교장공모제 확대,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권한 위임과 개입 확대, 학생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정책은 기술적 차원에서 정책 홍보의 활성화, 제주도의회 역할의 다각화, 

평가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평가에서의 효율성 관점 도입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 제주형 자율학교, 다차원 정책 분석, 자율성, 특성화 교육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prehensively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SSP) 
by using the four dimensional views of policy theory frame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SSP should improve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and locality centered on local basis, wide 
application of the special laws,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Second, JSSP should improve the policy 
structure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differentiated standard of students achievement assessment, resolve 
equity issue, and secure the self-finance of the schools. Third, JSSP should improve loc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eachers, parent's empowerment, an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nd expand principal invitation system, Fourth, JSSP should improve public 
relations, the roles of the Council and professionalism of assessors, and adopt efficiency approach into the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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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주형 자율학교는 공 형 신학교 개념이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작하여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이 변경된 정

부주도의 일반 인 자율학교[1,2]뿐만 아니라 2009년부

터 확산되고 있는 진보교육감 주도의 신학교와도 차별

성이 있다. 나아가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도교육청’이라

고 함)이 공교육의 핵심사업인 ‘교육발  로젝트’의 일

환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다는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학교 운 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한 심이 높아지

는 가운데 일반 인 자율학교보다 단 학교에 법  자율

권을 폭 임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성과

를 분석하고 문제 을 진단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1일 신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주형 신학교(다혼디 배움학교)’로 환

하는 이기에 이에 한 발 방향을 학술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고 함)의 특별

한 학교 형태로, 제주지역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폭 으로 임한 신 인 자율

학교를 의미한다[3]. 2006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제주특

별법은 제주자치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

하 다. 비록 제주특별법의 배경이 제주도에 고도의 자

치권과 실질 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

은 완화  국제  기 의 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

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 시키고자 한 것이지

만[4], 교육과 련해서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지

역의 차별화된 교육 인 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율  여

건을 마련하 던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i-좋은학교'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I' 즉 ‘나’가 좋은 학교 그리고 감탄사 ‘아이!’ 좋은 학교라

는 의미와 국제 인(international) 학교, 재미있게(interesting) 

공부하는 학교, 창의력이 풍부한(imaginative) 학생들의 

학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5]. 2007년도부터 시작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2014년 재 제4기를 맞아 총 51개교

에서 운 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자치도 체 · 등학

교의 28.2%에 해당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 에 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는 향상되고 사교육비 감에도 

정 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특례 용이나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 도 노출되고 있다[6]. 따라서 제

주형 자율학교에 한 문제 을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이고 거시 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율

학교 정책의 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

한 에서 종합 으로 분석·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의 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2.1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목적

제주도교육청[7]은 ‘국제수 의 교육경쟁력 제고와 국

제화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비 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도입하여 시범학교를 지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5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을 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 라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

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셋째, 교육과정  학교경 의 자

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한다. 넷째, 외국으로

의 조기유학 수요를 제주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한다. 다섯째, 과  학교  과  학  해소  제

주도내 지역간의 균형 발 을 모색한다. 

그러나 2008년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부

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목표를 통합하여 ‘국제자유도

시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 라를 구축’하

는 것으로 재정리하고, 다섯 번째 목표는 ‘도심공동화·소

규모학교 교육력 제고  제주도내 지역간 교육격차 해

소’로 수정하 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수정없이 그

로 유지하 으나, 네 번째 목표는 삭제하여 재까지 3가

지의 목표를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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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개요

2.2.1 법적 근거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 제186조(학교  교육

과정 운 의 특례)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운  이며 

제주도교육감이 지정 는 취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교육과정 운 의 특례)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

는 국·공·사립의 · 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 ·

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9조(교직원의구분)제3항(학교에 

두는 교원  직원의 정원, 배치기  등에 한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원의자격)제1항, 제22조(산학겸임

교사)제2항, 제23조(교육과정)제2항·제3항, 제24조(수업등), 제26

조(학년제)제1항, 제29조(교과용도서의사용), 제31조(학교운

원회의설치), 제39조( 등학교수업년한), 제42조( 학교수업년한) 

 제46조(고등학교수업년한)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는 교육과정(이하“자율학교”라 한다)을 운 할 수 있다.

②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 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는 소속 교원의 보유 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하여

「교육공무원법」제35조  「지방공무원범」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 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 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학교· 학교 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등학교· 학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는 수학으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법  근거로는 이러한 제주

특별법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자율학교심의 원

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 차), 제31조(자율

학교 운 의 특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 원

회 구성  운 에 한 조례(2007.1.10.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92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

 등에 한 규칙(2012.1.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 제

37호)’이 있다.  

2.2.2 추진 과정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계획수립과 

산반 , 자율학교 지정  종합평가의 주요 추진 과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Date Details

2006. 7. 1. Enacting the Jeju Special Law

2006. 8. 17. Establishing a basic JSGS plan 

2006. 8. 23. MOU with Prime Minister

2006. 9. 16. Building a TF team for JSGS

2006. 10. 18. Confirming the JSGS plan 

2006. 12. 5. Determining a standard of students selection

2006. 12. 7. Announcing the JSGS plan

2007. 1. 10. Issuing local regulations

2007. 1. 11. Selecting the first JSGS 

2007. 1. 23. Making rules of JSGS

2007. 1. 30. Building JSGS operation support

2007. 3∼2009. 2 A test trial of the 1st term JSGS

2007. 10. 10. Receiving the school innovation award

2008. 11 Evaluating the 1st term JSGS 

2009. 3~2011. 2 The 2nd term JSGS

2010. 11 Evaluating the 2nd term JSGS 

2011. 3~2013. 2 The 3rd term JSGS

2012. 11 Evaluating the 3rd term JSGS 

2013. 3~2015. 2 The 4th term JSGS

2014. 11 Evaluating the 4th term JSGS 

<Table 1> Proces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2.2.3 운영 현황

제주형 자율학교는 2년 단 로 지정·운 된다. 신규로 

지정되어 2년이 지나면 제주도교육청의 종합평가를 통해 

재지정이 가능하고, 4년을 과하여 운 기간을 연장하

고자 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운  특례’는 인정되나 특별

재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시범기인 

2007년에 9개교로 출발하여 2014년 재 총 51개교가 운

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난 8년간 약 190억 원의 재

정이 투입되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구체 인 운  

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erm Duration

No. of schools
Finance

(1000Won)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1 
2007.3.～

2009.2.
5 3 1 9 3,590,000

2
2009.3.～

2011.2.
14 6 5 25 4,465,770

3
2011.3.～

2013.2.
24 8 5 37 4,953,000

4
2013.3.～

2015.2.
36 10 5 51 6,177,000

<Table 2>  Status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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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주요 내용

2.3.1 학교헌장

제주형 자율학교는 공공성·책무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하여, 교육정보 제공, 학교선택

권 보장  교육의 질 리를 담보하는 학교헌장을 제정

하여 학교헌장에 따라 학교운 의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학교헌장이란 특례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법이 부여

한 학교장의 자율권을 명시하고, 교육목 , 건학 이념, 교

육과정, 교육여건, 학사 리, 인사 리, 재정 운 , 후생복

지, 학교발  계획  자율학교 지정해제 시 학생보호

책 등을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구체 으로 명료하게 담아 

공표한 후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2.3.2 교육과정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주요한 목  가운데 하나는 

교육과정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어, 사회, 도덕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 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그외 교과의 경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자율 으로 편성·운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선

택교과의 기 단 수를 자율 으로 증감,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3.3 평가체제

자율학교 지정·운  규칙 제12조는 제주형 자율학교

에 한 평가를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제주도교육감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매년 자율 으로 평가하는 내부평가이

고, 종합평가는 지정 2차년도에 제주도교육감(장학지원

과)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하는 교육청평가를 의미한

다. 단지 4년을 과한 기간연장 자율학교는 종합평가에

서 제외된다. 제주도교육감이 평가결과가 자율학교의 목

 달성에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학교장에게 개

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

일 종합평가의 결과가 자율학교의 지정·운 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단될 때는 제주도교육감은 자율학

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규칙 제13조). 

3. 정책분석의 이론적 틀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다양한 이해집단과 많은 사

회･경제  요인들이 작용하고, 목표  가치, 제도  구

조, 구성원, 지원체제 등 정책 자체가 복합 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바

람직한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해서는 범 한 이론  

스펙트럼을 지닌 다차원  근이 요청된다. 

Cooper, Fusarelli와 Randall(2004)은 유용한 정책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다[8]. Cooper 외가 제시하는 다차원 정

책분석 모형은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체제분석 이론, 

이익집단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민족, 성, 계층, 계

을 심으로 한 비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이념

 존재 등의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크게 4가지 차원

에서 정책을 분석한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분석

의 4차원, 규범  차원, 구조  차원, 구성  차원, 그리고 

기술  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  차원은 학교개선이나 변화를 추구하기 

해 이용되는 가치, 신념체계, 철학(이데올로기)이 무엇

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  차원은 정부( 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학교 조직의 구조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심을 두면서 교육정

책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구성  차원은 학교 개

선과 변화를 해 실제로 노력하고 이익을 얻으며 향

을 받는 사람들이 구인가에 심을 두고 분석하는 차

원을 의미한다. 넷째, 기술  차원은 학교 개선을 한 계

획, 실행, 평가를 체제이론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4차원 정책분석틀의 심에는 ‘윤리와 사회

정의’가 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정책이 궁극 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한 지속 인 질문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하고 거

시 인 에서 종합 으로 분석･진단하여 이 정책의 

합리 인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해 Cooper 외가 제시한 

교육정책 평가 분석 모형을 사용한다. 다음의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4차원의 다양

한 근을 통해 분석･진단한다.



An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7

Normative

dimension

Constituentive

dimension

Structural

dimension

Technical

dimension

·Differentiation

·Autonomy

·Accountability

·Structure of 

policy 

implementation

·Curriculum

·Finance operation

·Educational 

authority

·Teachers

·Parents & 

students

·Education & 

public relation

·Public hearings

·Evaluation 

system

<Table 3> Analytical Framework of Jeju 
           Self-Governing School Policy

[Fig. 1] Four Dimensional Framework of Educational  
          Policy[8]

첫째, 규범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추

구하는 이념과 목표, 가치 등을 분석·진단한다. 제주형 자

율학교 정책이 지향하는 이념  가치인 차별성, 자율성, 

책무성 측면에서 이 정책을 검토한다. 둘째, 구조  차원

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조직, 체제, 구조 등이 어

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상호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를 분석·진단한다. 여기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한 정책집행 구조, 특성화 교육과정 운   재정 운  

측면에서의 검토가 실행된다. 셋째, 구성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과 련된 다양한 이해집단들에 

해서 분석·진단한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 운 과 련된 

제주도교육청, 자율학교의 교원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학

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정책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기

술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운 하기 한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체제가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교육·홍보, 의견수렴, 평가체제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3>

과 같다.

4.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분석 및 진단

여기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에서 

종합 으로 이해하고 합리 인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해서 [Fig. 1]에서 제시한 Cooper 외(2004)의 다차원 정책

분석 모형을 용하여 규범 , 구조 , 구성 , 기술  차

원에서 분석하고 진단한다. 

4.1 규범적 차원

4.1.1 차별성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서 교육수요자의 가장 큰 이

목을 끄는 부분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며, 일반학교와 

차별화되는 이러한 교육 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9]. 이진철[10]의 자율학교 정책 효과분석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해서는 정 인 진

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학

교 정책이 추구하는 학교 운 상의 변화라는  다른 축

과 함께 기존 교육과정의 획일성으로부터 차별성으로의 

변화상을 의미한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지역 으로 차별화된 교육과

정으로 외국어교육 로그램에 을 두고 있으며, 교

육수요자의 요구를 반 하여 어교과 시수를 늘리고 그

에 맞추어 교재선정  원어민 교사 활용으로 어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의 지역  차별성 추구가 교육과정의 차별성

이라는 목표와 연계되면서 어교육에 집 하는 상은 

제주교육의 상이 앙정부의 집권  교육정책을 벗어

나지 못하는 한계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형 자율학교는 앙정부

가 아닌 지역사회를 심으로 동북아 는 범아시아 경

제블록의 형성에 한 상상력의 차별성도 발휘해 나가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 라’를 구축하기 

해서는 차별성을 다양성과 양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교육기회 측

면에서의 다양성을 확 하는 방향과 제주형 자율학교 간

의 차별성을 구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며, 지역  

차별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로벌 패러다임을 포

함해야 할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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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자율성

자율성(autonomy)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통제

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스스로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자기결정,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일의 결과에 하여 책

임을 진다는 자기 책임, 결정에 있어 지 이고 합리 인 

사고와 올바른 가치 단이 있어야 한다는 자기규율, 자

기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1995년 5·31 교육개

 이후 학교의 자율화와 자율학교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해 왔다. 1998년 「 · 등교육법시행령」이 제정되

면서 자율학교의 명칭이 공식 으로 제도화되었으며[2], 

특히 이명박정부는 단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기 해서 

3단계 학교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율학교의 지정

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임하고 2010년까지 국 으로 

2,500여개교의 자율학교를 확 ·운 하고자 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법과 동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일반  자율학교보다 법  자율권

이 크게 강화된 단 학교 자율권 확 의 정 에 놓여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권의 범 는 교육과정의 자

율운 , 교원 임용  보유  요청, 학교운 원회 

원의 정수  구성비율 확 조정, 국내외 출 된 도서 사

용, 학생선발을 한 다양한 형방법 용, 학년제  학

기와 수업일수 조정의 8가지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권 활용에 한 인식

도는 교직원이 98.4로 가장 높고 학생(91.0), 학부모(85.9)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1.8로 체 항목의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2]. 이는 단 학교 자율권 확

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단되며, 상 법이 보장한 자율권이 실 되도록 

하기 해서는 하 의 행정지침을 자유롭게 규정해 나가

야 할 것이다[13].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해서

는 단  제주형 자율학교에 허용되는 자율권의 범 를 

단계 으로 확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율성 확

는 그에 상응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책무성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결과에 한 책무성을 높이기 

해서라도 특례 용 련 자율권을 확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신 인 마인드나 변  리더십을 소유한 학교

장을 임용하여 법령이 부여한 자율권을 극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행·재

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1.3 책무성

1990년 이후부터 학교의 자율화는 책임과 의무가 동

반된 것으로 이해되면서 자율성과 책무성에 한 균형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 책무성이란 단순하게 책임과 의무

를 다하는 수 을 넘어서는 보다 더 극 인 의미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거나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형 자

율학교의 책무성은 학교가 책무성의 주체로서 학교에 부

여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여 성취한 학교교육의 결과를 

학교에 해 지원한 제주도민(사회  책무성)과 학부모

들(자치  책무성)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학교헌장, 성과 약, 평가체

제의 측면에서 3가지의 책무성 기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

러나 단 학교의 책무성은 시험 수와 성과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학업성과 진 도와 문성 수행 결과를 강조하

는 행정  책무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지 이 많다

[14]. 이러한 행정  책무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축소, 교사 자율

성 축과 사기 하, 학생의 학업스트 스 등을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책무성은 문가(교

원)에게 상당한 재량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동료평가와 

문  교직윤리  성과에 한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문  책무성에 바탕을 두고 부분 으로 행정  책무성

을 조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책무성 확보가 요하지만 확보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양지차로 나타나는 ‘책무성의 그늘’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서는 제주형 자

율학교 종합평가단이 방문평가를 실시할 때, 단  자율

학교가 지니고 있는 목표, 가치, 신념, 책임 등의 내부  

규범구조와 집단  기 를 교육 책무성에 한 내면화로 

연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구조적 차원

4.2.1 정책집행 구조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집행 구조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 정책결정자의 향력이나 

조직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교육수요자의 요구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 으로 집행하던 앙집

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이루어지는 내부체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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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 사회  련 속에서 역

동 으로 이루어지며 복잡한 련 변인  요소와의 상

호작용하에 여러 단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Campbell 외[15]는 이러한 과정을 기본 인 힘(basic 

forces), 선행활동(antecedent movement), 정치  행동

(political action), 공식  입법(formal enactment)의 4단

계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1단계는 국·내외  정치, 경

제, 사회의 변화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두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련 문연구기  등의 연

구보고서가 등장하여 정책형성을 이끌어가는 단계이다. 

3단계는 이해 계자의 압력  여론 형성이 정책결정에 

향을 주는 단계이고, 4단계는 구체 인 계획안이 수립

되고 공식 인 입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제주형 자

율학교 정책은 포 인 에서 1, 2단계는 거쳤다고 

할 수 있으나, 3단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4단계로 직행하

여 정책으로 입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6]. 정책집행의 

구조에서 3단계인 ‘정치  행동’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이 정책에 한 제주자치도내의 이해 당사자와 

련 기   도민의 사회  함의가 미흡하고, 나아가 정책

의 잦은 변동성과 유동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정책집행의 구조를 정책 련 

이해 당사자와 련 기   도민과의 화를 통해서 

력을 이끌어내고, 합리 인 의사수렴을 할 수 있는 교육

거번 스로 환할 필요가 있다[16]. 성숙한 지방교육자

치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기 해

서는 정부주도 는 교육청 심의 정책집행 패러다임에

서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거버 스의 일원으로 참여하면

서 지역사회의 교육 련 주체들과 수평 으로 화하고 

타 하는 교육거버 스 패러다임으로 극 이동해야 할 

것이다.

4.2.2 교육과정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 을 살펴보면, 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

항이 부여하는 자율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재 운 인 교육과정도 정규 

교육과정 차원의 특화라기보다는 특성화 교육 로그램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에서 한계가 있으며[10], 제2

기 이후의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수업시수 증배를 강조

하지 않아 시수 증배의 폭이 감소하기도 하 다[3].

문 식[9]은 제주형 자율학교가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력평가로 인하여 자율학교의 구

성원들이 교육과정을 폭 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과 

증가된 수업 시수와 업무량으로 발생하는 교사들의 부담

감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제주

형 자율학교 정책의 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특화되

고 창의 인 교육과정을 유도하기 해서 제주도교육청

은 우선 일반학교와 다른 차별 인 학력평가의 기 을 

설정하여 제도 으로 탄력 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국제자유도시는 다양

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도 감 등은 외국

어 심의 교육과정과 핵심교과목 심의 교수-학습만

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

국어교육 심의 행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교육 로그램을 시  차원을 벗어나 교육수요자의 특

성과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육 로그램을 내실 있

게 개발·운 해야 한다.

4.2.3 재정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 비

로 특별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주요한 투입변수로서 자율

학교 지정신청의 강한 흡인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

한 특별재정은 제주자치도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

련하며, 제주형 자율학교의 신규 지정 학교에는 매년 1억 

원 이내, 재지정 학교에는 매년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하고, 학 ·학생수, 창의  교육과정  특성화 로그램 

운 에 따른 재정운 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 범

내에서 차등 으로 추가지원한다[7]. 

특별재정은 우선 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학교  

교육과정 운 의 특례와 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해 

편성·집행된다. 따라서 강형인[6] 특별재정이 부분 특

성화 교육과정 운 비로 집행되었으며 사교육비 경감효

과를 가져왔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제주도의회[17]가 지 하는 것처럼 특성

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된다하더라도 자율학교 운 기간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지속하기 

해서는 산 운 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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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특별재정 운 의 선택과 집 이냐 아니면 

형평성 논리를 우선하느냐 하는 본질 인 쟁   특별 

재정의 안정 인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도교육

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한 비 과 목표를 사회

 함의를 통하여 명확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재정은 단  자율학교에서 학생 유치 

는 실제 학생수 증가에 따른 노후한 학교시설 교체나 쾌

한 환경 조성을 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편성과 운 에 한 자율학교의 자율

성을 한 범 내에서 확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주

형 자율학교의 상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이인회

와 김민희[18]는 강형인의 주장과 달리 제주형 자율학교

의 효율성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재정지원액과 같은 규

모 요인보다는 운 상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단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성과를 높이기 해 학

교차원에서 조  가능한 변인을 운 하여 어떻게 자생력

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4.3 구성적 차원

4.3.1 제주도교육청

오세희[19]는 앙정부의 교육권한 분권화와 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등으로 증되고 있는 · 등교육에 

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해서 시·도

교육청의 ‘교육행정 지역화’가 실하다고 주장한다. 즉, 

앙정부의 규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방의 실정과 특수

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학

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계자의 요구를 반 한 ‘교육의 

지역화’를 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역할변화가 요구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

학교의 정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제주자치

도 도정과 유기 인 연계  조 계를 형성하고, 지역 

교육정책 추진을 한 교육감의 표성을 확보하고, 시·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한 문성을 강화하고, 교육청

의 기능을 학생 심으로 개선하며, 해당 교육정책을 추

진하기 한 재정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의 내부 조직문화를 구성원의 직

무만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극 인 조직문화로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이인회 외[20]의 연구에 따르면, 제주

도교육청의 조직문화를 가늠하는 두 기 인 외부 응성

의 평균은 10  만 에 7.70 , 내부유연성의 평균은 10

 만 에 7.58 으로 나타나, 반 으로 평균을 상회하

는 극  조직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반 인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장학지원과의 경우, 내부유연성의 3가지 측면 가

운데 조직신축성과 임도 측면은 상 으로 높으나 의

사소통 측면은 상 으로 낮아, 부서간, 상하간  동료

간에 수직 , 수평 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3.2 교원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보고서[12]에 따르면 제주형 자

율학교 운 의 반 인 평가에서 교원의 만족도가 학생

과 학부모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율학교의 교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과 사정신을 발

휘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 인 운 을 해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의

미가 크다. 

사실,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산출하

는데 있어서 학교장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문성은 

요한 변수가 되어 왔다. 이는 법령이 보장하는 상당한 

자율성을 자율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성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어떻게 교사, 학생, 학부모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는 학교

장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원인사

제도는 미흡한 편으로 지 되고 있다[3]. 따라서 학교의 

자율성 강화의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극 활용하

여 역량있는 학교장을 임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장의 

인사 자율권을 강화하기 해 교직원의 선발, 배치  직

무 규정에 한 자율성을 더욱 확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상완[21]은 자율학교의 학교 신의 동인으로써 교

사의 헌신, 열정, 사명감을 강조한다. 이는 교사들이 제주

형 자율학교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학교 신을 해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 특성화 교육과정  교육 로그

램 개발과 운  그리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법령이 보장한 

특별수당제 활성화, 폐지된 가산  부활  확 , 보 우

 등의 획기 인 인센티  방안[6]을 반 함으로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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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동기를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문교사의 확보가 요한 

안과제로 드러나고 있기에 문성을 갖춘 교사의 양성 

계획과 특성화 로그램 운 의 문강사 수 을 해, 

제주도교육청은 우수인력 제공을 한 해법을 계속 으

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사 개인의 수 과 학교

조직 수 에서 교사 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습기회를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동료교사간에 네트워크와 

력  계의 사회  자본을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서 교

사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21]. 

4.3.3 학부모 및 학생

Elmore 외[22]는 학교 신을 한 변화를 3가지 측면

으로 구분하면서, ①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즉 학교교육

의 핵심 기술의 변화(technical model), ②교원의 임용과 

자격조건을 포함한 교육여건과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

(professional model)와 더불어 ③학교와 교육수요자 사

이에서의 권한 배분의 변화(client model)를 강조한다. 여

기서 학교와 교육수요자 사이의 권한 배분이란 학교가 

운 하는 거버 스에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의미한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율학교의 

다양한 교육 로그램 운 을 통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성

취감, 성과 소질 계발의 기회가 제공되는 평등함, 교육

로그램에 학부모를 포함하는 동일감과 즐거움 등에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보고서[12]에 따르면, 자율학교의 반 인 운 에 한 

학부모 만족도는 교원과 학생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율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의 특성을 악

하여 그들의 요구를 학교운 에 효율 으로 반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단  자율학교가 교육수요자

의 요구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학교운 계획을 수립하도

록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학교가 매력 인 학교

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자율학교의 권한을 학부모에게 

합리 으로 임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보다 과감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 을 요구하는 학부

모의 의견[9]을 반 하여 교육  효과를 극 화하기 

해서는 학부모의 개입을 보다 확 해야 할 것이다. 

궁극 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최  수혜자는 

학생들이 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단  자율학교를 

‘학생들의 학교’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

형 자율학교 정책과 단  자율학교의 비 에 한 학생

들의 공감 를 형성하여 심리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궁극 으로 학생의 참된 성취도 향상, 학교에 한 

신뢰, 만족도 제고 등 학교교육의 성과를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4.4 기술적 차원

4.4.1 교육·홍보

우리나라의 자율학교 정책은 속한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문명사  환을 배경으로 다양한 교육  

요구를 반 하고자 장 심의 교육개 을 진하기 

하여 등장하 다[10].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도 이러한 환

경  배경과 더불어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이 보장하

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

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 인 라를 구축하려는 상향

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 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한 이러한 비 과 목표가 정책의 도입단계와 

비교할 때 제 로 교육·홍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3,6].

사실, 일부 자율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을 상으로 설명

회를 개최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에 주력함으로

써 제주도민의 심을 유인하고 학생을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어 왔다[23]. 이와 같이 단 학교별 정책 홍보에 따

라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도 있기에, 제주도교육청과 단  자율학교 차원에서 제

주형 자율학교의 정책과 성과에 한 교육과 홍보를 더

욱 활성화하여 제주자치도민의 공감 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헌장은 제주형 자율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유

되어 학교가 교육활동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학교운 계획으로 구체화되어 학교교육활동과 교

육지원활동을 실제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따라

서 학교헌장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학교 구성원이 제주형 

자율학교의 기본 정신과 특성을 제 로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3].

4.4.2 의견수렴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련 이해당사자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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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는 의견수렴의 통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하 ‘제주도의회’라고 함), 학계, 연구소, 언론기 , 학부

모, 교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

은 일정 부분에서 교육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되면서

도 정책의 도입과 집행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6]. 

그동안 제주도의회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한 

의견수렴 채 로서 학계, 연구소  언론기 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에 비하여, 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주

형 자율학교 정책이 도입된 기, 제8  제주도의회는 무

려 104회에 걸쳐 본 정책에 하여 질의 는 논의하

다. 뿐만 아니라 제9  제주도의회는 74회 그리고 재 

제10  제주도의회에서도 10회에 걸쳐 본회의,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 행정사무 감사, 결산 심의 등을 통하여 

해당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17]. 그러나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성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회는 제

주도교육청에 한 균형과 견제  의견수렴의 창구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다각도로 청취해야 하며, 제

주도교육청의 원칙없는 자율학교 지정의 남발1)을 억제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주도의회는 제주교육과 법  

문성을 향상하고 법령이 보장한 자율권이 학교 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의 법  여건을 진해

야 할 것이다. 

한편, 단  제주형 자율학교 차원에서는 해당 정책이 

학교 장에 뿌리를 내리도록 형식 인 설문조사나 가정

통신문 이외에 교육 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 하는 차를 보다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4.4.3 평가체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서 자율학교에 한 평가는 

장학, 감사, 정보공개  컨설 과 함께 교육의 책무성 기

제로 활용되고 있다. 책무성의 에서 평가란 책무이

행자가 자기 책무를 어느 정도 이해하 는지를 검·확

인하는 장치이며, 책무이행의 사후 확인장치라는 의미와 

더불어 책무이행자로 하여  책무 이행에 심을 갖게 

만드는 사  진장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4]. 제

주형 자율학교의 학교장은 제주도교육감과 성과 약을 

체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운  규칙’ 제

1) 일정지역의 적정한 자율학교의 수는 해당 지역의 전체 초·중
등학교 수의 약 10%가 일반적이다.

12조에 따라 평가지표를 의하여 설정한 후, 자율학교

에 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이 나타나고 있다. 

Campbell 외[15]는 학교평가에서의 오류를 제거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평가자에 한 

훈련과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주장한다. 우선 평가자에 

한 훈련 측면에서, 평가참여자가 제주형 자율학교 정

책을 이해하고 평가에 한 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 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하여 평가의 객 성과 신뢰

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

성을 향상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 소수의 평가자보다 

정한 다수의 평가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해서

는 행 15명 내외의 종합평가단의 원 수를 확 하여 

단 학교당 평가참여자의 수를 행보다 1～2명 더 충원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측면에서, 제주형 자율학

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학교헌장의 취

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해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기 에서 평가 

역과 지표가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는 학교헌장

에 따른 자율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고 창의 인 교육과정

의 운 을 효과 으로 지원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어진 자원 

활용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을 맞출 필요

가 있다[18]. 

5. 결론

본 연구는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을 다양한 에서 분석·진단하고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추

구하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앙정부 교육정책

의 집권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를 심으로 동북아 는 

범아시아 경제블록의 형성에 한 상상력의 차별성을 지

역  차별성과 교육과정의 차별성으로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성을 확 하기 해서는 상 법이 보장한 자

율권이 실 되도록 하  법규와 지침을 자유롭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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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용의 자율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극

으로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해

서는 문  책무성을 토 로 부분 으로 행정  책무성

을 강조해야 하며, 단  자율학교가 지닌 내부  규범구

조를 교육의 책무성으로 내면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구조  차원에서는 우선 정책집행의 구조를 정

책 련 이해 당사자와 창조  력을 이끌어내고, 합리

으로 의사수렴할 수 있는 교육거번 스로 환해야 한

다. 교육과정 운  측면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용

할 차별 인 학력평가의 기 을 설정하고, 21세기 지식

기반사회를 고려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실 있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운 해야 한다. 나아가 특별재정 운

에 한 형평성 쟁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 정책에 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단 학교의 재정 자율권을 확 하면

서 학교차원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구성  차원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지

역화를 추진하면서 제주자치도 도정과 연계· 력, 교육

감의 교육정책 표성 확보, 학생 심의 조직개편, 안정

인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내부의 극

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교원의 측면에서는 교장

공모제를 극 활용하여 역량있는 학교장 임용을 확 하

고, 교사들이 제주형 자율학교 운 에 극 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진해야 한다. 나아가 자율학

교의 권한을 학부모에게도 임하여 학부모 개입을 보다 

확 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학생

이 되도록 정책에 한 학생들의 공감 를 형성하여 학

교교육의 성과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기술  차원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한 제주도교육청과 단  자율학교 차원의 교육  홍보

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 인 의사수렴을 

해서는 제주도의회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정책의 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평가체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해 평가자에 한 훈련을 강화하고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며, 특히 평가에 효율성 을 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은 재까지 학부모

의 만족, 학생과 교사의 변화, 학생수용의 측면에서 주요

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본 정책의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  정책소통을 

통한 제주자치도민의 공감  형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본 정책의 최종 인 수혜자가 학생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교육 련 이해당사자들은 ‘윤리와 사회정의’2)를 지향하

며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갖고 있는 쟁 , 문제 과 한

계를 지속 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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