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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l 1949년 「교육법」제정 이후 1952년부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던 교육감은 1991년 「지방

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각 시·도에서 간접 선출됐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 1997년부터 2006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 간선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l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감 간접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비리, 교단 분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주민 대표성을 보장하는 주민직선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으

며,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2010년과 2014년, 2018년 세 차례 전국동시선거

가 치러진 바 있다. 

Ÿ 세 차례의 교육감 전국동시선거에서는 상당수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 후

보가 진보후보로 출마하고, 그 외 후보들은 중도 혹은 보수 후보로 출마하여 경쟁하는 구도

가 형성됐다. 2010년 첫 전국동시선거에서는 16개 지역 중 6곳(37.5%)에서 진보교육감이 당

선되었으며, 2014년과 2018년 선거는 진보교육감이 압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2014년은 17개 

지역 중 13개 지역(76.4%), 2018년은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82.3%)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됐다. 

Ÿ 이처럼 교육감은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분리되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있고, 지방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던 교육위원회는 위원회의 과반수를 2010년 단 한차례 주민직선

으로 선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폐지(제주도를 제외2)하고)되었으며 이후 지방의회의 상임위

로 통합되었다. 

l 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는 주민이 직접 투표함으로써 교육감에 대한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

고, 다음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통제의 원리를 구현하며, 지역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l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 주민직선제가 치러진 첫 

해 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은 15%에 불과했으며,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

러진 2010년 선거는 54.5%로 투표율이 제고되긴 했으나, 여전히 후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

에 따른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선거에 따른 

교육의 정치·이념화 등의 문제가 선거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Ÿ 먼저,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만큼 주민들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2018년 교육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한국일보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3), “교육감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최대 54.4%(인

1)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2)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현재까지 도의회 내 교육

의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5명)하고 있다. 
3) 지역별(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남)로 800명씩 응답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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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서 41.9%(서울)에 이르러, 유권자 2명 중 1명은 후보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것”4)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박선나(2017)가 분석한 2014년 유권자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어떤 시도지사를 뽑을지에 대한 단서는 주로 일주일 전에 결정되는 반면, 어

떤 교육감을 선택할지에 대한 단서는 투표 당일과 투표 1~3일 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

져, 유권자들은 정당 정보가 없는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대체로 선거 전날 

급히 찾아야 하는 것”5)으로 확인됐다.  

Ÿ 또한 교육감 선거에 투입되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도 선거 때마다 거론된 문제다. 일반적

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고 후원금 모금이 상대적으로 쉬운 시도지사와 달리 교육감은 비정

당인에, 교육 경력이 오래된 교육자 출신이 많다 보니 선거비용이 부담되어 출마자체를 못

하는 교육자들이 많다. 또한 이종근(2015)에 따르면, “과도한 선거비용 소요는 소위 후보단

일화를 통한 뒷거래, 선거자금 차입과 이면계약 등으로 인한 혼탁선거로 변질되어 선거결

과를 왜곡시키는 상황을 초래”6)하였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후보단일화를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7)받은 바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18.7.20.)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시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

보자 71명의 선거비용지출액은 총 541억여원이고, 후보자 1인당 평균 7억 6천여만원을 지

출한 반면, 교육감선거 후보자 61명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총 677억여원이었고, 후보자 1인

당 지출액은 11억여원”으로, 교육감 평균 선거비용지출액이 시도지사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제7회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지출액 (단위: 백만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018.7.20.)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정당·후보자 선거

비용 4,610억 원 내역 공개

Ÿ 마지막으로 교육의 정치이념화 문제가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2015년 전국 교원 3,195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계의 가

장 큰 변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가속’을 꼽았고, 이로 인해 응답한 교원의 76%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8)고도 응답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

육감 선거에서 정당이나 정치관련 단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거의 속성상 후보자들의 성향과 공약으로 내거는 교육정책마저도 진영논리에 의해 갈리

는 현실이다. 

4) 한국일보. (2018.5.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132198568683
5) 박선나. (2017). 정책 휴리스틱 효과: 2014년 교육감 선거 유권자 투표 행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12-13
6) 이종근. (2015).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세연의원실주최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 진단을 위한 

토론회 발제자료. p.15
7) 조선비즈. (2015.4.2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5/2015042501168.html
8) 한국교육신문. (2015.6.8.)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45113

선거명 후보자수
선거비용지출액

총액 후보자 1인당 평균
시도지사 71 54,112 762
교육감 61 67,76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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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렇듯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국 시도지사 및 행정학계에서는 교육감을 시도

지사와 별도로 분리 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통합론)하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을 분

리선출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고 주장(분리론)해 

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통합론과 분리론이 나뉘어 팽팽한 논쟁을 벌여왔다. 

l 국회에서도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교육감 주민직

선제 실시 이후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보수 정당’의원들이 교육

감 선출방법을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매해 발의했다. 

Ÿ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교육감 선출제도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역사를 보면

(<표 2>), 17대 국회에서는 교육감이 간선으로 선출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직선제로 변

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했다. 2006년 주민직선제로 개정된 이후 18대부터 20대 

국회에서는, 주민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대체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래 <표 2>에서 보듯,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 한나라

당) 소속 의원들이 해마다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된 결과와 관련 있다. 개정안 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시도지사에 의해 

교육감이 임명되는 방식, 둘째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러닝메이트를 이루어 선거 공동후보

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 마지막은 교육감 선출방법을 각 자치단체 주민들이 정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표 2> 17대~20대 국회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 노란색: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빨간색: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 하늘색: 바른미래당 의원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대~20대 국회 검색. (최종검색일: 

2019.9.17.)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회 연도 대표발의의원 발의 내용

17대

(04~08)

2005 백원우(열) 교육감 간선제→직선제

2005 이군현(한) 교육감 간선제→직선제

2005 구논회(열)
교육감 선거인단 기존 학교운영위→교원 및 

교육행정직원, 학부모 전원으로 확대·전환

2005 이주호(한)

시도 조례에 의해 다음 중 택1(교육감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주민직선으로 선출) 

2006 참고) 지방교육자치법개정 따라 교육감 간선제→직선제로 변경

2007 이시종(열) 교육감 직선제→간선제

18대

(08~12)

2009 김세연(한) 교육감 선출방법 시도조례로 규정

2009 정희수(한) 교육감 시도지사 임명제
2009 이철우(한)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2009 원유철(한)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2010 참고) 교육감 선거, 전국동시주민직선제로 개정

2011 정태근(한) 시도지사임명제, 지방의회 인사청문절차 
2011 장제원(한)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19대

(12~16)

2013 현영희(새)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2014 김학용(새) 시도지사임명제, 지방의회 인사청문절차 

2016 윤재옥(새) 시도지사임명제, 지방의회 인사청문절차 

20대

(16~20)

2016 김학용(새) 시도지사임명제, 지방의회 인사청문절차 
2017 이은재(새) 교육감 선출방법 시도조례로 규정

2018 김동철(바)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2019 김한표(자) 교육감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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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실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할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자치

경찰제 도입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여 및 민주적 통제장치를 보장하는 ‘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교육감 선출방법도 그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만 한다. 

Ÿ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아직도 국가와 지방이 수직적 위계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

방자치 본연의 한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입제도 및 초·중등 교육과정 등 수많은 

중요한 교육 정책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되다 보니, 교육감들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정·반영할 여지가 거의 없다.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더라도 

교육부의 감독·견제장치가 있어서 실제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찾기 어렵다. 

Ÿ 그나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자치정책협의회(’17.8~)’를 설치하여, 교육부 고유 권

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고, “법률 근거가 없는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9)하여 교육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Ÿ 그러나 그러한 노력으로 중앙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교육감에게로 이양된다고 해도, 더 많

은 주민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자치 환경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교육이 일반행

정이나 정치로부터 기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가 내지는 교육계 

관료들만 교육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실이 그러한 우려를 만들고 있다. 

l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교육감 선출방법을 둘러싼 교육자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쟁점을 정리

해보고, 해외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교육자의, 교육자를 위한 교육자치’에 머물지 않고 

‘지역민의, 지역민을 위한 교육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9)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2017.12.12.)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학교 민주주의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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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3>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정리(‘18.10)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도 변천사’

계    기 구   분 기   관 구          성 비   고

교육법

(’49.12.31 제정)

군(교육구)

교육위원회(의결) 읍면의회에서 각 1인씩 선출한 위원과 군수

지방의회 설치(52.4.25)시 

까지 유보, 교육감은 

시장‧군수가 대행

교육감(집행) 교육위원회 추천, 도지사‧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서울특별시·

도 산하 시

교육위원회(집행) 시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과 시장

교육감(사무기구) 교육위원회 추천, 도지사‧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지방의회 선거 실시 ㅇ’52.4.25, 시‧읍‧면 의회, 5.10. 도의회 선거를 최초로 실시, 교육위원회 구성

5‧16 군사정변 및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

(’61.9.1. 제정)  

ㅇ각급 의회 및 교육위원회 해산, 특례법으로 교육구 교육위원회 및 시교육위원회 조직될 때까지 교육위원회 직무를 내각 수반이 

임면하는 교육감이 처리

교육법 

(’63.11.1 개정)

서울‧부산시

‧도
교육위원회(집행)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5인과 지자체장‧교육감

지방의회 설치전까지 

교육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교육감(사무기구) 교육위원회 추천, 문교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시‧군 교육장(집행) 교육감 제청, 문교부장관 경유, 대통령 임명

교육법

(’88.4.6 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

(특별시 15인, 직할시 및 도 11인, 제주도 9인)

지방의회 설치전까지 종전 

규정 적용
교육장(집행)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시‧군‧구 교육위원회(의결)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5~7인)

교육장(집행)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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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 구   분 기   관 구          성 비   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91.3.8. 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시‧군‧구 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7인 이상 

위원(시는 자치구, 도는 소속 교육청 수) 시‧군‧구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설치

교육감(집행)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지방의회 선거 실시 ㅇ’91.3.26 시‧군‧구 의회, 6.20 시‧도의회 선거로 지방의회 선거 부활, 교육위원회 구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97.12.17. 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7인 이상 위원(시는 

자치구, 도는 소속 교육청 수)

교육감(집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00.1.28.. 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7~15인 위원

교육감(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에서 선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06.12.20. 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의원(과반수 이상)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7~15인)

시도의회에 상임위원회로 

설치

교육감(집행) 주민 직접 선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0.2.26 개정)
광역시‧도 교육위원회(의결)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7~15인)

* ’14.7.1. 이후 시행(제주도 제외, 교육의원 제도 존속)

시도의회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로 설치

교육감(집행) 주민 직접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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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론과 통합론, 논쟁의 역사 

l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한 논의는 큰 틀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

쟁에서 출발한다.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지 일반자치의 일부로 보아

야 하는지, 소위‘분리론과 통합론’으로 일컬어지는 논쟁은 교육자치제를 도입한 1950년

대 이래로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Ÿ 미군정 시기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이었던 교육행정체계가 비민주적이어

서 그 유산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타났다며,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에 미국식 교육구

(school district)개념과 교육위원회(의결기관) 및 교육감(집행기관) 제도를 도입”10)하려 했

다. 당시에는 국내에 이러한 교육자치모형에 대한 개념이 부재했던 상황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Ÿ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보됐던 교육위원제와 교육감제는 1952

년 지방의회 선거가 시작되면서 실시됐다. 134개 군(郡) 단위에 미국식 학교구와 같은 교육

구를 설치해 교육구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었으며, 시 단위에서는 집행

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사무기구로 교육감을 두었다.11) 당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

에서 선출했으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

이 임명”12)했다. 당시 내무부(현재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지사 차원에서 ‘종합행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하에 교육자치제 폐지론이 있었으며, 이와 달리 문교부(현재 교육

부)는 교육자치제를 개선·발전시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러한 견해 차는 지금까

지도 계속되고 있다.  

Ÿ 1961년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면서, 1962년 교육위원회 및 교

육감 제도 역시 폐지됐다. 당시 교육계(대한교련 등)는 “교육자치제를 부활시킬 것을 지속

적으로 주장”13)했다. 그 결과 1963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위원 5인

과 지자체장 및 교육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집행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지

방자치(지방의회, 지자체장)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자치도 실시되지 못

했다. 당시 교육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했으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추천으로 문교부장

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였다(본 보고서 참고자료, p.6).

Ÿ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교육자치제도도 부활했으며, 광역 단위로 시행됐다. 교육위원

은 “시군구의회가 복수 추천한 자 중에 시도의회가 무기명투표로 7~25명을 선출”14)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15)했다. 

10) 박성수. (2019). 미국과 한국의 교육자치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 –교육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
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위논문. p.16

11)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정리(‘18.10)한 ’법률 제·개정에 따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제도 변천사‘
12) 송기창. (2017).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과제. 2017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 3차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 p.5
13) 박성수. (2019). 미국과 한국의 교육자치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 –교육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

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위논문. p.25
14) 김윤태. (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p.639
15) 김윤태. (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p.655



- 9 -

Ÿ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8.20.)’에는 교육자

치와 관련하여 논의한 7인의 전문가의 입장이 담겨져 있다. 3인은 일반행정과 교육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4인은 철저히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7인 

모두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표 4> 제3차 교육개혁방안 보고서에 담긴 전문가 7인의 교육자치제 의견 

      <출처> 제3차 교육개혁방안-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 pp.523-680   

             (http://pa.go.kr/portal/contents/stroll/publication/publicationDetail.do?catid=c_pa02051j&artid=1295847#)

Ÿ 이후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했는데, 크게 

세 가지 논의16)가 있었다. 

    (1) 시도의회와 분리되어 있던 시도 교육의결기관(교육위원회)을 어떻게 할지 

    (2) 간선이었던 시도교육감 선임방식을 어떻게 할지 

    (3) 광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 세 번째 의제인 지방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의견이 모

아지지 않았으나,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존재하던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

임위원회로 통합하고, 두 번째 의제였던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제 혹은 시도지

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통합론자들이 대다수였던 

당시 위원회 구성상 통합론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끌어간 것으로 평가된다.17) 

  - 두 번째 의제의 경우, 핀란드처럼 교육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자체장이 교육행정집행기

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별도로 교육감이 존재해왔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통합론적 방안은 수용되기 어려운 정서가 있어서 교육감 

16) 서영인. (2007). 노무현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교육정치학연구 제14집 제
1호. p.154

17) 정병익(2007)은 당시 교육자치 문제를 다루던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명의 위원 구성에서 교육학 전공 관련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지적했다(p.9). 20명 중 16명이 행정학과 교수였고, 나머지 인사도 행정부 차관보, 행정법 내
지는 사회과학교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도 행정학과로 통합론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 이름(당시 소속) 교육감 선출방법

통합론자

김태완
(계명대교육학교수)

지방의회 동의얻어 지자체장이 임명

박동수
(전주대행정학교수)

시도의회에서 선출

정세욱
(명지대행정학교수)

교육위원 중 교육감 호선 후 시도의회 동의절차

분리론자

김명한
(경북대교육행정학교수)

후보등록제 혹은 후보추천위원회제 고려

신철순
(전북대교육학교수)

주민직선제

윤정일
(서울대교육학교수)

교육위에 후보등록하여 소견발표 후, 교육위원 

비밀투표

김윤태
(서강대교육학교수)

교육감후보추천위(가칭)을 두어, 2인의 후보를 

추천한 후 교육위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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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방식들이 통합론적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행정학계와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같은 지방행정가들에 

의해 옹호되었다. 

  - 반대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교육관련 단체들(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국교원단체총연합회18) 등)은 행정관료 및 정당으로부터 예속되지 않은 교육자치를 요구하

며, 통합론적 방안을 반대했다. 

  - 결국 2005년 국회로 논의가 넘어온 이후 당시 여·야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타협

의 산물로 교육위원회는 시도 상임위로 통합하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임방식은 주민직선

제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l 결과적으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통해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통합형)19),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과반수를 주민직선으로 

선출(분리형)”20)하게 됐다.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통합하게 된 결정적 요인

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로 의결기구가 이원화되어 이중심의 및 이중감사에 따른 행정

력 낭비 및 소모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이 여야와 관계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달라는 교육계 요

구를 수용해, 교육위원회 과반수는 주민직선에 의해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채우게 

하고, 나머지는 시도의회 의원이 맡게 됐다. 

l 이렇게 과반수의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는 전국 동시선거가 실

시되기 전부터“국회의원 3배 선거구(시도의원 9배 선거구)에 달할 정도로 선거구 단위가 

넓다는 점과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크다는 점, 교육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주

민들의 낮은 인지도 및 참여율이 예상되는 점, 정당인이 아닌 일반 교육계 인사의 선거자

금조달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 결과 교육의원 직선제는 2014년 6월까

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제로 개정21)하여 2010년 단 한 차례 선거가 이루어진 이후 제주도를 

제외하고 폐지됐다. 반면, 교육감은 그대로 주민직선제를 유지하게 되어 교육의결기관은 

통합형, 집행기관은 분리형인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지방교육자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l 이처럼 교육감만 분리·선출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을 ‘지방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따라서 

교육감도 지자체장과 분리·선출해야한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분리론의 주장이 교육계 

내부에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Ÿ 첫째, 분리론자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 교육분야는 다른 행정기관에 예속

18) 한국교총은 “직선제 도입 당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을 사과하며, 2010년부터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왔다(출처: 중앙일보. (2014.8.14.) https://news.joins.com/article/15533755).” 

19) 교육위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되면서 위원회의 과반수는 선출된 교육의원이, 나머지는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12.20., 전부개정) 개정이유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0년 2월 26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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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별개의 기관에서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대

표적인 분리론자인 송기창(2004)은 교육의 자주성이란 “단위학교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자에 대한 자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

도 의미”22)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2011)은 “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최소 교원의 자

주성과 교육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리 

내지는 행정기구가 일반행정조직으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114)”23)

고 주장했다.  

Ÿ 둘째, 분리론자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지방의 교육자치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

현(2011)은“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

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윤정일 1996, 최희선 1996)”24)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이 조문에 근거하여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국

회에서 교육감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해왔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 공청

회 및 토론회에서 “교육감 자격 완화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관련 종사자25)

인 반면, 교육감 자격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은 주로 일반 시민단체26)였

다(정병익 2007, p.90).”27)

Ÿ 셋째,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분리론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정당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하여 교육감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고, 자격요건도 과거 

1년간 비정당원인자로 한정28)하고 있다. 강석 외(2015)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의하면 교육감 선출 시 특정 정당과 연계된 형태의 선거방식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p.7)면

서, 주민직선에 따른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p.78)”29)고 주장했다. 음선필(2011)은 “정치적 중립성의 저해는 사실상 교육의 자주

성을 무너뜨리며,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커,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를 훼손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세심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pp.118-119)”고 주장했다. 

l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현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0조 1항(현 제12조 2항)에 ‘국가는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분리론자들은 

22) 송기창. (2004).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Vol.22, No.4. p.249
23) 음선필. (2011).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교육법학연구 Vol 23, No. 2
24) 김승현. (2011).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9권 제1호. p.88 
25) 송기창(숙명여대 교수), 김재응(서강대 교수), 한상진(남서울대 교수), 김남순(전남대 교수), 소정선(광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조금세(부산교총회장) 등
26)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임동규(부산YMCA 사무총장) 등
27) 정병익. (2007).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안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28)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과거 2년간 비정당원인자였던 교육감 자격요건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과거 1년간 

비정당원으로 완화됐다.  
29) 강석 외. (2015). 지방교육자치 연구: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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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항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위헌적 발상과 규정”30)으로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지적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지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 이와 달리 통합론자들은 교육감 선출방식을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지자체에서 교육행정을 맡게 함으로써 통합적 교육자치모델로 나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0) 황준성 외. (2018).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 제정 방안.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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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감 분리 선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l 먼저, 우리나라처럼 교육의결기관은 지자체와 통합되어 있고, 집행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모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다른 모든 교육지표는 국제기준을 지향하는 

교육계 문화에서, 교육감 선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국의 특수성으로 보아야한다고 주

장하면서까지 분리선출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 6개국(미, 영, 프, 독, 핀, 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외국에서는 ‘교육자치제도’라는 용어보다 ‘교육행정체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자치제도라는 용어로 통일함. 이하는 나라별로 <지방

자치분권 특징→교육자치(의결 및 집행기관) 현황→교육재정> 순으로 정리함

<미국>

※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우리나라처럼 중앙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형태로 지방분권화 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주(州) 단위 교육자치제도를 우리나라 광역 단위 교육자치제도와 대

등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Ÿ 박용수(2014)31)에 따르면, 미국의 주 차원에서의 교육자치 의결기구는 주의회이며, 집행기구

는 주지사 또는 주의회 내에 있는 교육위원회다. 주교육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는데

상원의 동의 없이 임명하는 곳도 있고,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주도 있다. 교육위원회

의 장인 교육감은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주민직선을 통해 선출

된다. 세 가지 방식 중 주민직선제를 택한 주가 가장 적다(2014년 기준 13개 주). 

Ÿ 한편, 학교구(school district)32)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의결·집행 기관은 교육위원회로서 학

교구 당 보통 5~7명으로 구성된다.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체로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되거나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박성수 2019, p.34)33). 교육위원회는 학교구마다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교육감을 공모하여 채용하는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단순 집행하는 권한에 그친

다. 

Ÿ 미국의 교육재정은 “45% 정도를 학교구에서, 45%는 주 정부가, 나머지 10%는 연방정부가 

부담”34)한다. 학교구 교육위원회에 과세권이 있으며, 주로 재산세를 세원35)으로 한다. 

31) 박용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201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
발의안 등 8건-. p.58

32) “지역의 공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주(state)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유사 단체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의 정부기관(Campbell et al 1990, 박성수 2019)”

33) 박성수. (2019). 미국과 한국의 교육자치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사적 연구 –교육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교
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위논문 

34)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미국의 교육재정 운영 실태. (최종검색일: 2019.10.21.).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54&pageIndex=1&pageCondition=10&nTbBoardArti
cleSeq=150216
35) 한국행정학회-미국의 교육자치제도. (검색일: 2019.10.18.). 
http://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_view.php?num=962&page=35&term_cate=&term_word=&term_
key=&term_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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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잉글랜드)>

※ 영국의 지방정부(의회)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관(의회)과 집행기관(정부)가 분리

되지 않고 통합된 개념”36)이다. 

Ÿ 영국의 교육자치는 지방정부(의회)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통합형이다. 교육에 대한 의결

과 집행을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교육위원회 위원 절반은 의회 총회에서 

정당안배로 선출되고, 나머지 절반은 호선으로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37)된다. 서원주(2014)에 따르면 “과거에는 지방정부(의회) 산하에 설립된 지역교육청

(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이 존재하여 그 권한과 역할이 컸으나, 현재는 그 역할이 

대체로 중앙정부나 단위 학교로 이양되어 별도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지자체 내 교육

국이나 아동국으로 업무가 흡수된 상황”38)이다. 

Ÿ 교육위원회 의장이 우리나라 교육감에 해당하는 교육장(교육국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육

장은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최근 교육장의 권한과 규모가 줄어들면서 수석장학관(Chief 

Education Officer)로 이름이 변경된 곳도 있다(서원주 2014, pp.33-35).

Ÿ 영국의 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통합형이다. 대체로 중앙의 교

육부가 지방정부(의회)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충당된다(금창호 외 2011, pp.72-74)39).  

<프랑스>

※ 프랑스의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중간자치단체인 데파르망(département)-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région)으로 나뉘어진다. 하급 단위에 대한 지휘 및 명령 권한은 없다(양승엽 2018, 

p.9).”40) 

Ÿ 프랑스 지방교육 의결기관은 지방의회(레지옹의회, 데파르망의회, 코뮌의회)에서 수행하지만, 

집행기관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하여, 일부 분리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레지옹, 데파르망, 코뮌 단위 지자체에서“학교에 관한 재정, 기관의 설치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최승원 외 2015, p.32)”하고, 레지옹, 데파르망 단위에 “각각 별도

의 교육행정기관인 아카데미, 아카데미국이 존재하는데, 그 곳에서 교원 관련 인사행정, 학

생배치 및 관리, 교육과정 등을 담당(최승원 외 2015, p.32)”한다. 

Ÿ 레지옹 단위의 교육행정기관인“‘아카데미(주로 중앙의 교육부 정책 집행)’는 미국의 학

교구와 같은 개념으로 레지옹과 구역이 거의 일치하는데, 이러한 아카데미 수장으로 교육

감(recteur)”41)이 있다.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데파르망 교육행정기관으로는 ‘아카

데미국’이 존재하고, 그 수장인 아카데미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36) 서원주. (2014).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제252호. p.33
37) 선거연수원. (2014).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4호. p.38
38) 서원주. (2014). 영국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징과 역할의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제252호
39) 금창호 외. (2011).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연구.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용역연구. pp.72-74 
40) 양승엽. (2018). 프랑스 지방분권법제의 형태와 교육자치 권한의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정보. pp.5-13
41) 선거연수원. (2014).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4호. p.44



- 15 -

다. 기초단위인 코뮌에서는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이 없다.42)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프랑스 지방교육자치

Ÿ 프랑스 교육재정은 통합형으로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존재하지 않고, 

중앙에서 약 60%, 지자체에서 25%의 재원을 부담한다.”43)44)

<독일>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 16개 개별 주 단위에서 학교제도에 대한 감독권45)을 갖는다. 

Ÿ 독일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지 않은 통합형이다. 보통 주교육부가 있고, 그 산하

에 지역 상급지방청과 하급학교청이 존재하는데, “상급지방청의 학교교육부서에서 학교에 

관한 사무”46)를 맡는다. 소규모 주에서는 별도의 학교청을 두지 않는다.47) 주 단위 의결

기관은 주의회이며, 집행은 주정부의 교육부(교육부장관)에서 담당한다. 주교육부장관은 주

지사가 임명한다.48) 지역 상급지방청(혹은 학교청)에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존재하고, 교

육장은 주 교육부장관에 의해 임명49)되거나 내부 추천에 의해 임용된다50)고 알려져있다. 

Ÿ 독일의 교육재원은 대체로 주정부에 의해 충당된다. “연방정부가 전체 교육재정 중 12%정

도 지원하며, 절반이 넘는 52.4%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지역 단위 부담은 14%, 민간 주체의 

부담은 20%수준이다(고선 2015, p.77).”51)

42) 정필운. (2018). 교육의 지방분권 법령 정비 외국사례-프랑스.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
럼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 p.8

43) 최승원 외. (2015).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p.32
44) 오세희. (2011). 해외 선진국의 유초중등교육 재정지원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 Ⅳ(프랑스편). 한국교육개발원 
45) 이승미. (2018). 독일의 지방분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법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정보. pp.27-37
46) 이재덕 외. (2018). 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교

육부 수탁연구 CR 2018-23. p.77
47) 황준성 외. (2011).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2011-10. p.56
48) 선거연수원. (2014). 각 국의 교육감 선출방식.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4호. p.60
49) 박용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2014.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

의안 등 8건-. p.58
50) 황준성 외. (2011). 교육지원청의 기능 개편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RR 2011-10. p.59
51) 고선. (2015). 해외지방세제도-영국·프랑스·독일의 교육재정 제도-. 지방세포럼 통권 제19호 

중앙-교육부

레지옹

의결:광역의회

집행:광역지사

데파르망

의결:도의회

집행:도지사

코뮌

의결:지방의회

집행:코뮌장

아카데미

집행:교육감
(광역지사와 협업)

아카데미국

집행:아카데미

국장
(도지사와 협업)

☜ 지방자치단체

   (수평적 관계)

☜ 교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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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6개의 행정 주로 이루어진 핀란드는 국가권한을 상당한 수준(특히 교육에 관한 권한은 전적

으로)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52) 각 주마다 대통령이 임명한 주지사

가 있고, 주 산하 각 지자체의회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각 지자체의 시장은 

지자체의회가 임명한다.53)  

Ÿ 핀란드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통합형이다. 별도의 교육감이나 교

육위원제도가 없고, “지자체장이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자체장 관할의 교육부서 담당자

들이 실질적인 역할(김병찬 2016, p.155)”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육업무 

담당자와 선출된 정치인인 지자체의회 의원이 함께 시의 교육정책을 이끌어간다(p.155).” 

Ÿ 핀란드의 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통합되어 있는데, “지자체 자체 세원이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경제 규모에 따른 재정의 불균형은 국가보조금 제도에 의

해 보전해 주고 있다(김병찬 2016, p.157).”

<일본>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식 지방분권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

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됐다. 중앙에는 문부과학성이 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

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54)이 특징이다. 

Ÿ 일본의 지방교육자치는 “광역과 기초단위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지자체장(도도부현 지사(우리

나라의 광역시도지사), 시정촌 장(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 교육·학예 예산을 책임진다.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하고, 집행은 지자체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위

원회는 교육의결기관으로써 일반 시도의회내 상임위로 존재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교육위

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이다. 교육위원은 지자체 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문명현 

2018, pp.269-292)”한다. 교육장(교육감)은 “교육위원 중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를 얻어 임

명(최철호 2016, p.313)”한다.

Ÿ 지방교육재정은 통합형이다. 지자체장이 교육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12%, 도도부현이 52%, 시정촌이 31% 수준(문명현 2018, p.284)을 부담하고 있다. 

l 아래 <표 5>는 위에서 분석한 6개국과 한국의 교육자치현황을 요약했다. 대체로 지자체에

서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통합형 교육자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통합형이라고 해도 핀란

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교육감(교육장)이 존재했다. 그 역할과 임명방식 등에서는 모두 

차이가 있는데, 미국 일부 주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을 

택하는 나라는 없었다. 

52) 김병찬. (2016). 핀란드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제도 고찰. 입법과 정책 제16호. pp.162-163
53) 김봉철. (2015). 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통권 제46호 제15권 2호. pp.152-153
54) 문명현. (2018). 일본에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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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6개국+한국 지방교육자치 현황 요약 

  <출처> 박용수(2014.4), 선거연수원(2014), 서원주(2014), 최승원 외(2015), 황준성 외(2011), 김병찬(2016), 문명현(2018) 

국가명

교육자치 형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의결 및 집행기관
교육감 

분리선출 유무
교육감 선출방식

미국
주-통합형

학교구-분리형

주

의결: 주의회

집행: 주지사 

또는 주교육

위원회
일부 주(13개)

-주지사가 임명한 주 교육

위에 의한 임명(20개주)

-주지사가 임명(17개주)

-주민직선(13개주)
학교

구

교육위원회

(실질역할)

-교육장은 교육위가 공

모하여 채용함

영국
(잉글랜드)

통합형

지방정부(의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되지 않음

**과거 지방정부내 지역

교육청(LEA) 권한 컸으

나 이제 존재하지 않거

나 줄어듦

X
교육감(장)은 지방정부의 

교육위원회가 임명

프랑스

행정-일부 

분리형

재정-통합형

레지

옹-

아카

데미

의결: 지방의회

집행: 광역지

사와 교육감

X

교육감: 대통령 행정명

령에 의해 임명됨 

데파

르망

-아

카데

미국

의결:지방의회

집행: 도지사

와아카데미

국장

아카데미국장(교육장): 

교육부장관 추천의해 대

통령이 임명함

독일 통합형

주

의결: 주의회

집행: 주교육

부장관

* 주 교 육 부 

산하 상·하

급 행정기관 

교육장

X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

을 임명하고, 주교육부

장관이 교육장을 임명함

(또는 내부추천에 의해 

이루어짐) 

기초
의결: 지방의회

집행: 지자체장
-

핀란드 통합형
의결: 지방의회

집행: 지자체장
X

지방의회가 임명한 지자

체장이 교육행정 책임자

일본 통합형

도도

부현

의결: 지방의회

집행: 교육위원

회, 지자체장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구
X

지자체장이 교육의원 중 

의회 동의 얻어 임명

시정

촌

의결: 지방의회

집행: 교육위원

회, 지자체장

지자체장이 교육의원 중 

의회 동의 얻어 임명

한국 분리형 광역
의결: 시도의회

집행: 교육감
O 주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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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분리론자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을 근거로 교육청을 일반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 경력을 가진 자를 지역 주민이 별도로 분리 선출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Ÿ 첫째,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일선 교육 주체인 교사와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교

육 내용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지방자치행정기관으

로부터의 분리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자의적 해석이다. 

  -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통

합형’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분리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존

재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의결, 집행기관의 역할을 지

방의회와 지자체장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교육 관련 의결기관은 시도의

회 내 상임위로 존재하는 교육위원회가 맡는 통합형을 택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도 교

육계는 “교육위원회가 독립된 의결기구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력과 정치에 예속되

어 교육의 미래가 없다55)”는 주장을 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의결기관이 통

합된 지 5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그러한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가 아니라, 중앙정부(교육부)의 지

방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단위학교(및 교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감독으로 인해 일

선 교사와 교육내용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통해 구현

되어야 한다. 

Ÿ 둘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의 전문성 조항을 근거로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경력에 따

라 자격을 제한해 자자체장과 분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에게 교원 자격시험 요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행정가인 교육감 개인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육경력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장과 교육

감은 분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선,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 

공무원 누구에게도 공무원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교육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육경력만

을 전문성의 근거로 삼는다면, 교육청 공무원은 선발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의 수장만 전문성을 갖도록 요구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들에 의해 수립·집행되는데,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경력을 기준으로 선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대 

교육부장관 중에는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행정가 뿐만 아니라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유은

혜 등 정치인 출신이나 경제부처 출신 관료가 임명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업무 수행 면

55) 노컷뉴스. (2009.8.10.)  https://www.nocutnews.co.kr/news/61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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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교육행정가 출신 교육부장관이 다른 정치인 출신 장관 등에 비해 탁월했다는 평가는 

교육계 내·외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기우(2014)는 “국가교육행정기관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유독 지방행정기관의 분리와 독립만을 도출하려는 주장들은 논

리적인 자기모순을 범한다(p.5)”56)고 비판한 바 있다.  

  - 복잡화된 현대 사회에서 외교, 안보, 경제, IT, 산업 분야는 물론 노동,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 정책 분야까지 전 부문에 걸쳐 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서만 전문성을 이유로 특정경력을 가진 교육감을 분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계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Ÿ 셋째,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

정 정파에 편향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 조항을 근거로 교육감은 비정당인이어야 

하고, 당적을 가진 지자체장과 분리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

다.

  - 헌법에 규정된‘정치적 중립성’의무는 교육영역(제31조 4항) 이외에 ‘공무원(제7조 2

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은 모두 ‘당적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즉, 대통령

과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 장과 같은 공무원의 당적 보유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에 대해서만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근

거로 비정당인으로 자격으로 제한해야 하고, 정치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예속되지 않기 

위해 지자체장과 분리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올해 초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조항의 개정을 권고”57)한 바 있다. 해당 결정문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공무원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의 정

치현실과 역사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왔지만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무원 조직의 상충부를 구성하고 있는 선

출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당 관련 활동을 허용하면서 그 아래 직군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p.21)”58)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리로, 교육감에 대해서도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 분리론자인 음선필(2011) 조차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여타 기관(예를 들어, 법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모두 합의제 기구이고, 구성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

령이 임명하거나 견제 관계에 있는 기관의 균등한 참여로 구성되는 반면, 교육감만 독임제 

기구로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며, 선거의 특성상 교육감에게 정

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규범으로 치부되기 쉽다”59)고 지적했다.  

56) 이기우. (2014).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제71호 
57)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9.2.25.).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58) 국가인권위 결정문. (2019.2.25.).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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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록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처럼 교육 영역에서도 중앙정부 

해당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런데 당적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교육부장관, 더구나 국회의원 출신인 교육

부장관이 국가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

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에게만 당적 보유를 금하고, 별

도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는 ‘교육내용(교과서 등)에 있어서 특정 

정치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 주체인 교사도 특정 정파에 편향되게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선출직 공무원인 일반 지자체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특정 정파에 도움이 되는 편향된 발언이나 활동을 하면 현행법

상 처벌을 받는다. 교육감의 경우도 당적 보유 여부가 아니라, 직무 수행의 내용을 근거로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l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일반원리에 비춰볼 때,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지금처럼 교육 행·재정이 일

반 행·재정과 분리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갈등을 고려한다면 일반자치와 교

육자치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Ÿ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지자체 업무 수행의 목적이 있

는 것이다. 주거, 복지, 환경 영역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영역이 교육과 치안 분야인데, 이들 분야와 관련해서 현재 지자체는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다. 

  - 현재 지역 치안과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수요에 더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

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미군정 시기 이후부터 자치경찰 도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일반원리

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안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전국에

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자치

경찰단장 역시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60) 전국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실시하기 

위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안 민주당 홍익표 의원 안에 규정된 자치경찰

본부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 소속이며,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61)으로 선출된다. 

  - 최근 10년간 사회 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2010년 무상급식부터 누리과정, 유치원 비리, 자사고·특목고 존폐 문제 등 대부분 교육 

59) 음선필. (2011).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 교육법학연구 Vol 23, No. 2. pp.117-118
60) 김기식·박선나. (2018).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언.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8-06. p.7
61) 정성회(사법개혁특위 전문위원). (2019.6).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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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문제였다. 이는 교육 분야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적 관심사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들은 모두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그 집행에 있어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Ÿ 교육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 교육청 예산의 상당부분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명목으로 부담하지만 광역 지자체장은 어떠한 권한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

다. 현진권(2011)62)은 “지역의 교육청은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 없이 지출을 통한 교육성과

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재원조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는 제도적으로 충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기준)을 보면, 주요 세입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노무현 정부 초기 32조원 수준

에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45조원 수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57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

범 당시 7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재정규모는 늘어났으나 교육자치단체 자체수입 비중

은 2~3%대에 불과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은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7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지방교육세, 법정·비법

정이전수입)은 18%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는 변함이 없

다. 

       <그림 2>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단위: 억원)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결산공시 및 조동섭. (2010).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 탐색. 교육행

정학 연구. p.50 <표 3> 참고 

  - 과거 분리론자들은 “지자체의 교육재정 부담능력이 떨어지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교육

부문이 경쟁력이 약해 일반재정에 교육재정을 통합할 경우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63)며 통합론을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분야에 투입되는 지자체 예산은 계속 증가

하여 현재 삶의 질과 관련한 모든 사회복지예산보다 교육에 지출되는 예산 비중이 더 높

62) 현진권. (2011). 교육관련 현안들은 ‘재정분권’이란 큰틀 속에서 해결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
(2011.9.1.) 교육감 직선제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63) 곽영우. (2000). 지방교육재정 ‘통합안’ 비판. 교육연구 No. 19.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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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이다. 2017년 지자체 총예산(일반+특별회계) 규모 193조여원중, 사회복지(8개부문: 기

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분야는 

전국적에서 약 49조원(25.6%)인 반면, 교육 분야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59조원 규모로, 서

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보다 교육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와 교육비 예산(세출 기준) 비중 비교 (단위: %)  

       <출처> 지방재정365-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최종검색일: 2019.10.4.)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local/budget/sd002_bg500.xml&pageIndex=8,  

       각 시도교육청 예산현황-2017년 세출예산총괄표 참고 

Ÿ 이처럼 지자체의 교육 분야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이라는 집행

기관이 분리된 구조는 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교육자치는 분리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의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5년 경남 사례다. 2014년 전국동시선

거를 통해 경남 지역은 도지사에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이, 교육감에 박종훈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당시 박 교육감은 경남도 무상급식 대상자를 더 확대하려고 했으나, 홍 지사는 

경남도 차원에서 부담하던 전체 약 30% 수준64)의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

하며 도청과 교육청 간 갈등이 증폭됐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이었다. 

  -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성향 차이를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북

과 서울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갈등을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4) 경남일보. (2018.12.29.)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272348&gubun=

사회복지예산

비중 높은 순위
지자체

지자체예산 중

사회복지비중
크기

지자체예산 중

교육비비중
1 광주 35.6 < 42.4

2 대전 34.2 < 45
3 서울 32.1 > 27.2

4 대구 31.8 < 39.2
5 부산 31.1 < 37.3

6 인천 27.1 < 33.6
전국평균 25.6 < 30.8

7 전북 25.5 < 29.2
8 경남 23.8 < 31.5

9 충북 23.8 < 30.5
10 경기 23.4 < 31.1

11 전남 22 < 27.8
12 충남 21.6 < 29.5

13 울산 20.9 < 36.7
14 경북 20.8 < 25.6

15 강원 20.2 < 26.9
16 제주 19.2 < 21.3

17 세종 18.7 <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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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지역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평가되는 김승환 진보교육감과 민주당 송하진 전

북도지사 간에도 누리과정 예산(2015-2016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 교육감

은 누리과정은 정부 정책공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없다며 예산 편

성을 거부했고, 전북도는 교육청에 예산편성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책임 공방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린이집과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와 부모들이었다. 

당시“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전북 지역 50곳의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210여명의 어린이집 교사도 실직 내지는 전직”65)했다. 

  - 최근 서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복지원사업을 추진

하려 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 반대하면서 정책 갈등이 표출된 

사례다. 박원순 시장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을 분담할 수 없고,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 기조인 

‘교복 자율화’에 배치된다며 거부하여 결국 내년도 시행은 무산되었다.66) 

65) 노컷뉴스. (2016.9.26.) https://www.nocutnews.co.kr/news/4659192
66) 서울경제. (2019.11.05.)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OI0Z3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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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형 교육자치를 위한 제언 

l 결론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분리선출제도도 바

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을 

근거로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을 분리하고, 교육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

법 조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Ÿ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와 교육 내용의 자율성’, 

‘일선 교육 주체인 교사의 전문적 자격요건’, ‘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교육감에게 교육 경력과 비정당인 요건을 부과하고, 

교육감을 분리해서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 

l 교육자치의 의결 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이미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통해 시도

의회로 통합되었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교육감을 분리 선출하는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교육자치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모두 통합형 체

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합형 의결기관 - 분리형 집행기관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특수성은 교육계의 기득권외에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다.

l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

면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치안영역과 함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과 책임밖에 존재했던 교육자치 영역도 통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

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자치의 통합형 체제로의 전환은 시도지사들과 행정학계, 일

반 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요구였고.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

에서 이를 추진하더라도 일부 교육계의 반발 이외에는 여야, 보수·진보 간 이견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법 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Ÿ 한편에서 전국 동시선거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치러진 이후, 계속해서 진보교육감이 압승

하면서 주로 보수 정당에서 교육감 선출제도를 통합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보수는 통합론, 진보는 분리론”을 주장해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를 진영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l 교육자치를 통합형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청은 그대로 존치하되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

고, 교육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회 동의) 또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다. 

Ÿ ‘교육감 시도지사 임명제’는 통합형 교육자치 체제인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는 방식

으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시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방법이다. 높은 정치적 중립

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감사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회장의 경우에

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Ÿ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미리 지명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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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시도지사와 동반 당선되는 것으로, 2015년 뉴스1이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한 결과, “17명 중 13명이 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67)고 응답한 바 있다. 

l 통합형 교육자치 체제에서 교육감의 임명·선출 방식은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논의 과정

을 거쳐 하나의 단일안에 합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법에 

명시하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할 수도 있다. 

l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자치모형을 다양화해야 하고, 자치모형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에게 부

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Ÿ 이와 관련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 주민들이 교육감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이주호(2005), 

김세연 의원(2009), 이은재 의원(2017)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40조 법률유

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68)69)그러한 지적이 헌법적으로 타당한 해석

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 

  - “교육감 선출 방식은‘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헌재 

1998.5.28., 96헌가1)’으로 이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

에 부합하지 않는다(천우정 2017)”는 것이다. 

  - 정병익(2007)은 “헌법 제24조에 의거해 선거권과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조례로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부여하지 않는 방식, 선거운동

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모두 조례로 위임하는 입법방식은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70)고 지적했다. 

Ÿ 따라서 시도 조례가 아닌 법률에 교육감 선임방법을 두 가지(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 러

닝메이트제)로 규정하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교육감을 결정하도록 하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 방안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의 선택권

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자치 모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l 1991년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부활한 교육자치도 2021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한다. 지방자치

제도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는 그동안 그 자치모형과 관련해 계속 제도를 변경해왔고, 그 

개혁 방향은 통합형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미 교육자치의 의결기관이 통합형으로 전환한 

조건에서 집행기관만 분리형을 유지하는 것은 기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통합형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공론화의 장이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67) 뉴스1. (2015.10.29.) http://news1.kr/articles/?2471453
68) 천우정(정개특위 전문위원). (2017.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안 등 3건-. p.16
69) 정재룡(교육위 수석전문위원). (2018.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이은재, 김동철의원 

대표발의안-. p.13
70) 정병익. (2007).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안 형성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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